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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1) the influence of 3 social presence types including shopping companions, other

consumers, and sales associates on the consumer's purchase decision at a retail store; 2) the difference in

the influence by shopping situation involving shopping together or shopping alone; and 3) the differences

by consumer susceptibility to social influence and self-confidence. The study conducted three experiments

with the retail shopping scenario manipulating consumer's positive self-evaluation, but lack of confidence

after trying on a clothing product. Experiment 1 and Experiment 2 examined the positive influence of soc-

ial presence while Experiment 3 examined the negative influe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sitive com-

ment of a shopping companion had the highest influence on the purchase decision. Such impact was more

observable under the low susceptibility to normative influence. The negative comments of sales associate

and shopping companion lowered the purchase decision. There was no difference by shopping situation. The

results imply that influences of social presence on the consumer's purchase decision are different by positive

or negative comments and such influences are not different by shopping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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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장, 겨울코트 등 관여도가 높은 의류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둘러보고 비교한 후 마음에 드

는 제품을 착용해 본다. 브랜드, 스타일, 가격, 디자인 등

제품이 마음에 들어도 착용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매

되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착용 후, 어울리는 듯

하지만 확신이 가지 않거나 잘 맞는 것 같지만 망설여

질 때 소비자는 어떻게 구매 혹은 비구매의 결정을 내릴

까? 이 단계에서 “고객님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예뻐요” 등 판매원의 긍정적 메시지는 소비자에게 확신

을 주고 구매결정을 도울 수 있다. 실제로 판매원은 고

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Sharma

& Levy, 2003; Zhang et al., 2014).

많은 소비자는 쇼핑과 제품 선택에 조언과 도움을 얻

기 위해 함께 쇼핑한다. 친구나 가족은 대표적인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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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로서 불확실성과 위험지각을 감소시키고 구매결

정에 확신을 준다(Kiecker & Hartman, 1994). 특히 경험

이 부족하고 제품이나 브랜드 평가에 자신이 없는 소비

자는 동반자와 쇼핑한다(Mangleburg et al., 2004). 최근

리테일 연구는 매장 내 낯선 쇼핑객 간 영향에도 관심

을 보이고 있다. 매장 내 다른 고객은 중요한 리테일 환

경요소인 동시에(Kim & Kim, 2012) 찬양, 적극적 및

수동적 도움을 제공하여(McGrath & Otnes, 1995) 실제

로 다른 쇼핑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양한 이유로 소비자는 홀로쇼핑도 한다. 최근 1인 가구

가 증가하고, 혼밥, 혼술, 나홀로 여행 등 혼자 하는 소

비문화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홀로쇼핑도 증가할

것이다. 홀로쇼핑 중 구매를 망설이고 있을 때, 매장에

서 쇼핑 중인 다른 고객이 “어울려요, 예뻐요” 등 의견

을 표한다면 이들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은 쇼핑상황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리테일 매장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쇼핑객, 판

매원/종업원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한다.

홀로쇼핑이나 동반쇼핑을 막론하고 개인 소비자는 이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어 매장 내 다른 사회적 존재(판매

원, 쇼핑동반자, 다른 고객)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리테일러의 매장관리,

고객관리, 나아가 매출에 중요하다. 따라서 소비자에 미

치는 판매원의 영향은 오랫동안 연구되었다. 그러나 소

비자의 구매뿐 아니라 리테일러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쇼핑동반자나(Kurt et al., 2011; Luo, 2005; Mangleburg et

al., 2004) 특히 다른 소비자(Söderlund, 2011)에 관한 연

구는 여전히 미흡하다(Borges et al., 2010; Lim & Beatty,

2011; Lindsey-Mullikin & Munger, 2011). 이러한 상황에

서 기존 연구는 사회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판매원,

쇼핑동반자, 다른 고객의 각 유형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

나 현실의 리테일 매장에서 소비자는 쇼핑동반자와 낯선

다른 소비자, 판매원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매장

내 사회적 존재를 3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상대적 영

향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리테일 매장에서 쇼핑 중인 소비자에 미

치는 판매원, 쇼핑동반자, 다른 고객의 영향을 고찰하

며, 특히 구매결정 단계에서 ‘어울린다, 잘 맞다’ 등 이들

의 직접적인 의견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고찰하고, 홀

로쇼핑이나 동반쇼핑의 쇼핑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

지 분석한다. 나아가 이러한 영향이 사회적 영향에 대한

수용도, 의사결정 자신감 등 소비자 성향에 따라 다른지

분석한다. 다양한 사회적 존재의 영향을 동시에 고찰하

고 쇼핑상황에 따른 차이를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는 학

술적으로 사회적 존재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용한 매장관리 전략에 활

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리테일 매장의 물리적 공간에서 구매를 망

설이는 소비자에게 사회적 존재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의

견/평가의 영향에 집중하며, 사전조사를 토대로 3단계의

실험으로 구성된다. 개인 소비자가 리테일 매장에서 마

음에 드는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 상황을 기본으로, 연구

1은 입은 모습이 마음에 들지만 확신이 없을 때 각 사회

적 존재의 긍정적 평가가 구매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 그리고 홀로쇼핑과 동반쇼핑의 쇼핑상황에 따

라 다른지 조사한다. 연구 2는 연구 1을 보완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사회적 영향 수용

도 및 의사결정 자신감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다른지 조

사한다. 연구 3은 개인 소비자의 평가와 상충되는, 사회

적 존재의 부정적 평가의 영향을 다룬다.

II. 이론적 고찰

1. 리테일 매장에서의 사회적 영향

마케팅 환경에서 집단, 판매원, 가족 등의 대인 영향

(interpersonal influence)은 중요한 소비자 행동 분야이다

(McGrath & Otnes, 1995). 리테일 매장환경에서 쇼핑객

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요소(human variables), 즉

사회적 요소(social element)는 다른 소비자와 판매원을

의미한다(Kim & Kim, 2012). 다른 소비자는 대부분 함

께 쇼핑 중인 쇼핑동반자를 의미하지만 최근 매장 내 낯

선 다른 쇼핑객도 관심을 받고 있다(Argo et al., 2005; He

et al., 2012; Kim et al., 2016). 따라서 다른 소비자를 집

단 내(쇼핑동반자) 혹은 집단 외(모르는 다른 소비자)로

구분하기도 한다(He et al., 2012; Zhang et al., 2014).

리테일 쇼핑과정에서 사회적 맥락은 쇼핑객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리테일러가 매장 내 고객 간 상

호작용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 리테일

러가 통제할 수 없기에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반면 리테

일러는 판매원과 고객 간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사회적 영향을 통제하려고 노력해왔다.

