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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 쇼핑몰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생활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소비자들은 브랜드 상품을 더
욱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백화점은 브랜드 상품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늘리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쇼핑몰의 실용적 쇼핑가치와 쾌락적 쇼핑가치가 쇼핑몰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가격민감도의 조절효과
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한 결과 쇼핑가치는 쇼핑몰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격민감도가 
높은 집단은 실용적 쇼핑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격민감도가 낮은 집단은 쾌락적 쇼핑가치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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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changes in growth in the lifestyle of consumers for online shopping mall has surfaced. 
consumers will appear brand product will tend to buy products at more affordable prices and a department 
store's brand product sale increase in online shopping mall.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s of Utilitarian 
shopping value and Hedonic shopping value, the shopping value, on the shopping-mall satisfaction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rice sensitivity. The result states that the shopping value affect the shopping-mall 
satisfaction, In terms of Price sensitivity, the group with higher Price sensitivity of utilization showed more 
significant result on the Utilitarian shopping value affects on the shopping-mall satisfaction, the group with 
higher Price sensitivity of utilization showed more significant result on the Utilitarian shopping value and 
Hedonic shopping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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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의 속한 확산으로 인해 자 상거래의 다양

한 비즈니스 모델과 쇼핑몰이 개설됨에 따라 구나 쉽

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소비자는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물건을 얼마의 

가격에 구매하여야 하는가에 한 결정을 내리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재 국내 백화 산업은 경기침체로 인

한 소비 축과 할인  TV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매출

성장이 둔화된 상태이다. 이에 백화 의 마  담당자

들은 고객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제공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은 

인터넷이 소비자에게  다른 쇼핑경로로 인식됨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즉, 인터넷 탐색은 소비자에게 정보

를 빠르고 효율 으로 찾을 수 있는 가치(실용  가치)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 자체인 인터넷 탐색만으로도 무

엇인가에 몰두하여 재미있고 흥미로운 가치(쾌락  가

치)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탐색행 를 

통해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알아보고, 쇼핑몰의 

특성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소비자의 쇼핑몰 

만족에 미치는 향의 차이를 알아보고 가격민감도가 갖

는 조 효과에 해 검증하고자 하 다. 

2. 연구목적

인터넷 쇼핑몰 선택에 한 선행연구[14]에서는 부

분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 등의 핵심 인 요인들

을 제시하지 않고 소비자가 포와 할 때 느끼는 감

정을 심으로 연구하 다. 자 상거래를 이용한 제품 

구매 시 소비자는 제품을 직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

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때로는 구매에 해 망설이

거나 주 하게 되고 결국은 구매까지 연결되지 않는 단

순방문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8]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가격비교, 경매, 공동구매 사이트와 같은 가격 련 

사이트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가장 근본 인 이유가 좋은 품질의 

상품을 렴한 가격과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

이라는 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인터넷 소비자들은 인터

넷 쇼핑몰을 이용하면 더욱 실용 이고 경제 이라고 생

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의 선택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고객들이 쇼핑몰에 한 이미지나 명성 

 쇼핑몰을 할 때 느끼는 감정에 주로 을 두기

보다는 핵심 인 서비스, 품질, 가격 등을 인터넷 쇼핑몰

의 선택기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

라인 쇼핑의 가치와 쇼핑몰 만족의 계를 밝  기업의 

마  실무 담당자들에게 시사 을 제공하려고 한다. 

한 온라인 쇼핑에서 요한 변수로 여겨지는 가격민감

도를 조 변수로 하여 온라인의 쇼핑 가치가 쇼핑몰 만

족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3.1 온라인 쇼핑몰의 쇼핑가치(shopping value)

온라인 쇼핑몰에 한 가치의 개념이 가격-품질 계

만을 고려하여 가치의 경제  측면만이 부각되어 소비경

험이 제공하는 모든 가치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주장

이 선행연구들에서 야기되었다. Babin, Darden, and 

Griffin[2]은 쇼핑가치를 실용  쇼핑가치와 쾌락  쇼핑

가치로 구분하여 개념화하 다. 

3.1.1 실용적 쇼핑가치(Utilitarian shopping value)

실용  쇼핑가치는 쇼핑활동을 통한 소비자의 가치획

득에 한 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실용  측면에 

을 두어 왔다. 지각된 실용  쇼핑가치(perceived 

utilitarian shopping value)는 쇼핑을 유발하는 특정 욕구

가 얼마나 달성되는가에 따라서 좌우되며, 이는 소비자

가 제품을 계획 이고 효율 인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8]. 실용주의 인 소비자들은 쇼핑을 통해 자신

