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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xperience elements on store identity, shopping satisfaction, and be-

havioral intention in lifestyle shops. The respondents of the study were 300 adult males and females who

visited lifestyle shops.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8.0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

ability analysis, and AMOS 18.0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four experience elements: entertainment, education, escapist, and esthetic. The experience elem-

ents are based on Pine & Gilmore's Experience Economy Theory. The result of path analysis showed that

the entertainment experience and escapist experience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store identity. Store iden-

tity positively influenced shopping satisfaction, but it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behavioral intention.

Shopping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The indirect effect ana-

lysis showed that the entertainment and escapist experiences have positive influences on shopping satisfac-

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mediated by store identity. The store identity had an influence on behavioral

intention mediated by shopping satisfaction. This study provides helpful information to domestic lifestyle

brand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mpetitive store identity strategy by implementing the important store

experience elements of lifestyle shops.

Key words: Lifestyle shops, Experience elements, Store identity, Shopping satisfaction, Behavioral inten-

tion; 라이프스타일 숍, 체험 요소, 스토어 아이덴티티, 쇼핑 만족, 행동의도

I. 서 론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점차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한 가지 상품군만을 취급하는 전문

점의 형태보다는 복합적이며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멀티숍 형태의 유통채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

근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직접적으로 제안해 주며,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라이프스타일 숍’의 급부상이 주목할 만한 트

렌드로 볼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숍’이란 사람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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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형태를 수중에 넣은, 즉 단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뿐

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형태의 매장을 의

미한다(Fashion Specialty Materials Compilation Commi-

ttee, 1997).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숍 시장은 짧은 시간 내

급격하게 팽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현재 홈&리빙, 패

션, 팬시 등을 포함하는 전체 라이프스타일 숍 시장의 규

모는 14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Song, 2015).

이렇듯 라이프스타일 숍 시장 규모의 팽창이 유통업

계의 큰 흐름을 좌우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을 대표하는

리빙 및 가구업계뿐만 아니라 패션업계에도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Kang, 2015). 이러한

트렌드는 의류나 액세서리뿐 아니라 리빙, 키친, 팬시

및 가구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패션을 지향하면서 패션

화되는 현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패션업계 입장에서는

의류를 포함하는 패션제품만으로는 소비자의 높아진 생

활수준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현

상이라고 볼 수 있다(Lee, 2014). 이처럼 삶의 질을 중시

하는 라이프스타일형 소비행태의 변화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 그 이상의 쇼핑 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니즈에 맞게 기업은 매장 내 다양한 쇼핑

경험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케팅 노력을 다각화하고 있

는 중이다. 즉, 라이프스타일 숍은 단순히 상품만을 판

매하는 상업화된 공간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라이

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이나 갤러리와 같은 문화적인 공간으

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라이프스타일 브

랜드의 스토어 전략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을 체험

해보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체험 요소의 구축이 중요한 마케팅 방안으로 떠오

르고 있으며(Koh & Choi, 2009), 소비자들의 능동적인

체험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

기되는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MUJI를 포함하여 인지도 높

은 글로벌 브랜드인 H&M과 ZARA의 홈 브랜드인 ‘H&

M홈’과 ‘ZARA홈’ 및 세계의 가장 큰 가구업체인 ‘IKEA’

의 국내 진출로 전체 라이프스타일 숍 시장의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S. M. Kim, 2015). 이처럼 높은 인지도와 명

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는 해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 비해 국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인지도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으로 라이프스타일 숍 시장에서 경

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 매장과의 차별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N. Kim, 2015).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

가 중요시되는 만큼, 유통채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이 잘 표현되는 차별화

된 ‘스토어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

비자와의 접점인 매장에서 능동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

하기 위해 체험 요소를 구축하는 것은 브랜드의 아이덴

티티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향후 브랜드의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Koh & Choi, 2009). 무

수히 많은 라이프스타일 숍이 등장하고 있는 경쟁상황

에서 목표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체

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은 특정 브랜드만의 고유한

정체성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Hwang et al.,

2014). 또한, 자사 스토어만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갖

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줌으로써 쇼핑에 대

한 만족도를 높여주면서 재방문이나 추천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숍이 상업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거시적인 관

점에서 4개의 체험 요인을 제시하는 Pine II & Gilmore

의 체험 경제 이론(Pine II & Gilmore, 1998)에 근거하여

라이프스타일 숍에서의 체험 요소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자 한다. 또한, 스토어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요소로

외관적인 요소보다는 마케팅 활동에 초점을 맞춰 소비

자 중심의 체험 요소 중 어떠한 요소가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

스토어 아이덴티티의 지각 여부가 소비자들의 쇼핑 만

족 및 재방문과 추천의도를 포함하는 미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들의 새로운 소비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라이

프스타일 숍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기업은 소비자들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려

는 노력이 요구된다(Song, 2015). 특히, 패션업계에서는

카테고리를 다양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라이프스타

일 숍으로의 브랜드 확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으로(Kim et al., 2015b), 라이프스타일 숍이 고유한 아이