리테일 매장에서 사회적 영향은 상호작용적 영향뿐

아니라 비상호작용적 영향(Argo et al., 2005; Zhang et

al., 2014)을 포함한다. 상호작용적 사회적 영향은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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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판매원이나 쇼핑동반자 등 매장 내 다른 사람과 교

류나 대화할 때 발생하는데, 소비자가 매장에서 보내는

시간, 제품과 리테일러에 대한 태도, 제품 선택, 구매가

능성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Zhang et

al., 2014). 쇼핑동반자나 판매원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의

결과는 실제로 구매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ng et al., 2014). 비상호작용적 사회적 영향은 다른

고객을 관찰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 상호작용을 수반하

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행동

모방처럼 긍정적일 수도 있으며, 많은 수의 사람으로 인

해 야기되는 혼잡성처럼 부정적일 수도 있다(Zhang et

al., 2014).

본 연구는 리테일 매장에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미

치는 이들 사회적 존재(판매원, 쇼핑동반자, 낯선 다른 고

객)의 상호작용적 사회적 영향, 즉 직접적인 의견의 영향

을 고찰한다. 쇼핑동반자나 판매원이 구매결정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낯선 다른 고객의 경

우 이들의 영향과 어떻게 다른지, 홀로쇼핑일 때 판매원

이나 다른 고객의 영향이 동반쇼핑에 비해 어떻게 다른

지 등을 조사한다.

2. 리테일 매장에서의 사회적 존재: 쇼핑동반자,

판매원, 다른 고객

1) 쇼핑동반자

쇼핑은 사회적 경험으로서, 함께 하는 쇼핑은 경험 공

유, 의사결정 지원 등으로 쇼핑경험을 고양시킨다. 즉

동반쇼핑은 재미와 같은 사회적 동기와 결정 지원, 정보

제공 같은 도움 동기로 구분된다(Kiecker & Hartman,

1994). 쇼핑동반자는 위험지각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

고 현명한 구매결정에 대한 확신을 증대시키는데, 이러

한 위험감소가 동반쇼핑을 원하는 주된 이유이다(Kie-

cker & Hartman 1994; Mangleburg et al., 2004). 특히 경

험이 부족하고 제품이나 브랜드 평가에 자신 없는 소비

자는 위험지각을 감소시키고 구매에 확신을 줄 만한, 제

품, 브랜드, 매장 등에 대해 지식이 많은 친구나 지인과

쇼핑하는 경향이 있다(Mangleburg et al., 2004). 이는 스

트레스를 감소시켜 쇼핑을 보다 즐겁게 하고 구매결정

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Guido, 2006). 따라서 집단 쇼핑

의 경우 소비자는 혼자 쇼핑할 때보다 더 많은 곳을 방

문하고,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Guido, 2006).

쇼핑동반자는 조언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과 사회적 교류를 조장하여 쇼핑감정을 고양시키고 쾌

락적 쇼핑경험을 창출한다(Guido, 2006). Borges et al.

(2010)의 연구결과, 혼자 쇼핑할 때보다 함께 쇼핑할 때

쇼핑가치와 감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쇼핑

할 때나 가족과 쇼핑할 때보다 친구와 쇼핑할 때 긍정적

정서와 쾌락적 쇼핑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히 친구와 동료는 구매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Mangleburg et al., 2004), 충동구매에 영향을 준

다(Luo, 2005). 쇼핑동반자로서 친구가 쾌락적 동기와 보

다 관련되는 반면 가족은 반대로 낭비를 막는 규범적 가

치를 제공하여 도움의 동기와 보다 관련된다(Borges et

al., 2010). 가족과의 쇼핑은 적합한 제품을 찾는 실용지

향적 목적에 치중되어(Borges et al., 2010), Luo(2005)에

따르면 또래(peer)의 존재는 구매욕구를 증대시키지만

가족의 존재는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차이는 집단(또래나 가족)의 응집성이 크고 참

여자가 사회적 영향에 민감할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와 쇼핑하느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하더라

도 구매확신을 주어 결정을 돕는 쇼핑동반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친구나 가족 등 쇼핑동반자와 상호작용할수

록, 즉 더 많이 대화할수록 구매가 증가하여(Zhang et al.,

2014) 사회적 존재로서 쇼핑동반자는 망설이는 소비자

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판매원

리테일 매장에서 판매원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쉽

게 구별하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고객의 쇼핑과정에 관여한다. 판매원이

고객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며 고객경험을 관리하는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Butcher et al., 2002) 고객

의 쇼핑을 도움으로써 구매에 이르게 하고 판매를 촉진

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 판매기술이 이용되어왔다. 판매

원의 적절한 고객접촉은 구매전환율을 50%나 증가시

킬 수 있지만(Underhill as cited in Zhang et al., 2014) 잘

못된 접점은 고객의 쇼핑을 중단시킬 수 있다(Fowler et

al. as cited in Zhang et al., 2014).

판매원과 고객 간 상호작용은 리테일 환경의 중요한

사회적 요인(Sharma & Levy, 2003)으로서, 이들 간 상호

작용이 증가하면 고객의 제품 접촉도 증가하고 구매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hang et al., 2014). 특히 연

령과 인종 특성에서 고객과 유사한 판매원은 구매가능

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utcher et al.(2002)

은 개인과 서비스 종업원 간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영향이 발생하며, 이는 고객의 재이용 의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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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Kim and Kim(2012)은 리테일 환경에서 인지적, 감정

적, 행동적 반응을 야기하는 인적 환경자극으로 다른 소

비자(다른 소비자의 수, 사회적 관계)와 판매원(판매원

의 수, 신체적 속성, 행동적 속성)으로 구분 후 기존 연구

들을 고찰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판매원은 긍정적으로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매원의

수가 증가하면 고객의 구매의도가 증가하며, 드레스, 신

체적 매력, 인구통계적 특성(연령, 성별, 인종)에서의 유

사성, 비언어적 신호(스마일, 얼굴표정, 제스처, 신체움

직임 등)를 포함하는 판매원의 신체적 특성이 고객의 인

식이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

감, 신뢰성, 친숙성, 서비스, 인내심, 열정, 서비스 품질,

감정이입, 고객관계, 고객지향성 등의 행동적 속성도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판매원의 의견은 소비자의 구

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 전문가로

서 이들의 설득은 비전문적인 쇼핑동반자에 비해 클 수

도 있으며, 한편 매출 달성이 중요한 판매원의 의견을 신

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

향이 낮을 수도 있을 것이다. Yun et al.(2015)의 연구에

서, SPA 매장판매원의 조언은 신뢰할 수 없고 오히려 귀

찮은 반면 친구나 가족의 조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관여 의류제품의 경우 보다 전문

적인 조언과 신뢰성이 동시에 작용하기에 판매원의 영

향은 쇼핑동반자만큼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다른 고객

쇼핑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제공하

고 차례로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사회화 및

연결 도구로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만족은 쇼핑시간 증

대, 소비 증가, 매장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재방문 등에

영향을 미친다(Kang & Park-Poaps, 2011). 쇼핑환경에서

가장 자주 관찰되는 사회적 행동 중 하나는 또래, 가족,

연인과의 관계 형성 및 사회화이며, 친구와 가족과의 사

교를 넘어 소비자는 모르는 다른 쇼핑객이나 판매원과

도 상호작용하고,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기도 한

다. 쇼핑 중 소비자의 다양한 사회적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의 외모와 옷차림 구경, 쇼핑힌트 수집, 제품 정보

획득과 지식 공유,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 등 다양하여

쇼핑 중인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Borges et al., 2010).