이 계획했던 목 을 성공 으로 달성했을 때 쇼핑의 가

치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용  쇼핑가치

(utilitarian shopping value)를 요시하는 소비자들의 구

매행동은 논리 이며, 합리 이고 과업 련성이 높다

[19].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실용  소비자들은 능

동 이며, 과업 련 이고, 그리고 합리 인 것으로 묘

사되어 왔다[3][5]. 한 실용주의  소비자들은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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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매의사결정을 해 쾌락주의 인 소비자들에 비해 

상 으로 많은 정보탐색과정을 거친다. 지각된 실용  

쇼핑가치는 쇼핑을 유발하는 특정 욕구가 성취되었는가

에 달려있다. 이것은 종종 제품이 신 하고 효율 인 방

법으로 구매되었는가를 의미한다[7]. 여가가 아닌 제품과 

련된 포방문이 정 가격의 구매, 는 최 의 구매

를 한 가격비교, 상표차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형

태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

도 실용  쇼핑가치를 지각 할 수 있다. 

3.1.2 쾌락적 쇼핑가치 (Hedonic shopping value)

쾌락  쇼핑가치는 원래의 구매목  달성 이외에 소

비자가 쇼핑을 통해 경험하는 감정 인 혜택을 지각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쇼핑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반응에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다수의 연구는 쇼핑과정에서 고객들이 실용  가치와 함

께 쾌락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발견하 다[19]. 그러

나 Hirschmn and Holdbrook[6]은 고객들이 지각하는 소

비경험은 문제해결이나 욕구 충족과 같은 이성  소비가

치와 함께 즐거움이나 미  특성과 같은 경험  소비가

치를 모두 추구한다고 주장하 다. 쾌락  가치를 추구

하는 소비행동이 단순히 제품의 획득만을 한 쇼핑행

보다 훨씬 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밝혔다[19]. 이

러한 쾌락  가치는 “쇼핑의 유희 인 측면(fun side of 

shopping)”과 련지을 수 있다[7].

3.2 쇼핑몰 만족 (shopping-mall satisfaction)

만족은 고객들이 제품  서비스를 구매, 비교평가, 선

택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호의 이냐 는 비호의  

감정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 혹은 인지  단을 통해 결

정되는 충족상태가 정서  단으로서의 유쾌한 수 에

서 제공되거나 는 제공되었는가에 한 단으로 정의

된다[13]. 고객 계에 만족, 신뢰, 몰입이 미래의 구매의

도와의 계에 한 연구에서 반 으로 만족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와 련된 체 인 구매와 

소비경험에 기 로 한 반 인 평가이며 만족은 이들을 

고려한 ‘ 된 만족’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온라인 쇼핑

몰 연구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의 어떤 특성이 만족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1][17] 즉, Alba 외[1]와 Zellweger[17]의 연구에서는 가

격측면이 온라인 소비자의 구매만족에 향을 주는 주요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으로 온라인 쇼핑

몰의 실제 구매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어떤 가치요인이 

쇼핑몰 만족을 형성하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3.3 가격민감도(Price sensitivity)

가격에 한 Alba 외[1]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요한 제품의 품질에 련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가격민감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 으며,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격민감도를 낮

출 수 있다고 하 다. 한 온라인 매체는 소비자가 그들

의 욕구에 가장 합한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함으

로써 가격민감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 다. Lynch & 

Ariely[9]는 가격과 품질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가격만 제

시하는 것보다 가격민감도가 더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격민감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는 소비자가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가격민감도가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의 

쇼핑가치가 쇼핑몰 만족에 향을 살펴보기 해 본 연구

에서 가격민감도가 높은 집단과 가격민감도가 낮은 집단

이라는 두 차원으로 구성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요하

게 다루어지는 가격민감도 차원과 쇼핑몰 만족간의 계

를 실증 으로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4.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4.1 연구 모형 

Pri ce sensi ti vi ty

shopping value

-Utilitarian 

 shopping value

-Hedonic shopping  

 value

shopping-mall 

satisfaction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의 가치가 온라인 쇼핑몰의 

만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가격민감도에 따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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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규명하려 한다.  기존의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4.2 가설 설정

4.2.1 쇼핑몰의 쇼핑가치와 쇼핑몰 만족에 대한 가설

소비자들은 쇼핑을 하면서 단순히 논리 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쇼핑행  자체를 

즐기면서 오락거리로 삼고 있음과 동시에 기분 환의 장

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 Bellenger & Korgaonkar[4]

의 연구에서도 쾌락  쇼핑성향은 여가시간을 쇼핑하며 

보내기를 선호하는 성향이라고 잘 나타나 있다. 쾌락  

쇼핑가치는 쇼핑시 느껴지는 여러 정 인 감정들을 통

해 쇼핑이 감성 으로 쓸모 있다고 지각되는 정도를 말

한다. 쾌락  쇼핑가치는 실용  가치에 비해 보다 주

이고 개인 이며, 목 의 성취보다는 재미와 즐거움을 

통해 지각된다. 그러므로 쾌락  쇼핑가치는 쇼핑의 즐

거움이나 감정  유용성을 반 한다[4] 한 쇼핑경험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제품의 혜택을 즐길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 으로써 쾌락  가치를 제공

할 수 있다[9].