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장을 구성하는

시각적인 요소와 패션장르가 갖는 특성만으로는 충족되

기 어려울 것이다. 즉, 소비자에게 타 매장과는 차별화

된 스토어 아이덴티티를 지각시키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감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매장 환경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패션 라이프스타일숍으로의 진화 [The

evolution of fashion lifestyle shop]”, 2015). 이에 본 연구

는 소비자들의 쇼핑 만족과 긍정적인 쇼핑 행동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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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낼 것으로 판단되는 라이프스타일 숍의 아이덴티티

형성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체

험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라이프스타일 숍의 정의 및 현황

의식주와 관련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기 시작하면

서, 소비자들은 좀 더 높아진 생활수준을 충족시키기 위

해 그들의 취미나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향유하기 위

한 쇼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Hwang et

al., 2014). 이와 더불어, 소득수준이 안정적으로 높아졌

으며,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홈 퍼니싱(Home Furnish-

ing)’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S. J. Kim, 2015). 이러

한 소비자의 의식과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 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을 소비공간에서 충족시켜

주는 라이프스타일 숍이 등장하여 인기를 끌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주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있다(“패션 라이

프스타일숍으로의 진화 [The evolution of fashion lifestyle

shop]”, 2015). ‘라이프스타일 숍(Lifestyle Shop)’이란, 일

상생활에서 필요한 토탈 상품인 의류, 액세서리, 가구,

생활용품, 팬시 등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의

미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해 주는

형식의 매장으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브랜

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오고 있는 유통채널로 정의된

다(Choi, 2005). 즉, 라이프스타일 숍은 다양한 상품 구

색을 갖추고 있으며 다채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함으로

써, 소비자에게 한 공간 내에서 높은 수준의 쇼핑 욕구

를 충족할 수 있는 ‘원스탑 쇼핑(One-stop Shopping)’을

가능하게 해준다(Kim et al., 2015b).

이렇듯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주요 유통채널

로 부상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숍 시장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특히, 2014년 하반기에는 인지도

가 높은 국외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급속하게 진행되면

서, 국내의 다수 유통업계에서는 기존의 브랜드 숍을 라

이프스타일 숍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브

랜드를 런칭하는 등의 마케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가구업체인 ‘IKEA’의 국내 진출로 국내 가

구업체를 포함하여 대표적인 국내 유통업체인 이마트, 신

세계인터내셔널, 생활용품업체, 의류업체들도 라이프스

타일 숍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S. M. Kim, 2015).

패션업계를 포함하여 생활용품, 가구 등 광범위한 산업

군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숍 시장

은 5~10년 내외에 2013년 기준 20%에서 30~40%까지

라이프스타일 숍 진출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Choi, 2015).

이처럼 라이프스타일 숍 시장의 규모가 팽창하면서, 기

업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토어 공간을 구성하는

다채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단순히 여러 상품군만

을 모아 판매하는 편집 매장의 형식이 아닌 예술, 패션,

음악, 디자인, 카페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형태의 다

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Jang, 2015). 예를

들어, 패션업계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중 ‘어라운드 더

코너’는 매장 내에 베이커리나 카페 공간을 입점시켜 쇼

핑을 하러 오는 고객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Jang,

2015), 가구업계 브랜드인 ‘리바트’에서는 가구 이외의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가구 주변 상품 구성에 집중

하고 있다(Chung, 2014). 이렇듯 산업군의 특성을 반영

하거나 혹은 전혀 색다른 형식의 산업군을 결합시키는

방식의 실험적인 스토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라이프스타일 숍은 다양한 상품군

을 각 매장마다 나름의 컨셉에 맞게 접할 수 있는 공간

이라고 볼 수 있으며, 브랜드가 지향하는 컨셉과 마케팅

활동에 따라 스토어의 정체성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

다. 즉, 매장별로 상품군에 따라 차별성을 갖기 보다는

브랜드나 스토어가 제공하는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소

비자 반응과 행동에 상이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

이다. 패션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기존의 스

토어를 라이프스타일 숍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각의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를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차별

화된 스토어 아이덴티티를 제공하는 것은 향후 브랜드

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라이프스타일 숍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와 제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엔터테인먼트 기능의 흥미

로운 쇼핑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상품을 판매

하는 매장 이상의 문화적인 공간으로 정의되고 있다(Kim

et al., 2015b).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능동적인 쇼

핑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 숍에서 명확

한 스토어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체험 요

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라이프스타일 숍에 관한 연구는 라이프스타

일 숍의 VM이나 매장 내 ·외부의 디자인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Hwang et al., 2014; Koh & Choi, 2009) 위주

로, 매장 내 마케팅 활동과 소비자 행동 간의 영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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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여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축하는 것

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다룬 연구는 부족할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숍을 방문해 본 경험

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체험 요소가 스토어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데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고, 소

비자의 체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체험 마케

팅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체험 요소

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익보다는, 쇼핑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에 더 크게 반