리테일 연구에서 다른 소비자는 주로 그 숫자의 영향

에 집중하였으며, 이는 매장의 혼잡성 지각 연구로 나타

났다. 즉 쇼핑객의 수가 혼잡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나

아가 소비자의 감정이나 쇼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Li et al., 2009; Park, 2003). Söderlund(2011)는 리테일

환경에서 낯선 다른 소비자가 소비자의 리테일 평가와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다른 사람의 존재는

즐거움, 긍정적 경험과 태도를 유발하여 사람의 수가 너

무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스트레스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부정적이다. 고

객 간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은 리테일 평가에 영향을

주는데, 다른 소비자의 규범에 맞는 행동과 정중한 행동

은 긍정적 평가와 만족으로 이끌 수 있다. 고객 간 직접

적 상호작용이 없어도 이러한 영향이 관찰되었다.

다른 고객의 존재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고객 간

친밀도, 경험 공유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서비스 환

경, 리테일 환경, 경험의 평가나 만족 등에 대체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ove & Fisk, 1997; Moore

et al., 2005). Gruen et al.(2007)은 고객 간 교류하려는 동

기, 기회, 능력이 상호작용하여 고객 간 교류 수준을 증

대시키고, 나아가 서비스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고객충성

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리테일에서 낯선 다른 소비

자의 영향을 연구한 McGrath and Otnes(1995)는 공공연

한 영향과 은밀한 영향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공공연

한 영향으로 도움 추구자, 수동적 도움자, 적극적 도움자,

찬양자, 경쟁자, 불평자로 세분하고, 은밀한 영향으로 추

종자, 관찰자, 심판자, 피고인, 훼방자로 세분하였다.

그럼에도 연구자들은 리테일 환경에서 다른 소비자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데 공감한다(Bro-

cato et al., 2012; Söderlund, 2011; Yoo et al., 2012). 낯선

다른 고객의 경우 쇼핑동반자나 판매원에 비해 구매결

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리테일

에서 상호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사회적 존재도

소비자의 감정과 자기전시행동에 영향을 주지만(Argo

et al., 2005)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영향 연구는 매우 제

한적이다. 그러나 사회적 존재의 지위가 높거나 친밀한

관계여서 중요할 때 사회적 영향이 더 큰(Zhang et al.,

2014) 것처럼 구매결정에 미치는 낯선 다른 소비자의 영

향은 쇼핑동반자나 판매원보다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쇼핑상황: 홀로쇼핑 대 동반쇼핑

쇼핑동반자 연구는 쇼핑동반자가 있을 때 쇼핑즐거

움, 구매 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특히 가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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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구와 쇼핑할 때 쇼핑몰 애착, 즐거움이 증가하였

다(Chebat et al., 2014). 한편 쇼핑동반자의 부정적 영향

도 보고되고 있다. Hart and Dale(2014)에 따르면, 레스

토랑의 서비스 환경에서 동반자는 소비자가 보내는 시

간, 지출, 만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리테일 환

경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동반쇼핑 경험은 소비지출, 함께 하는 행

동에 대한 태도, 재방문 의도를 오히려 감소시켰다. 동

반쇼핑이 혜택과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그것은 한편 스

트레스와 부담이 되고, 함께 하는 행동이 오히려 쇼핑

과 선택의 자유로움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로 Suh(2012)에 의하면, 홀로쇼핑족은 위신 쾌락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자율 쾌락가치, 편의 및 가격 실

용가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쇼핑할 때 소비자는 다른 낯선 쇼핑객에 더 주

의를 기울이는 반면 친구나 가족과 쇼핑할 때 다른 쇼

핑객은 무시하게 된다(Borges et al., 2010). 즉 낯선 다

른 고객의 영향은 쇼핑동반자가 존재할 때보다 홀로쇼

핑할 때 더 클 것이다.

한편 소비자가 친구나 가족과 동반 시 판매원의 상호

작용 영향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매원

의 영향은 쇼핑동반자, 혼잡성을 야기하는 많은 수의 다

른 고객 등 다른 사회적 영향이 함께 존재할 경우 감소

하는 것으로 보인다(Zhang et al., 2014). 실제로 Zhang

et al.(2014)에 의하면 판매원의 영향은 홀로쇼핑하는 고

객, 유사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가지는 고객, 신제품이나

클리어런스 세일 코너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매장 내

공간에서의 구매나 제품 접촉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반쇼핑의 경우 홀로쇼핑에 비해 판매원의 영향과

다른 고객의 영향은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소비자 성향에 따른 사회적 존재의 영향

사회적 영향은 구매 전, 구매시점, 구매 후 단계에서

개인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서, 규

범적 영향과 정보적 영향으로 이분될 수 있다. 다른 사

람의 긍정적 기대에 동조하여 행동의 규범과 표준을 설

정한다는 규범적 영향은 다시 보상과 처벌 회피를 위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동조하는 실용적 영향과 긍정적으

로 평가되는 그룹과 연결되어 개인의 자아개념을 고양

시키는 가치표현적 영향으로 구분, 연구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Bearden et al., 1989; Mangleburg et al., 2004; Mc-

Grath & Otnes, 1995).

사회적 영향은 규범적 기대에 대한 인식과 이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Luo, 2005). 즉 사

회적 영향에 대한 수용도는 소비자마다 달라서(Bearden

et al., 1989), 영향에 대한 민감성/수용도가 높으면 사회

적 영향을 더 받을 것이다. Mangleburg et al.(2004)은,

10대들의 또래 영향에 대한 민감성/수용도가 쇼핑빈도,

쇼핑즐거움 등 다양한 쇼핑행동과 관련되며 나아가 리

테일 및 소비감성과 관련됨을 연구하였다. 또래로부터

의 정보적 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쇼

핑을 즐기는 반면 규범적 영향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수

록 또래와의 쇼핑을 덜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영향은 소비자 자신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의사결정에서의 자신감(self-confidence)은 자존감, 전문

성, 제품 지식과는 다른 다차원의 개념으로서 복잡한 결

정에 직면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기능이다

(Bearden et al., 2001). 자신감이 낮은 소비자는 환경적

상황에 휘둘려 의사결정을 일관되게 하지 못하는 반면

자신감은 효율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된 개인의

능력으로서 정보를 축적하고 사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오류, 불공정 등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다(Be-

arden et al., 2001). 시장상황에서 이러한 자신감은 선택

에 대한 선행요인으로서(Park et al., 1994), 감정적 스트

레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들의 설득 시도에

저항하는 능력이다(Luce as cited in Bearden et al., 2001).