가설 1-1. 실용  쇼핑가치는 쇼핑몰 만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1-2. 쾌락  쇼핑가치는 쇼핑몰 만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4.2.2 가격민감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Lynch 와 Ariely[9]의 연구에 의하면 가격과 품질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가격만 제시하는 것 보다 가격민감

도가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제품정보는 가격정보에 

비해 상 으로 비가격정보의 비용을 감소시켜 가격민

감도를 낮아지게 하며[14], 한 가격 정보의 근이 용

이할수록 가격검색의 동기를 높인다고 한다[9]. 이는 품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고 이에 따라 품질

험이 높아지며, 이러한 불안감을 이기 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요시 하게 생각하는 가격 요성과 비

슷한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가설2-1. 가격민감도가 높은 경우 실용  쇼핑가치가쇼

핑몰 만족에 더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2-2. 가격민감도가 낮은 경우 쾌락  쇼핑가치가 

쇼핑몰 만족에 더 정 인 향을  것이다. 

5.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5.1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상

으로 연구하 으며,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을 살

펴보면 총 응답자 322명  남자 125명(39.27%),여성 297

명(60.73%)이 응답에 참여하 으며, 연령의 분포를 살펴

보면 20 가 104명(32.46%), 30 가 136명(42.41%), 40

가 82명(25.13%)이었다.

5.2 구성개념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가설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각 구성개념에 

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으며, 일반 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사회과

학 자료의 경우 보통 0.7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요인으로 추출된 항목들을 심으로 분석하 으며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 다.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construct Item Cronbach’s a

Utilitarian shopping value 5 .915

Hedonic shopping value 5 .924

Price sensitivity 4 .916

shopping-mall satisfaction 5 .873

5.3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측정항목을 사용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이때 표 화 요인 재치가 

0.5보다 작게 나타난 항목을 제거하 다. 탐색  요인분

석을 통해 측정항목들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보

다 명확한 요인을 얻기 해 직각회 (orthogonal 

rotation) 방법 의 하나인 VARIMAX 회 을 이용하

다. 총 4개의 요인 모두 각 요인별 재량이 0.5 이상이기 

때문에 각 측정항목은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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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ivision Item C.R

Comm

-unity
Cronbach's a AVE

Utilitarian 

shopping 

value

Util1 1.000 .814

0.841 0.522

Util2 .928 .658

Util3 .999 .723

Util4 .9147 .419

Util5 .931 .534

Hedonic 

shopping 

value

Hed1 1.000 .425

0.924 0.532

Hed2 .955 .595

Hed3 .918 .180

Hed4 .903 .759

Hed5 .831 .670

Price 

sensitivity

Price1 1.000 .730

0.931 0.537
Price2 1.023 .760

Price3 .803 .803

Price4 1.120 .669

shopping

-mall 

satisfaction

satis1 1.000 .524

0.913 0.614

satis2 1.156 .787

satis3 1.334 .682

satis4 1.147 .738

satis5 1.162 .653

chi-sqare/df=355.011/114, GFI=.913, AGFI=.958,

NFI=.862, TLI=.975, CFI=.935, RMSEA=.065

5.4 가설검증

5.4.1 쇼핑가치와  쇼핑몰 만족에 대한 가설 검증

본 논문의 가설을 검증하기 한 모형의 합도 지수

는 chi-sqare/df=355.011/114, GFI=.913, AGFI=.958, 

NFI=.862, TLI=.975, CFI=.935, RMSEA=.065 제시되어 

연구 모형은 표본 데이터에 합한 모형으로 인정된다. 

가설 1-1과 1-2 검증을 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

고  경로분석을 실시[Fig. 2]하 다. 쇼핑몰의 가치, 실용

 쇼핑가치(C.S=4.362)와 쾌락  쇼핑가치(C.S=4.158)

는 쇼핑몰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두 쇼핑가치 

 실용  쇼핑가치가 더 쇼핑몰 만족에 더 정 이라

는 결론을 얻었다.  