응함에 따라(Koh & Choi, 2009), 기업은 소비자들이 쇼

핑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성적이고 능동적인 고객

의 체험을 중점을 둔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

다(Kim & Moon, 2011). 이 때 체험은 자동적으로 유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도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

에(Kotler, 2003) 기업은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

자들의 능동적인 체험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K. B. Lee & Lim, 2011). 즉, 기업에게는 온

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비자와의 접점인 공간을 통해

소비자의 체험을 유도하는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을 구축

하는 마케팅 활동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매장

내에서의 체험 마케팅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연상

과 기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

된 인식을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Kim & Kim, 2011),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역

할을 한다(Lee & Hwang, 2010). 따라서, 체험 마케팅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유통채널인 라이프스타일 숍이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할 것이다(Koh & Choi, 2009).

체험 마케팅이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양

한 유통채널에서의 체험 요소를 다루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체험 요소를 다룬 다양한 이론 중 Pine II

and Gilmore(1998)의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

omy’는 다양한 산업군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

는 이론으로, 쇼핑 공간뿐만 아니라 전시 공간이나 관광

산업 등 포괄적으로 문화적 공간의 체험 성과를 제고하

는데 적용되고 있다(Jang & Seo, 2014; Jeoung & Lee,

2011). Pine II and Gilmore(1998)는 체험 자체를 차세대

상품으로 정의하였으며, 체험은 제품이나 서비스와는 다

른 개별적인 개념으로 어느 누구도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즉, Pine II & Gilmore의 체험 경제

이론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이론이며 ‘체험’의 가

치를 더하는 것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Lee & Lee, 2013).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숍이 단순히 쇼핑 공간이 아닌 포

괄적인 쇼핑 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예술 공

간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반영하여(Kim et al., 2015b),

Pine II & Gilmore의 체험 경제 이론에 근거한 각각의

체험 요소가 스토어의 아이덴티티 형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Pine II & Gilmore의 체험 경제 이론은 체험의 하위차

원을 흡수(Absorption)와 몰입(Immersion) 정도 및 소비

자의 소극적 참여(Passive participation)과 적극적 참여

(Active participation) 정도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체험, 교

육적 체험, 현실도피 체험, 미적 체험의 4가지(4Es) 요소

로 분류하고 있다(Pine II & Gilmore, 1998). 첫째, 엔터

테인먼트(Entertainment) 체험은 즐거움과 흥미로움을 유

발시키는 것 자체를 의미하며, 감각을 통해 소비자가 소

극적으로 체험을 흡수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Park et al.,

2007). 둘째, 교육적(Education) 체험은 엔터테인먼트 체

험에 비해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요소로, 쇼

핑을 하는 소비자는 매장 내의 디스플레이 혹은 판매원

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Park et al., 2007). 특히, 라이프스타일 숍은 소비자

들에게 라이프스타일 방식과 인테리어 및 각종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안해주는 매장을 의미하므로 교육적 체

험은 스토어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것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실도피(Escapist) 체

험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체

험에 대한 몰입도가 강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현실도

피 체험을 경험하는 소비자는 매장 내 쇼핑 과정에서 현

실과는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며,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다수의

라이프스타일 숍이 자사만의 고유한 컨셉을 통해 매장

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스토어를 인지하

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사료된다. 넷째,

미적(Esthetic) 체험은 소비자의 참여 정도가 다소 수동

적이면서 몰입할 수 있는 매장 환경에 대한 체험을 의미

한다. 쇼핑 공간의 인테리어, 조명, 음악이나 상품 디스

플레이 등이 체험 제공 수단으로, 체험 공간에 대한 차별

화되고 독특한 느낌을 제공한다(Kim & Moon, 2011).

앞서 살펴본 4가지 체험 요소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

활동은 브랜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해주며(Lee

& Lee, 2013),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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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브랜드와 구별되는 독특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긍

정적인 역할을 한다(Choi & Choi, 2015). 또한, 의류브

랜드의 체험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의 인지도와 이미지

를 포함하는 브랜드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14; Shin & Kim, 2010)를 근거

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숍에서의 체험 요

소가 각 브랜드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공

하기 위해 필요한 스토어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Jang and Seo(2014)의 연구에서는 쇼핑 체험 요

소와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를 증명하였으며, J. A. Lee

et al.(2015)는 체험이 재방문과 추천의도를 포함하는 행

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체험 요소가 스토어 아

이덴티티를 매개로 소비자의 쇼핑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Pine II and Gilmore(as cited in Chang, 2010)의 체험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매장 내 체험 마케팅을

실행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Pine II and Gilmore(1998)가 주장

하는 체험 요소가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

다(Choi & Choi, 2015). 따라서 유통업계의 주요 트렌

드로 주목받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숍 시장에서의 성공

적인 체험 마케팅을 위해서는 본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

로 사료된다. 특히, 패션브랜드가 라이프스타일 숍 시장

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체 라이프스타일 숍 시

장에 대한 이해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체험 요소 구

축을 통해 차별화된 스토어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

기에, 본 연구는 체험 경제 이론을 적용한 소비자 조사

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숍의 세부적인 체험 마케팅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스토어 아이덴티티