따라서 의사결정 자신감이 높으면 사회적 존재의 영향

을 덜 받을 것이다.

III. 연구문제와 사전조사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리테일 매장에서 사회적 존재(쇼핑동반

자, 다른 고객, 판매원)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연구문제 2. 구매결정에 미치는 사회적 존재의 영향

은 홀로쇼핑과 동반쇼핑의 쇼핑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연구문제 3. 구매결정에 미치는 사회적 존재의 영향

은 소비자의 의사결정 자신감과 사회적

영향 수용도/민감도 등 소비자 성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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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2. 사전조사

본 연구는 3개의 실험으로 수행되며, 사회적 존재(판

매원, 다른 고객, 쇼핑동반자)와 쇼핑상황(홀로쇼핑, 동

반쇼핑)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고관여 의류제품 구

매상황에 대한 평소 쇼핑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수업 중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평소

옷이나 패션잡화를 쇼핑할 때 혼자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지 질문한 결과, 홀로쇼핑(14명)보다 타인과

함께 쇼핑한다는 응답이 많았다(27명). 누구와 함께 쇼

핑하는지 질문한 결과, 복수 응답으로 친구(21명)가 가

장 많았으며, 엄마, 언니, 동생 등 가족(6명), 애인/이성

친구(3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장(고관여 제품)을 구매할 때는 혼자 쇼핑한다

는 응답(4명)보다 타인과 쇼핑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

다. 이 경우 엄마/부모(24명), 친구/애인(22명), 형제/자매

(4명), 핏(fit)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나 옷을 잘 아는 지

인(3명) 순으로 나타나 평소 친구와 주로 쇼핑하지만 관

여도 높은 정장의 경우 가족과 주로 쇼핑하는 것으로 보

였다. 따라서 쇼핑동반자 유형은 응답자 스스로 평소 상

황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정장 구매 시 쇼핑장소로는 백화점이 가장 많았으며

(31명), 아웃렛몰(7명), 보세점(5명), 온라인과 전문맞춤

집(각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착용 후 망설일 때 구매를

결정하는 이유로는, 쇼핑동반자 의견(5명), 핏(5명), 디

자인과 색상(5명), 가격(2명), 활용도(2명), 기타 무난하

고 질 좋음, 새로운 스타일 등으로 나타나 쇼핑동반자

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구매 이유로는,

가격/경제적 이유(10명), 핏(8명), 어울리지 않음(6명), 친

구 의견(3명), 활용도(3명), 착용하니 느낌이 다름, 흔한

스타일 등 다양하였다. 따라서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자인, 색상, 가격, 핏 등을 ‘마음에 드는 것’으

로 통제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IV. 연구 1

1. 실험설계와 자료수집

연구 1의 목적은 리테일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정장

을 착용 후 입은 모습이 마음에 들지만 확신이 없어 망

설일 때 사회적 존재의 긍정적 멘트(잘 맞다, 어울린다)

가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존재의 유형에 따

라 다른지, 홀로쇼핑이나 동반쇼핑 등 쇼핑상황에 따라

다른지 분석하는 것이다. 2 쇼핑상황(홀로쇼핑, 동반쇼

핑) × 2 사회적 존재(다른 고객, 판매원) + 동반쇼핑 시

쇼핑동반자의 5집단 간 설계가 구성되었다.

사전조사 결과를 참조로 백화점에서 정장을 구매하

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브랜드, 디자인, 색상, 품질, 가격 등을 ‘마음에

드는’ 상황으로 통제 후 착용 후 핏이 중요함을 고려하

여 ‘잘 맞는’ 상황을 조작하였다. 5가지의 시나리오 예

는 다음과 같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정장을 구매해야 해서 백화점에서 혼자

( ____와 함께) 쇼핑 중이다. 여러 매장과 상품을 둘러보는 중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매장에서 디자인, 색상, 품질 등 다 마음에 들고

가격도 괜찮은 정장을 발견하고 착용해보기로 했다. 피팅룸에서

입어본 후 매장 내 큰 거울 앞에서 정장을 착용한 내 모습을 본다.

나한테 잘 맞고 입은 모습이 괜찮은 것 같지만, 구매할 만한지 완

전히 확신이 서지는 않아서 이리저리 거울과 옷을 들여다보고 있

다.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판매원(같은 매장에서 쇼핑 중인, 나

는 모르는 다른 고객; 오늘 같이 쇼핑 중인 ___ )이 “(고객님한테)

너무 잘 맞네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한다. 이 얘기를 듣고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다시 보고 있다.

구매결정은,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장을 구매했을 것

같은지(구매 않았을 것-구매했을 것)와 구매했을 가능성

(0~100%)의 2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두 문항

의 신뢰도는 .924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수업 중 5개 유형의 설문지가 무작위로 배

포되고 그 자리에서 총 143부가 회수되었다. 응답자 중

여성 비율이 높았으며(81.5%), 학년별로 2학년(37.0%),

4학년(29.6%), 1학년(17.6%), 3학년(15.7%) 순이었다. 평

소 의류 쇼핑동반자로 동성친구가 가장 많았으며(44.9%),

가족(엄마, 언니, 동생)(14.3%), 이성친구(5.1%), 기타 선

후배 등으로 나타났다.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

본 후 살까말까 망설인 경험에 대해서는, 비교적 있거나

(54.0%) 매우 많아(40.7%) 보편적으로 대학생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였다. 동반쇼핑 시나리오에

서, 이 경우 누구와 쇼핑할 가능성이 높은지 질문한 결

과, 엄마(50.0%)가 가장 많았으며, 동성친구(35.3%), 이

성친구(8.8%), 가족(언니, 동생)(4.4%), 기타(1.5%)로 나

타나 정장 구매 시 엄마나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친구

를 동반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류학회지 Vol. 42 No. 6, 2018

– 968 –

2. 결과

1) 조작 검증 및 특징

시나리오 조작 검증을 위해 4질문이 구성되었다. 먼

저 정장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136명(95.1%)이 예로 응답하였고, 마음에

드는 정장을 착용 후 입은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124명(86.7%)이 괜찮은 것 같다