 

.396

(4.158)

.454

(4.362)Utilitarian 

shopping value

Hedonic 

shopping value

shopping-

mall 

satisfaction

chi-sqare/df=355.011/114, GFI=.913, AGFI=.958, NFI=.862, TLI=.975, 

CFI=.935, RMSEA=.065

[Fig. 2] AMOS Results

5.4.1  차이검증을 이용한 조절효과 검증

온라인 쇼핑몰의 가치와 쇼핑몰 만족도 간의 조 효

과를 분석하기 하여 χ²차이검증(△χ²=3.84이상)을 실

시하 다. 먼  인과 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를 free로 

정하고(free모형), 두 구성개념간의 경로계수 값이 동일

하다는 제약모형과의 χ²변화량을 살펴보았다. 실용  쇼

핑가치와 쇼핑몰 만족간의 계를 검증한 결과 △χ² 값

이 5.158로 두 모형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

으로 쾌락  쇼핑가치와 쇼핑몰 만족 간의 χ²변화량 차

이를 검증해 보면 △χ² 값이 4.735로 확인되어 경로계수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과 

1-2는 채택되었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χ² df CFI RMSEA ∆χ² p-value

Free model 355.011 114 .845 .061 - .000

constraint 

model

(Utilitarian  

→satisfaction

360.170 114 .837 .059 5.159 .000

constraint 

model

(Hedonic→

satisfaction)

359.746 114 .814 .057 4.735 .000

5.4.2 가격민감도의 집단에 따른 경로분석

다음으로 소비자들을 가격민감도로 분류하기 해 측

정변수들의 평균값(3.27)을 기 으로 평균값보다 높은 집

단(Price sensitivity High)과 낮은 집단(Price sensitivity 

low)으로 나 었다. 모형 합도를 확인한 결과 가격민

감도가 높은 집단(chi-sqare/df=355.011/114, GFI=.913, 

AGFI=.858, NFI=.962, TLI=.974, CFI=.925, 

RMSEA=.065)과 낮은 집단(chi-sqare/df=355.011/114, 

GFI=.913, AGFI=.957, NFI=.872, TLI=.915, CFI=.938, 

RMSEA=.062)의 모형 합도는 성립된다. 두 집단의 경

로계수를 비교해 보면 가격민감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실

용  쇼핑가치(p=.000, S.E=.471 C.R=3.245)가 쇼핑몰 만

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쾌락  쇼핑가치(p=.001, 

S.E=.062 C.R=0.147)는 쇼핑몰의 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민감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실용  쇼핑가치(p=.000, S.E=.294 C.R=2.245)와 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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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가치(p=.000, S.E=.383 C.R=3.724)는 모두 쇼핑몰 만

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1과 

2-2는 채택되었으며 결과는 [Fig. 3] 과[ Fig. 4]에 그 결

과를 제시하 다.

Utilitarian 

shopping 

value

Hedonic 

shopping 

value

accept

reject

.062

(0.147)

shopping-mall 

satisfaction

.471

(3.245)

chi-sqare/df=355.011/114, GFI=.913, AGFI=.858, NFI=.962, TLI=.974, 

CFI=.925, RMSEA=.065

[Fig. 3] AMOS Results(Price sensitivity High

Utilitarian 

shopping 

value

Hedonic 

shopping 

value

accept

reject

.383

(3.724)

shopping-mall 

satisfaction

.294

(2.245)

chi-sqare/df=355.011/114, GFI=.913, AGFI=.957, NFI=.872, TLI=.915, 

CFI=.938, RMSEA=.062

[Fig. 4] AMOS Results(Price sensitivity low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민감도가 갖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가격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들의 경우에 낮

은 가격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낮은 가격의 제품을 찾기 

한 노력을 즐겁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반면에 가격민

감도가 낮은 소비자들은 가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가격에 향을 받지 않으며 이

용  느끼는 즐거움이 더 요한 고려사항이다. 

6. 결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의 가치 지각이 쇼핑몰 만족

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 것을 근간으로 한 연구이다. 그 

결과 실용  쇼핑가치는 쇼핑몰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한 쾌락  쇼핑가치도 쇼핑몰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지각된 가치는 

쾌락  가치보다 실용  가치가 쇼핑몰의 만족에 더 유

의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가격에 

해 더 민감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쇼

핑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은 가격 책정에 노력을 

꾸 히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낮은 가격

검색이 용이하므로 가격할인 이벤트나 쿠폰을 이용하여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심을 끌 다양한 노력이 필

요하겠다.

다음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쇼핑가치가 쇼핑몰 만족에 

미치는 향과 가격민감도의 조 효과에 해 살펴보았

다. 그 결과 가격민감도가 높은 집단은 실용  쇼핑가치

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쾌락  쇼핑가치는 유의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용  쇼핑가치가 자신이 

계획했던 목 을 성공 으로 달성했을 때 쇼핑 가치를 

인지하므로[8], 쇼핑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인식 하기보

다는 낮은 가격을 찾아야 한다는 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민감도가 낮은 집단은 실용  쇼핑가치와 쾌

락  쇼핑가치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실

용  쇼핑가치 보다 쾌락  쇼핑가치가 더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났는데 이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을 찾겠다는 목 의식 보다는 쇼핑자체의 즐거

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다양한 제품과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심을 끌고 즐거움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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