기업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은 브랜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Ha

et al., 2015; Kim & Kang, 2012). 따라서 경쟁브랜드와

는 다른,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브랜드

만의 고유한 정체성인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BI)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브랜드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로 정

의된다(Aaker, 1996). 브랜드가 주는 고유의 연상, 개성,

이미지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

며(Son, 2003), 브랜드가 제시하고자 하는 아이덴티티와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해 주관적으로 갖는 이미지가 가

까울수록 기업은 더 효율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Kang, 2012). 따라서,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브랜

드의 이미지를 경쟁브랜드보다 더 강하게 연상시켜주는

것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경쟁력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타 브랜드와는 구별될 수 있

는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단

히 필요할 것이다(Y. J. Lee et al., 2015).

오프라인 공간에서 현대의 소비자는 단순히 그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보다는 그 브랜드가 제공하는 감

성을 통해 공간을 인지한다(Y. J. Lee et al., 2015). 또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적극적인 참여와 브랜드 경험

을 통해 브랜드를 인식하며 아이덴티티를 지각하게 된

다(Lee, 2015). 즉, 매장은 고객과의 접점으로 기업과 소

비자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전달하는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으며(Kim

& Kang, 2012),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 위한 도

구가 될 수 있다(Y. J. Lee et al., 2015). 따라서, 소비자와

의 교감을 목적으로 하는 매장 내 체험 요소는 소비자에

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독특한

스토어 이미지를 갖게 해준다는 측면에서(Park et al.,

2007), 체험 마케팅은 스토어가 갖는 고유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강조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

로(Kim & Moon, 2011) 매장 내 체험 요소와 스토어 아

이덴티티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세부적인 체험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매장 내

체험을 통해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 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im and Lee(2011)의 연구결과

를 근거로 각 브랜드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아이덴티티가 고객 만족과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

내 라이프스타일 숍 시장 내에서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

스토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브랜드 경험은 소비자들에

게 독특한 매장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브랜드에

대한 차별화된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타 스토어와는 차별화된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은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점에서(Y. J. Lee et al., 2015), 매장을 방문

하는 고객이 차별화되고 독특한 스토어의 아이덴티티를

지각한다면 쇼핑 과정에 더 만족감을 느끼고 향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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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추천의도에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판

단된다.

최근 유통채널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고객과의 접점

인 스토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스토어 아이덴티티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게

다가 기존의 연구는 스토어의 외관 및 공간의 디자인적

요소들과 스토어 아이덴티티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Kim & Kang, 2012; Kim & Moon, 2011; Y. J.

Lee et al., 2015), 마케팅적 측면에서 소비자 조사를 진

행한 논문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통업계의 트렌드로 주

목받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숍의 매장 디스플레이나 외

관적인 요소가 아닌 매장 내 소비자의 감성적인 쇼핑 경

험을 제공하는 체험 요소가 스토어 아이덴티티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스토어의 아이덴티티

가 소비자의 쇼핑 만족과 행동의도에는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향후 차별화

된 브랜드와 스토어 마케팅 전략 방향을 결정하는데 의

미를 갖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장 내 체험 요소와 스토어 아이덴티티 및

스토어 아이덴티티와 소비자 행동 간의 영향 관계를 알

아보고, 체험 요소 중 어떠한 요소가 스토어 아이덴티

티를 매개로 하여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4. 쇼핑 만족

‘만족’은 경쟁이 심화된 시장 내에서 성공을 위해 필요

한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어(Hwang & Hong, 2011), 다수

의 연구에서 소비자 행동의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는 변

수로 활용하고 있다(Oliver, 1980). 즉, ‘만족’의 정의는

소비자의 기대와 실제 경험에서 오는 감정의 차이를 평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Oliver, 1980), 기대한 것보

다 실제로 더 높은 성과를 얻는다면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Jang & Seo, 2014). 이러한 만족의 개

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쇼핑 만족’은 라이프스타

일 숍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매장 내에서의 쇼

핑 경험을 통해 얻는 기대와 성과의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대다수의 마케팅 연구에서 만족도는 향후 소비자 행

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이자, 다양한 변수가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종속변수로도 활

용되고 있어(Bai et al., 2008; Kim, 2013), 소비자 연구에

서 다뤄지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라이프

스타일 숍 시장의 경쟁심화로 인해 타 매장과는 차별화

된 명확한 정체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스토어의 아이

덴티티가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쇼핑 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비자가 특정 소매업체에서 제품과 서

비스에 대한 소비과정을 통해 얻는 쇼핑 만족도가 재방

문의도와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Kuo et al., 2009; Park et

al., 2007; Reynolds & Beatty, 1999; Yang & Choi, 2014;