고 응답하여 안 괜찮은 것 같다고 응답한 설문지(19부,

13.3%)는 제거되었다. 또한 착용 모습을 보고 사회적 존

재(판매원, 쇼핑동반자, 혹은 다른 고객)가 잘 어울린다

는 멘트를 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138명(96.5%)이 예

로 응답하여 5부(3.5%)는 제거되었다. 마지막으로, 홀로

쇼핑 시 누구와 쇼핑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집단 1과

2의 63부 중 45명(71.4%)이 혼자로 응답하여 응답 오류

를 보인 18부(28.6%)는 제거되었다. 이 중 7부는 2개 응

답에서 오류를 보여 결국 35부가 제거되고 최종 108부

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실험 5집단별 성별(χ
2
=2.569, p=

.632) 및 학년별(χ
2
=10.826, p=.544)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2) 분석 및 결과

구매결정에서 응답자의 성별 및 학년별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F=1.887, F=.264). 5집단별 구매결정을 보

면, 평균 4.80~5.61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였다. 구매

결정에 대한 사회적 존재(판매원, 다른 고객, 쇼핑동반

자)와 쇼핑상황(홀로쇼핑, 동반쇼핑)의 영향을 이원분산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Table 1>, 상호작용효과 및 쇼핑

상황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존재는 p<

.10 수준에서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쳤다(F=2.519, p=

.086). 즉 사회적 존재의 유형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

치지만 쇼핑상황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회적 존재

의 유형이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쇼핑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사후검증에서 사회적 존재 3유

형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2).

즉 마음에 드는 고관여 의류제품(정장)을 착용 후 스

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확신이 없어 망설일 때 사

회적 존재(판매원, 다른 고객, 쇼핑동반자)의 긍정적 평

가가 구매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그

유형에 따라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

매원에 비해 다른 고객이나 쇼핑동반자의 긍정적 평가

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

니며, 이는 쇼핑상황(홀로쇼핑, 동반쇼핑)에 따라 다르

지 않았다.

구매결정에서 사회적 존재의 영향이 p<.10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후속검증에서 유형별로 유의하지 않은 이

러한 결과는 사회적 존재의 영향을 명확하게 검증하지

못하였다. 정장 구매는 대학생의 경우 경험이 없을 수 있

고, 따라서 사회적 존재의 긍정적 평가 한마디가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판매원이든, 쇼핑동반한 친구나

가족이든, 다른 고객이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사회적 존재 자체가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지 검증할 필요를 제기한다. 따라서 사회적 존재와 쇼

핑상황을 통제한 집단을 추가하여 동일한 실험을 다시

수행함으로써 그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 2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설계되었다.

Table 1. Interaction of social presence and shopping situa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S DF MS F

Purchase decision

Social presence (A) 006.103 2 3.051 2.519 (p=.086)

Shopping situation (B) 002.589 1 2.589 2.138 (p=.147)

A×B 002.791 1 2.791 2.305 (p=.132)

Error 123.543 102 1.211

Total 133.542 107

Table 2. Purchase decision by social presence

Social presence N Purchase decision (S.D.) F

Sales associate 40 5.163 (1.123)

1.914 (p=.153)Other consumer 42 5.607 (1.096)

Shopping companion 25 5.580 (1.124)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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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2

1. 실험설계 및 자료수집

연구 2는 연구 1의 설계를 보완하기 위해 1) 기존의 5집

단에 통제집단을 추가하여 총 6집단으로 구성하며, 2) 시

나리오를 보다 명확한 상황(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마

음에 드는 상품, 입은 모습이 마음에 드는 상황 등)으로

수정하여, 3) 대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

인 패널 조사로 진행되었다.

시나리오 조작에 대한 검증 문항(정장 구매를 위해 백

화점에서 쇼핑하는 상황, 홀로 혹은 동반쇼핑 상황, 착용

후 입은 모습이 마음에 드는 상황, 사회적 존재가 어울린

다는 멘트를 하는 상황)의 목적은 상황조작에 대한 검

증이 목적이므로 아니오로 응답할 경우 시나리오를 다

시 읽고 재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 4검증 문

항은 모두 의도한 응답을 얻었다.

구매결정은 연구 1과 동일한 2문항으로 구성하여 .930

의 신뢰도를 보였다. 연구 2에서는 사회적 영향 수용도,

의사결정 자신감 등 문항을 추가하였다. 사회적 영향 수

용도는 Bearden et al.(1989), Luo(2005), Mangleburg et

al.(2004)을 참조하여 규범적 및 정보적 영향 수용도의

5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Bearden et al.(1989)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 측정에서 실용적 영

향과 가치표현적 영향이 측정상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

아 이 둘을 규범적 영향으로 통합하였으며, 이러한 통합

측정은 후속연구(Mangleburg et al., 2004)에서도 사용되

고 있다. 의사결정 자신감은 Bearden et al.(2001)의 소비

자 의사결정 자신감 4차원(정보 획득, 고려군 형성, 개인

적 결과, 사회적 결과) 중 본 연구가 구매시점이란 점을

고려하여 개인적 및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 8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13문항에 대해 요인분석한

결과, 3요인(총변량 60.9%)으로 추출되었다. 의사결정

사회적 자신감(‘다른 사람들은 내가 선택을 잘한다고 한

다’ 포함 5문항, 신뢰도 .842), 규범적 영향(‘제품을 구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을 구입한다’ 포함

3문항, 신뢰도 .717)은 의도한 대로 구분되었으나 정보

적 영향(‘제품에 대해 잘 모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묻는다’ 포함 2문항)과 의사결정 개인적 자신감(‘내가

구매한 것에 대해 자주 못마땅하다’ 포함 3문항)은 하나

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신뢰도 .771).

온라인으로 수집한 총 26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6개 각 집단은 43~46부의 크기였다. 표본은 여성이 50.9%,

연령은 20대(24.0%), 30대(25.5%), 40대(25.1%), 50대

(25.5%)로 골고루 분포되었고, 기혼자가 59.2%이었으며,

사무직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56.6%), 가정주부(10.9%),

전문/연구직(10.1%), 기술/기능직(6.7%), 자영업/자유직

(6.4%), 판매/서비스직(5.6%), 관리직(3.7%) 순으로 나타

났다.

평소 배우자와 의류쇼핑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

으며(33.3%), 혼자(26.6%), 동성친구(16.1%), 이성친구

(9.0%), 형제/자매(6.4%), 부모(4.9%), 기타 등으로 나타

나 대학생들이 주로 동성친구나 엄마와 쇼핑한다는 응

답과는 차이가 있었다.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

본 후 살까말까 망설인 경험에 대해서는, 가끔(59.6%),

많다(25.1%)가 대부분이며, 정장 구매경험은 가끔(62.5%)

이 많았다. 동반쇼핑(집단 3~5)의 경우, 쇼핑동반자로 배

우자(39.8%)가 가장 많았으며, 동성친구(21.8%), 이성

친구(13.5%), 부모(12.8%), 형제/자매(9.8%)로 나타나 가

족이 62.4%로 높은 반면 친구는 35.3%이었다.

2. 분석 및 결과

1) 사회적 존재와 쇼핑상황의 구매결정에 대한 영향

6개 집단별 응답자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

과, 성별(χ
2
=.517, p=.991), 연령(χ

2
=1.287, p=1.000), 결혼

여부(χ
2
=1.399, p=.924)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구매결정에서도 성별(F=.304, p=.582) 및 결혼여부

별(F=1.386, p=.240)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별 차

이는 p<.10 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F=2.321, p=.076),

50대가 30대보다 구매결정이 높았다(평균 5.412 대 4.904).

6집단별 구매결정의 각 평균은 4.60~5.64로서 비교적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상황(홀로쇼핑, 동반쇼핑, 통제)과 사회적 존재(다

른 고객, 판매원, 쇼핑동반자, 통제)의 구매결정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이원분산분석하였다. 쇼핑상황과 사

회적 존재의 상호작용효과 및 쇼핑상황의 주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존재 유형의 주효과는 p<.10 수

준에서 유의하였다(F=2.819, p=.061)(Table 3). 즉 쇼핑상

황은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회적 존재 유

형의 영향은 쇼핑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사회적 존

재의 유형별 차이를 보면, <Table 4>의 사후검증에서 보

이는 것처럼 쇼핑동반자의 영향이 가장 크며, 통제집단

의 경우 가장 낮았다. 그러나 다른 고객과 판매원 간 차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통제집단의 구매결정이 가장

낮아 구매결정에 대해 사회적 존재의 3유형이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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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유형별로 볼 때 중요한 차

이는 쇼핑동반자의 사회적 영향이다. 홀로쇼핑이든 동

반쇼핑이든 구매결정에 미치는 판매원이나 다른 고객

의 영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이다.

2) 사회적 존재의 영향: 소비자 성향에 따른 차이

구매결정에 대한 사회적 존재의 영향은 소비자 성향

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영향 수용도가 높

을 때 영향이 더 클 것이며, 의사결정 자신감이 높을 때

사회적 존재의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소비자의 사회적 영향 관련 성향은 구매결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규범적 영향 수용도(β=.183,

t=3.038, p=.003)와 사회적 자신감(β=.206, t=3.423, p=

.001)은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적 자신감이

높고 규범적 영향 수용도가 높을수록 구매결정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보적 영향 수용도/개인적 자

신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027, t=.438, p=.662).

이에 규범적 영향 수용도와 사회적 자신감을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사회적 존재의 주효

과(F=2.630, p=.074)는 p<.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나아가 구매결정에 대한 사회적 존재의 영향이 규범

적 영향 수용도와 사회적 자신감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기 위해, 각 중앙치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

분 후(중앙치 각 3.667, 3.400) 사회적 존재와의 상호작

용효과를 분석하였다. <Table 5>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

회적 존재, 사회적 자신감, 규범적 영향 수용도의 주효

과는 p<.10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는 사

회적 존재와 규범적 영향 수용도에서만 유의하였다. 사

후검증 결과, 규범적 영향 수용도가 높을 경우 구매결정

이 더 높으나 사회적 존재 유형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규범적 영향 수용도가 낮을 때 사회적

존재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Table 6> 쇼핑동반

자, 판매원, 다른 고객, 통제집단 순으로 높은 영향을 보

이며, 쇼핑동반자의 영향이 다른 고객의 영향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 1과 2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 존재 유형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쇼핑상황(홀로 대 동반쇼핑)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회적 존재의 영향은 쇼핑상황

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존재의 유

형별로는 쇼핑동반자가 다른 고객이나 판매원의 영향

보다 큰 것으로 보이며, 규범적 영향을 낮게 받을 때 쇼

핑동반자와 다른 고객 간 영향의 차이가 관찰된다.

VI. 연구 3

1. 실험설계 및 자료수집

연구 1과 2에서 소비자는 쇼핑상황(홀로쇼핑과 동반

쇼핑)에 따라 구매결정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 반면 사

회적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

Table 3. Interaction of social presence and shopping situa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S DF MS F

Purchase decision

Social presence (A) 0007.885 2 3.943 2.819 (p=.061)

Shopping situation (B) 0000.118 1 0.118 0.084 (p=.772)

A×B 0000.299 1 0.299 0.214 (p=.644)

Error 0365.054 261 1.399

Total 7374.250 267

Table 4. Purchase decision by social presence

Social presence N Purchase decision (S.D.) F

Sales associate 88 5.074
 

(1.151) B

6.068 (p=.001)

Other consumer 87 5.149
 

(1.159) B

Shopping companion 46 5.641 ( .886) C

Control 46 4.598
 

(1.486) A

Total 267 5.114 (1.212) C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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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쇼핑동반자가 다른 고객이나 판매원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 1과 2는 대체로 마

음에 들지만 확신이 없어 망설이는 상황에서 사회적 존

재의 긍정적 멘트(잘 어울린다, 잘 맞는다)가 구매결정

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긍정적 멘트가 구매결

정에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이들의 부정적 멘트는 비구

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도 쇼핑동반자

가 다른 고객이나 판매원보다 더 영향을 미칠까? 연구

3은 사회적 존재의 부정적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1과 2에서 쇼핑상황의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으

므로 설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연구 3은 사회적 존재의

4유형(판매원, 다른 고객, 쇼핑동반자, 통제)을 집단 간

설계로 진행하였다. 시나리오상의 차이는, 1) 구매상품

을 정장에서 겨울코트로 수정하였다. 대학생들의 경우

정장 구매경험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사회적 존재의 부정적 멘트(안 맞네요, 좀 안 어울려요)

가 제공되었다. 다른 모든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 4유형의 설문지를 무작

위로 배포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222부가 회수되었다. 조작 검증 과정에

서, 겨울코트를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상

황에 대해 206부(92.8%)가 예로 응답하였다. 코트 착용

후 입은 모습이 마음에 들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

대해 18부(8.1%)가 아니오로 응답하여 제거하였다. 사회

적 존재가 안 어울린다는 멘트를 하는 상황에 대해, 25부

(11.3%)가 아니오로 응답하여 이 25부도 제거하였다. 일

부 응답지는 2문항 이상에서 검증 오류를 보여 총 37부

가 제거되고 185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응답자의 74.6%는 여학생이었으며, 2학년(37.3%), 3학