Yi & Kim, 1998), 라이프스타일 숍에서 소비자의 쇼핑

만족이 매장에 대한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향후 소비자 중심의 마케

팅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숍의 스토

어 아이덴티티가 쇼핑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보고, 이러한 쇼핑 만족이 향후 행동의도에 긍정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 숍의 아이덴티티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5. 행동의도

행동의도란 소비자가 향후 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개

개인의 의지로 정의되며(Lee, 2008), ‘행동의도’라는 변

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장소를 경험한 후 재

구매, 재이용, 재방문할 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Lee, 2007). 재방문의도는 매장을 방문

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반복하여 같은 매장을 방문할

가능성을 의미하며(Son et al., 2011), 소비자의 만족과

관련성이 있는 변수이자 기업의 이윤 창출 및 고객 유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Lee, 2013). 또한, 소비자의 미래 행동의도 중 추천의도

는 쇼핑에 대한 만족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에만 일어

날 수 있는 호의적인 구전효과로, 쇼핑 만족과는 관련성

이 높으며 향후 잠재소비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이다.

매장 환경이 제공하는 즐거움이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Lee et al., 2008),

매장이 갖는 차별성과 독특성은 소비자의 미래 행동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쇼핑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도에 따라 행동의도는 다르게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Arnold et al., 2005; Mitchell et al.,

1999) 만족과 행동의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해 볼 필요성

이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숍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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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미래 행동의도인 매장 재방문

의도와 추천의도를 변수로 선정하여 체험 요소와 스토

어 아이덴티티, 쇼핑 만족을 포함하는 본 연구의 변수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룬 변수들 간의 영

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 <Fig. 1>을 설정하

였다. 이 연구모형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숍에서 Pine II

& Gilmore의 체험 경제 이론을 토대로 한 4개의 각 체험

요소가 스토어 아이덴티티에 미치는 영향과 스토어 아

이덴티티가 쇼핑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쇼핑

만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며, 변

수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가설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H1. 라이프스타일 숍에서의 체험 요소는 스토어 아이

덴티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a. 엔터테인먼트 체험은 스토어 아이덴티티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교육적 체험은 스토어 아이덴티티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c. 현실도피 체험은 스토어 아이덴티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d. 미적 체험은 스토어 아이덴티티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 스토어 아이덴티티는 쇼핑 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3. 스토어 아이덴티티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쇼핑 만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

인남녀 중 최근 6개월 이내에 라이프스타일 숍을 방문

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5년 8월 20일부

터 8월 23일까지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선정은 리서치 업체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패널 중 연령 조건에 맞는 패널에게 무작위로 메일

을 발송하였으며, 이 중 온라인 조사에 접속하는 패널에

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대상 조건에 맞는 응답

자를 선별하는 과정을 선행한 후, 선별된 대상자만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모두 마친 응답자 중 한

문항으로 표기하거나 응답 시간이 짧은 패널의 설문을

불성실 응답으로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총 300부의 설

문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문항 중 체험 요소는 Pine II and Gilmore(1998)

의 체험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한 선행연구

(Jang & Seo, 2014; Jeoung & Lee, 2011; Kim et al., 2015a;

Lee & Kwon, 2012; Park et al., 2007)를 참고하여 총 18개

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스토어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다룬 선행연구인 Ha and Hwang(2014)의

연구와 브랜드 자산을 다룬 Choi and Choi(2015),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 변수의 개념적 정의 및 설문문

항을 참고하여 스토어 아이덴티티의 개념에 맞도록 총

5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쇼핑

만족은 Kim et al.(2015a), Jang and Seo(2014)의 연구에

서 활용된 설문문항과 행동의도는 Jeoung and Lee(2011),

Kim et al.(2015a), Yang and Choi(2014)의 연구를 참고하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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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각 4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앞

서 언급된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

하였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라이

프스타일 숍 이용행태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여 명목척

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18.0을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확

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3. 표본 특성

최종 자료분석에 활용된 총 300명 응답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52.0%, 여성이 48.0%

이며, 나이는 20대가 16.3%, 30대가 38.3%, 40대가 29.0%,

50대 이상이 16.3%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거주 지역은 서

울이 58.3%, 수도권이 41.7%로 나타났다. 직업은 회사직

원이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전업주부가

10.0%, 학생이 7.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

업이 74.0%, 대학원 재학 이상 10.3%, 고등학교 졸업이

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정 총수입은 400

~500만 원 미만이 20.3%로 가장 높았으며, 500~600만 원

미만이 19.0%, 300~400만 원 미만이 17.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라이프스타일 숍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방

문빈도는 2~3개월에 1회가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이어 1개월에 1~2회는 23.3%로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자가 적어도 2~3개월에 1회 이상은 라이프스타일

숍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 숍

에서 1회 방문 시 쇼핑 시간은 30분~1시간 미만인 경우

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시간~1시간 30분

미만이 21.3%, 30분 미만이 17.0%로 나타났다. 라이프스

타일 숍을 방문하는 주 목적으로는 필요한 제품을 구매

하기 위함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어 쇼핑을 즐기기 위함은 31.0%, 다양한 제품 정보를 얻