년(31.9%), 1학년(18.4%), 4학년(12.4%)의 학년 분포를

보였다. 코트를 구매한 경험은 가끔 있다(58.4%)와 많다

(27.0%)가 대부분이었다. 겨울코트를 구입하는 이러한

Table 5. Interaction of social presence and consumer trait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S DF MS F

Purchase decision

Social presence (A) 0014.290 3 04.763 03.700 (p=.012)

Social self-confidence (B) 0018.584 1 18.584 14.435 (p=.000)

Susceptibility to normative influence (C) 0003.604 1 03.604 02.800 (p=.096)

A×B 0002.723 3 00.908 00.705 (p=.550)

A×C 0014.546 3 04.849 03.766 (p=.011)

B×C 0000.250 1 00.250 00.194 (p=.660)

A×B×C 0000.395 3 00.132 00.102 (p=.959)

Error 0323.141 251 01.287

Total 7374.250 267

Table 6. Social presence by susceptibility to normative influence

Susceptibility Social presence N Purchase decision (S.D.) F

Low

Sales associate 51 5.137
 

(1.030) BC

8.134 (p=.000)

Other consumer 51 4.882
 

(1.023) BC

Shopping companion 32 5.641
 

(0.927) CC

Control 32 4.281
 

(1.565) AC

Total 166 4.991 (1.204) CC

High

Sales associate 37 4.987 (1.310) CC

1.673 (p=.178)

Other consumer 36 5.528 (1.248) CC

Shopping companion 14 5.643 (0.819) CC

Control 14 5.321 (0.992) CC

Total 101 5.317 (1.204) CC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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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상황에서 쇼핑동반자로 동성친구(44.8%)가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혼자(23.0%), 부모(20.2%), 이성친구

(7.7%), 형제/자매(4.4%)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 4집단 간

성별(χ
2
=2.988, p=.394) 및 학년별(χ

2
=3.629, p=.934)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2. 분석 및 결과

1) 사회적 존재와 쇼핑상황의 구매결정에 대한 영향

구매결정 2문항의 신뢰도는 .957이었다. 구매결정에 대

해 성별(F=.003, p=.956) 및 학년별(F=.257, p=.856)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4집단의 구매결정은 4.01~5.00을 보

여 연구 1 및 연구 2의 구매결정 점수에 비해 낮았다. 구

매결정에 있어 사회적 존재(판매원, 다른 고객, 쇼핑동반

자, 통제)와 쇼핑상황(홀로, 가족동반, 친구동반)의 영향

을 분석한 결과, <Table 7>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들의 상

호작용효과 및 쇼핑상황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존재 유형의 영향은 p<.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2.297, p=.079). 이는 연구 1 및 연구 2와 동일한 결과

이다.

사회적 존재의 유형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Table 8>,

판매원, 쇼핑동반자, 다른 고객, 통제집단 순으로 구매결

정이 낮았다. 통제집단의 구매결정이 가장 높아 사회적

존재가 구매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지만

다른 고객의 경우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즉 판매원

과 쇼핑동반자의 부정적 영향이 관찰되었으며, 유형별로

판매원의 부정적 영향이 다른 고객의 그것보다 높았다.

코트를 착용 후 마음에 들지만 확신이 없어 망설일 때

사회적 존재의 부정적 멘트가 구매결정을 낮추는데, 특

히 판매원의 부정적 멘트가 다른 고객의 그것보다 구매

결정을 낮추는데 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상황의 연구 2에서 쇼핑동반자의 긍정적 멘트가 구매결

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멘트의 경우 판매

원의 영향이 더 큰 것이다. 판매원은 보통의 경우 매출

을 위해 의도적으로 혹은 때로 과장되게 긍정적 멘트를

제공할 것이며 소비자는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판

매원의 부정적 멘트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판

매원과 소비자 모두 인지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판매

원이 부정적 메시지(잘 안 어울린다, 안 맞다)를 제공한

다면 이 메시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소비자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적 존재의 영향: 소비자 성향에 따른 차이

연구 2와 동일한 소비자 성향 13문항을 요인분석한 결

과, 적재치 .500 이하의 1개 문항이 제거되어 12문항이 적

재치 .513~.863으로 총변량 64.7%의 4개 요인으로 추출되

었다. 의도한 대로 사회적 자신감(5문항, α=.818), 정보적

영향 수용도(2문항, α=.716), 규범적 영향 수용도(3문항,

α=.524), 개인적 자신감(2문항, α=.669)으로 구분되었다.

4가지 소비자 성향 중 규범적 영향 수용도만 구매결

정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β=−.220, t=−3.045, p=.003)을

미쳤다. 규범적 영향 수용도를 통제 후 사회적 존재와

Table 7. Interaction of social presence and shopping situa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S DF MS F

Purchase decision

Social presence (A) 0014.470 3 4.823 2.297 (p=.079)

Shopping situation (B) 0002.826 2 1.413 0.673 (p=.512)

A×B 0017.502 6 2.917 1.389 (p=.222)

Error 0359.095 171 2.100

Total 4145.250 183

Table 8. Purchase decision by social presence

Social presence N Purchase decision (S.D.) F

Sales associate 44 4.011
 

(1.693) AC

4.484 (p=.005)

Other consumer 47 4.755
 

(1.335) BC

Shopping companion 47 4.245
 

(1.553) AB

Control 47 5.000
 

(1.193) CC

Total 185 4.511 (1.493) CC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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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상황의 공분산분석 결과 역시 사회적 존재 유형은

구매결정에 주효과(F=2.396, p=.070)를 보였다. 사회적

존재와 규범적 영향 수용도의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 구

매결정에 대해 이원분산분석한 결과, 사회적 존재와 규

범적 영향 수용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즉 사회적 존재의 구매결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규범적 영향 수용도에 따라 다르지 않았

다.

VII. 결 론

리테일 매장에서 브랜드, 디자인, 가격 등 마음에 드

는 의류제품을 착용 후, 괜찮은 것 같지만 확신이 들지

않아 살까말까 구매를 망설이는 상황은 소비자가 자주

경험하는 장면이다. 본 연구의 응답자도 이러한 경험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리테일 매장에서

소비자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 사회적 존재가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사회적 존재를 판매

원, 다른 고객, 쇼핑동반자의 3유형으로 구분하고, 구매

결정에 미치는 이들의 상대적 영향과 쇼핑상황(홀로쇼

핑, 동반쇼핑)에 따른 차이, 나아가 사회적 영향 수용도

와 의사결정 자신감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는 소비자 스스로 마음에 들지만 확

신이 없는 긍정적 자기평가상황에서 사회적 존재의 긍

정적 평가(잘 맞는다, 어울린다 등)가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사회적 존재가 구매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지만 홀로쇼핑이든 동반쇼핑이든 쇼핑상황은 구매결