기 위함이 2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6개월 이

내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라이프스타일 숍으로는 IKEA

가 20.7%, H&M홈이 15.7%, 모던하우스가 10.3%, MUJI

가 10.0%, ZARA홈이 8.7%, 자주가 8.0%, 에이랜드가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79.7%가 라

이프스타일 숍 방문 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구매한 제품의 종류로는 가구 및 인테리어 제품이

23.3%, 생활용품이 19.7%, 패션잡화가 17.0%, 의류가

13.0%의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해외 라이

프스타일 브랜드 숍 방문율이 국내 라이프스타일 브랜

드 숍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라이

프스타일 숍 시장에서 패션브랜드의 비중이 아직은 미

미한 수준이나 의류나 패션잡화의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패션브랜드가 라이프스타일 숍으로의 진출 및

브랜드 확장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im

et al., 2015b).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주요 변인들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가설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변

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판별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을 선행하였다. 그 결과, 체험 요소는 Pine II & Gilmore

의 체험 경제 이론에 부합하는 엔터테인먼트 체험, 교육

적 체험, 현실도피 체험, 미적 체험의 4개 요인으로 도출

되었으며 스토어 아이덴티티, 쇼핑 만족 및 행동의도는

각각 1개의 요인으로 결정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

뢰도 분석 과정을 통해 내적 일관성을 저해한다고 판단

되는 일부 문항을 제거한 후, AMOS 18.0을 통해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
2
=232.737, df=131,

Normed χ
2
=1.777, RMR=.026, GFI=.923, NFI=.904, IFI

=.956, TLI=.941, CFI=.955, RMSEA=.051로 제시됨에 따

라, 대체로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잠재요인의 측정변수에서 표준화 계수는 .600 이상

으로 측정문항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AVE(평균

분산추출값)과 CR(잠재요인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7개

의 모든 요인에서 AVE는 .500 이상, CR은 .700 이상으로

도출됨에 따라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이 입증되었다(H. S.

Lee & Lim, 2011; Yu, 2012). 신뢰성 측정을 위한 Cron-

bach's α 계수도 모두 .700 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7개의 잠재요인이 서로 다른 잠재

요인과의 판별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제곱값과 각 잠재변수의 AVE값을 비교한 결

과,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7개의 각 요인별 AVE값보다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잠재요인의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H. S. Lee & Lim, 2011; Yu, 2012), 비교

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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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분석 및 가설 검증

앞서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적

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됨에 따라, 연구모형

에 제시된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는

χ
2
=279.090, df=139, Normed χ

2
=2.008, RMR=.033, GFI

=.910, NFI=.885, IFI=.939, TLI=.924, CFI=.938, RMSEA

=.058로 제시되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잠재요인 간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경

Table 1.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value Cronbach's α AVE CR

Entertainment

I think there are many interesting items in this life-

style shop.
.748 11.090***

.758 .650 .848I enjoyed shopping at this lifestyle shop. .697 -

I had a pleasant shopping experience in this lifestyle

shop.
.690 10.379***

Education

I got useful information from this lifestyle shop that

led to improving my lifestyle.
.767 -

.713 .691 .817
I was offered a description and user manual for every

product in this lifestyle shop.
.724 09.611***

Escapist

I felt like I have been immersed in this space while

shopping.
.762 10.215***

.759 .600 .818
I lost track of time when shopping at this lifestyle

shop.
.720 09.915***

I seemed like I was in a different world when I sho-

pped at this lifestyle shop.
.679 -

Esthetic

I think that the overall color tone of this lifestyle

shop made me feel comfortable when shopping.
.812 12.112***

.772 .668 .857
I think that interior lighting in this lifestyle shop

made a nice place for shopping.
.750 -

I think that the display style of products at this life-

style shop attracted my attention.
.647 10.171***

Store

Identity

I think that this lifestyle shop provided a differen-

tiated shopping experience to me. 
.775 -

.763 .610 .824
I think that this lifestyle shop is more noticeable

than others.
.688 10.946***

I think that this lifestyle shop had the most creative

store concept.
.675 10.744***

Shopping

Satisfaction

I had a better time shopping at this lifestyle shop

than expected.
.812 -

.724 .716 .834

I was satisfied when shopping at this lifestyle shop. .701 11.489***

Behavioral

Intention

I am willing to say good things about this lifestyle

shop to the people around me.
.805 12.648***

.759 .638 .840I am willing to recommend this lifestyle shop to the

people around me.
.754 -

I am willing to revisit this lifestyle shop later. .620 09.968***

Model fit indices

χ
2
=232.73, df=131, Normed χ

2
=1.777, RMR=.026, GFI=.923, NFI=.904, IFI=.956, TLI=.941, CFI=.955, RMSEA=.05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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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수를 정리한 경로모형은 <Fig. 2>와 같다.

먼저, 경로분석 결과 중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 요소

가 스토어 아이덴티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

한 H1을 검증하기 위해 4개의 체험 요소와 스토어 아이

덴티티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t-value를 살펴본 결과,

H1은 부분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4요인의 체험 요소 중 엔터테인먼트 체험은 스토어

아이덴티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

라(β=.676, t=6.405), H1-a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라이프스타일 숍에서의 재미있고 즐거운 쇼핑 체험은

특정 스토어만의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다른

매장보다 눈에 띌 수 있는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

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엔

터테인먼트 체험은 다른 3개의 체험 요소 대비 높은 수

Table 2.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constructs

Construct Entertainment Education Escapist Esthetic
Store

Identity

Shopping

Satisfaction

Behavioral

Intention

Entertainment .650
a

　 　 　 　 　 　

Education .346
b

.691 　 　 　 　 　

Escapist .371 .242 .600 　 　 　 　

Esthetic .349 .370 .310 .668 　 　 　

Store

Identity
.634 .251 .432 .331 .610 　 　

Shopping

Satisfaction
.646 .230 .339 .277 .501 .716 　

Behavioral

Intention
.468 .287 .281 .446 .376 .643 .638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each construct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between the two constructs

Fig. 2.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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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스토어 아이덴티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 마케팅 전략 구축 시 반

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교육적 체험은 스토어

아이덴티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β=–.015, t=–.186), H1-b는 기각되었다. 즉, 나의 라이

프스타일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안 및 상품 설명과 가이

드를 제공하는 것은 매장의 차별성과 독특성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이프스

타일 숍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형태의 매장으로 교육적 체험을 기

반으로 하는 스토어임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소비자 입장에서 ‘쇼핑’이라

는 행동 자제가 교육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제품을 구매

하거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다는 Jang and Seo(2014)

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현실도피 체험

은 스토어 아이덴티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β=.229, t=2.914), H1-c은 지지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특정 라이프스타일 숍에 빠져

들어 쇼핑에 몰입하는 현실도피 체험을 경험한다면, 그

스토어만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가 있음을 인지하게 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미적 체험은 스토어

아이덴티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β=.132, t=1.637), H1-d는 기각되었다. 미적 체험의 경우,

쇼핑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매장의 디자인적 요소와 관

련된 항목들로 라이프스타일 숍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매장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속성이다. 또한, 소

비자의 능동적인 체험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수동적인 체

험 요소라는 점에서 스토어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스토어 아이덴티티는 쇼핑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812, t=10.835), H2가

지지되었다. 스토어는 기업의 입장에서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주는 장소이며, 소비자 입장에서

는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장소가 된다(Kim & Kang,

2012). 따라서, 소비자가 스토어에서 다른 매장과는 다른

차별화되고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인식하는 것이 쇼핑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기업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사

료된다.

H3을 검증하기 위해 스토어 아이덴티티와 행동의도

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며(β

=.240, t=1.712),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

자의 인식 속에서 스토어가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 쇼

핑 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재방문이나 주

변 지인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미래 행동의도까지는 이

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쇼핑 만족과 행동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쇼핑 만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β=.610, t=3.939), H4는 지지되었다.

소비자가 라이프스타일 숍에서 쇼핑 만족을 느낀다면,

향후 재방문을 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추천할 의도를 갖

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체험의 만족도가 재방

문 및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Park et al.(2007)의

연구와 패션 쇼핑 만족이 미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Yang and Choi(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

로, 기업이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쇼핑 만족을 제공하는

것은 향후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잠재고객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경로모형 <Fig. 2>를 살펴보면, 4개의 체험

요소가 스토어 아이덴티티를 매개로 쇼핑 만족과 행동

Table 3. Path analysis between variables

H
Path between Variables Path

Coefficient
S.E. t-value Result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H1-a Entertainment → Store Identity .676 .119 6.405*** Accepted

H1-b Education → Store Identity −.015 .085 −.186 Rejected

H1-c Escapist → Store Identity .229 .081 2.914** Accepted

H1-d Esthetic → Store Identity .132 .088 1.637 Rejected

H2 Store Identity → Shopping Satisfaction .812 .072 10.835*** Accepted

H3 Store Identity → Behavioral Intention .240 .137 1.712 Rejected

H4 Shopping Satisfaction → Behavioral Intention .610 .156 3.939*** Accepted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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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스토어 아이

덴티티는 쇼핑 만족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경로모형에서의 경로 간 직

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4개의 체험 요소 중 엔터테인먼트 체험과 현실도피 체

험이 스토어 아이덴티티를 매개로 하여 쇼핑 만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Ha

(2009)와 Jang and Seo(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

으로, 소비자가 라이프스타일 숍에서 쇼핑을 하면서 경

험하는 즐거움과 더불어 현실에서 벗어나 쇼핑에 몰입

할 수 있을 때 소비자의 쇼핑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들은 라이프스타일 숍에서 이성