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회적 존재의 영향은 쇼

핑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사회적 존재의 3유형 중

쇼핑동반자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쇼

핑동반자가 구매에 대한 확신을 주어 구매결정을 가장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범적 영향 수용도

가 낮을 때 쇼핑동반자는 다른 고객보다 큰 영향을 미쳤

다. 이러한 결과는 리테일 환경에서 사회적 영향의 중요

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특히 쇼핑동반자의 중요성을 검

증한 기존 연구(Borges et al., 2010; Guido, 2006; Man-

gleburg et al., 2004; Zhang et al., 2014)와 같은 맥락이

다. 쇼핑동반자가 쇼핑경험을 방해할 수도 있고(Hart &

Dale, 2014) 때로 가족이 친구에 비해 구매의도를 감소

시킬 수도 있으나(Luo, 2005)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

에게 제공하는 쇼핑동반자의 조언은 구매에 대한 확신

을 주어 구매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연구 3은 소비자의 긍정적 자기평가상황에서 이와 상

반되는, 사회적 존재의 부정적 평가(안 어울린다, 안 맞

는다 등)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역시 홀로쇼핑이나 동반

쇼핑의 쇼핑상황은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

면 사회적 존재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쇼핑상

황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소비자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함에도 판매원과 쇼핑동반자의 부정적 평가는 구매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판매

원의 부정적 평가는 다른 고객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

쳤다. 그러나 규범적 영향 수용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

지 않았다. 연구 3에서 판매원의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

져 보이는데, 판매원의 긍정적 멘트는 쇼핑동반자에 비

해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낮았으나 부정적 멘트는

쇼핑동반자와 차이가 없었다. 즉 동반쇼핑 시 판매원의

영향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Zhang et al., 2014), 판

매원의 부정적 의견은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와 관

련되어 고객설득에 유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쇼핑동반자, 매장 내 다른 고객,

판매원 등 사회적 존재의 소비자 구매결정에 대한 긍정

적, 부정적 영향은 리테일 매장에서 인적 영향의 중요성

을 강조한 기존 연구결과(Argo et al., 2005; He et al.,

2012; Kim & Kim, 2012; Luo, 2005; Zhang et al., 2014)

와 동일한 맥락이다. 특히 쇼핑동반자의 가장 큰 영향은

친밀한 관계일 때 사회적 영향이 더 크다(Zhang et al.,

2014)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쇼핑동반자와 판매원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비해 매장 내 모르는 다른 고객

Table 9. Social presence effect by the susceptibility to normative influ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S DF MS F

 Purchase decision

Social presence (A) 0036.375 3 12.125 6.010 (p=.001)

Susceptibility to normative influence (B) 0011.818 1 11.818 5.858 (p=.017)

A×B 0011.241 3 03.747 1.857 (p=.139)

Error 0357.081 177 02.017

Total 4174.250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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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매결정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소비자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확신

이 없을 때 다른 고객의 긍정적 멘트는 구매에 대한 확

신을 줄 수 있으나, 소비자 평가와 상반되는 부정적 메

시지를 제공할 경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모

르는 다른 고객의 자발적인 부정적 메시지는 객관적으

로 판단되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한편 쇼핑

동반자처럼 소비자를 개인적으로 잘 알기에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원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부조화와 불

균형을 유발하는, 모르는 다른 고객의 상충되는 부정적

멘트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리테일 환경에서 대인 영향은 중요하며, 사회적 영향

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는 쇼핑동반자, 판매원뿐 아니라

매장 내 다른 고객도 포함된다. 최근 다른 고객의 상호

작용적, 비상호작용적 영향의 중요성이 관심받고 있으

나 이들의 직접적인 영향 연구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본 연구는 매장 내 모든 사회적 존재를 대상

으로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쇼핑동반자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뿐 아니라 판매

원의 부정적 영향도 중요한 반면 다른 고객의 영향은 이

들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매장 내

사회적 존재의 직접적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사회적 영

향의 이론 확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존재의 3유형만 구별하였으나 각 사

회적 존재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를 수 있다. 매우

다양한 특성의 쇼핑동반자, 판매원, 다른 고객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영향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쇼핑을 동

반하는 가족과 친구의 영향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Bor-

ges et al., 2010; Luo, 2005) 판매원의 특성에 따라 영향

도 다를 수 있다. 인구통계적 특성에서 고객과 유사한 판

매원이 구매의도를 더 증가시키는 것처럼(Lee & Dub-

insky, 2003; Zhang et al., 2014) 이들의 인구통계적 특

성에서의 유사성뿐 아니라 전문성, 친숙성 등 다양한 관

계 성향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영향을 고찰한다면 유

용할 것이다. 다른 고객 또한 매우 세련되고 패션센스가

높아 보이는 경우라면 그 영향이 어떨까? 혹은 소비자와

유사하여 동질성이 인식되는 다른 고객이라면 그 영향

은 다를까? 전문성, 유사성/동질성을 고려하여 다른 고

객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사회적 존재의 자발적인 평가가 소비

자의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소

비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때(예를 들어, 나 어때

요? 이거 괜찮아요?) 그 영향은 또 다를 수 있어 사회적

존재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추구에 따른 영향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적 존재의 긍정적 멘트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영

향을 미치는지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소비자

개인의 의견과 상반되는 사회적 존재의 의견은 현실에

서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셜미디어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오프라인 매장 내 사

회적 존재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내 사회적 존재의 영향

이 함께 분석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사회적 영향은

반드시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

어서(Luo, 2005)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소셜미디어와

연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매장 내 사회적 존재보다

소셜미디어에서의 그 존재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쇼핑상황(홀로쇼핑, 동반쇼핑)에 따른 구

매결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존재의 영

향도 이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판매원과 다른 고객이 홀

로쇼핑의 경우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다. 한편 소비자의 의사결정 자신감과 정보적, 규범적 사

회적 영향에 대한 수용도에서 규범적 영향에 대한 수용

도만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성

향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고 다양한 성향 변인들을 포

함하여 사회적 영향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검증되지 못한 정보적 영향 수용도에

대해 보다 면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결과는 리테일 매장에 시사점을 제

공한다. 쇼핑동반자 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이들이 긍정

적 메시지를 제공하거나 부정적 메시지를 제공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구매결정에 긍정,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판매원의

직접적 메시지보다 이들의 긍정적 메시지를 독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매장 내 다른 고객의 긍정적 메

시지를 독려하는 것 또한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판매원은 부정적 멘트라 하더라도 정직한 평가를

통해 고객의 구매결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

으로 판매원의 전문성 신뢰와 연결되어 고객관계 관리

에 중요할 것이다. 결국 판매원은 구매를 결정하는 고객,

이들과 동반한 친구나 가족, 매장 내 모든 고객과 관계

를 유지하여 이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신뢰를 조성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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