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쇼핑 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Kim et al., 2015b).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체

험과 현실도피 체험은 스토어 아이덴티티와 쇼핑 만족

을 매개로 하여 행동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2가

지의 체험 요소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체험 마케팅 전

략 구축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스토어 아이덴티티는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쇼핑 만족을 매개로 하

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별화

되고 독창적인 아이덴티티가 있는 스토어에서 소비자가

쇼핑 과정에 만족을 느낀다면 충분히 재방문할 의향이

있고 지인들에게 쇼핑에 대한 우호적인 경험을 전달 및

추천할 의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

토어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소비자들에게 쇼

핑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성장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패션, 가구 등 다

양한 산업군에 걸쳐 유통업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숍에서의 체험 요소, 스토어 아이덴티티,

쇼핑 만족 및 행동의도의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

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라이

프스타일 숍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방문 경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

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제시된 변수 간 영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라이프스타일 숍의 스토어 아이덴티티 구

축과 소비자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

과적인 체험 마케팅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 및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적 시사점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ine II & Gilmore의 체험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한 4개의 체험 요소 중 엔터테인먼트 체험과 현실

도피 체험은 스토어 아이덴티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적 체험과 미적 체험은 스토

어 아이덴티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에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장 내 쇼핑의 즐거움과 흥미로움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체험은 스토어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체험 요소라는 점에서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자면, 소비자의 흥미를

Table 4. Direct and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research variables

Path between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Entertainment

→
Shopping

Satisfaction

- −.548** −.548***

Education - −.012** −.012***

Escapist - −.186** −.186***

Esthetic - −.107** −.107***

Store Identity .812*** - −.812***

Entertainment

→
Behavioral

Intention

- −.496** −.496***

Education - −.011** −.011***

Escapist - −.168** −.168***

Esthetic - −.097** −.097***

Store Identity .240*** −.495** −.735***

Shopping Satisfaction .610*** - −.6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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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타 매장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소비자가 판매하

는 상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하거

나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 외에 카페나 갤러리 등의 색다

른 공간 연출을 통해 소비자의 흥미로움과 즐거움을 이

끌어 내는 스토어 전략이 요구된다. 라이프스타일 숍을

운영하고자 하는 패션브랜드는 다른 산업군 대비 좀 더

패셔너블한 상품 구색을 갖추거나 체험 공간 구성에 있

어서 패션성을 가미한 VM 전략을 활용한다면, 소비자의

감성적인 측면에서 더 어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

실도피 체험도 스토어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인 역할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쇼핑에 몰입하여 현실에

서 벗어난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브랜드에서

지향하는 컨셉을 명확하게 선정하고, 선정한 브랜드 컨

셉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매장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출

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브랜

드와 스토어의 컨셉 및 진열 상품이 조화를 이루어 소비

자의 쇼핑 몰입도를 높여주는 것은 라이프스타일 숍이

다른 매장 대비 차별화되고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제공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라이프스타

일 숍의 체험 마케팅 전략으로 엔터테인먼트 체험과 현

실도피 체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사만의 스토어 아

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은 라이프스타일 숍 시장에서 경

쟁우위를 갖으면서 브랜드와 스토어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라이프스타일 숍의 스토어 아이덴티티가 쇼핑 만

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토어 아이덴티티가 행동의도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쇼핑 만족을 매개로 하여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숍 시

장에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은 소비자 만족뿐만

아니라 향후 재방문이나 추천의도를 갖는데 긍정적인 역

할을 한다는 점에서 스토어 아이덴티티는 라이프스타일

숍의 생존을 위해 확고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셋째, 4개의 체험 요소 중 엔터테인먼트 체험과 현실

도피 체험은 스토어 아이덴티티를 매개로 쇼핑 만족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매장 내 체험 요

소는 스토어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

을 함과 동시에,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쇼핑 만족

및 재방문과 추천의도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라이프스타일 숍에서의 체

험 마케팅은 향후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

한 스토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더불어 국내 ·외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숍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경쟁이 심화

되고 있는 시장 내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소

비자에게 어필될 수 있는 적절한 마케팅 전략 구축이 반

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내 브랜드의 경우, 이미 해외에서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갖추고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

는 해외 브랜드 대비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다소 약한 수

준이다. 따라서 소비자와의 접점인 스토어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자사의 아이덴티티를 각인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패션업계에서는 다양

한 산업군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경쟁관계로 고려

하여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기존의 패션성은 유지하면서

광범위한 시각으로 다양한 방식의 상품 구색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통채널인 라이프스

타일 숍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체험 마

케팅 전략과 스토어 아이덴티티 확립의 중요성을 다루

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반면, 연구대상을 20대 이

상의 성인남녀로 선정하여 연령 및 성별 등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따른 쇼핑 경험의 차이를 배제했다는 점과 다

양한 상품을 다루는 라이프스타일 숍 특성상 여러 산업

군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숍을 방문한 소비자를 동일

한 조건의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거나, 산업군별

라이프스타일 숍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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