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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ational Brand) vs. PB(Private Brand):

브랜드 유형이 반복 구매에 미치는 영향

유수현*․박지혜**

요 약

본 연구는 스캐너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 소비자의 반복구매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 NB와 PB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각각의 기업들이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마케팅 전략을 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충성도 및 반복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Ⅰ. 서론1)

오늘날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홍수 속

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

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은 물론 서비스까

지 모두 브랜드를 갖고 있다. 이는 곧 소

비자가 선택할 브랜드는 넘쳐나고 있고,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선호 브랜

드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기업들의 경쟁은 그만큼

치열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은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남

들과 차별화하여 자신의 브랜드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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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

상하고 있다. 그 대표적 전략이 바로 마

케팅이다. 실제로 CMN에서 2007년 4월

신대욱 기자가 발표한 2006년 12월 결산 

국내 중요 기업 마케팅 비용 현황에 따

르면 2006년 국내 주요 기업의 경우 마

케팅 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14.4%, 4,398

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계 기업

과 수입업체들의 마케팅 비용은 전체 매

출액의 19.9%로, 1,309억 원으로 매출액

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신규 소비자

창출, 소비자의 지속적인 구매 유도, 충

성 고객 유치 및 유지시켜 이익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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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특히 충성도를 만들어 반

복구매를 하게 하거나 혹은 반복적 노출

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반복구매를 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자사의 브랜드를 구매

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단기적인 성패를

넘어 장기적인 성패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또한 자사

의 브랜드를 반복 구매하는 것은 기업에

게 마케팅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

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브랜드를 지속적

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

익이 되는 부분이다. 더구나 다양한 상

품과 브랜드를 원하고 경쟁자 또한 다양

한 현 시대에서는 신규 고객을 지속적으

로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 고객의 충성도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반복구매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에

게는 훨씬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결과 소비자의 반복적인 구매 행

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관심은 비단 제조업체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비스업체,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자사의 브랜드, 즉 PB

(Private Brand)를 출시하면서 PB 상품

을 고객에게 광고하고 인식시켜 지속적

으로 구매하는 반복구매 소비자를 증가

시키려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하

고있다. 미국의월마트의경우 PB 비중이 

전체 매출의 40%, 영국 테스코는 50%를 

넘어서 이미 보편화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 유통업체의

PB 비중은 9~2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07년 대형마트

1위인 신세계 이마트가 ‘가격혁명’을 내

세워 PB 상품 확대와 가격 인하에 나서

면서 경쟁 업체 간 PB 상품 출시 경쟁이

가열되었다. 이는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벌어지

고 있다(송태영, 2008). 

소비자의 반복적인 구매는 반복구매, 

관성구매, 습관적 구매, 재구매 등 다양

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한

브랜드,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한다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소비자의

이런 반복구매는 두 가지의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상품과 서비스

에 충성도가 생겨 지속적으로 타 브랜드

와 차별화하여 구매하는 형태이다. 둘째

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나 기존에 구매했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반복 구매하는 형태이다. 어떤 형태든지

반복구매를 하게 하기 위해 기업들은 많

은 광고 비용은 물론 충성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반복구매

의 필요성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학계

에서도 반복구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0

년대부터 반복구매에 관한 연구들이 많

이 이루어져 왔다. Deighton et al.(1994)

은 광고가 브랜드 전환과 반복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스캐너 패널 데이터를 바

탕으로 케첩, 액체 세제, 가루 세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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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하였다. 이 모델에서 현재 구매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과거 구매 경

험, 과거 촉진 전략, 과거 광고, 현재 광

고, 현재 판매 촉진 전략, 가격, 브랜드

선호도, 크기 선호도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가격, 과거 광고, 과거

판매 촉진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은 반복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광고는 반복 구매에

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브랜드 전

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

한국에서도 반복구매에 대한 연구는

있었다. 손용석(1997)은 ‘소비자의 반복

구매 제품 선택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현재의 제품 선택이 과

거의 제품선택에 관련되어 있는 바를 소

비자 행동이론에 근거를 두고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지

각이 태도를 형성하고 그 결과 구매로

전화되는 과정에 대하여 다이나믹한 분

석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

자의 입장에서 제품의 속성 가치를 평가

하고, 평가한 가치를 통합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모델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특히, 소비자의 지각 변화를 반영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 프로세스를

중요시하는 다이나믹한 모델을 제시하

기 위해 소비자의 현시점의 선택 확률, 

과거의 구매 역사 및 마케팅 믹스 변수

간의 내재되어 있는 상황 의존적인 관계

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

기서 상황 의존이란 현재 선택이 과거

구매 역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연구 논문으로 반복구

매의 모형 개발을 했으나 실증적인 설문

및 실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점을

갖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재구매보다

는 재방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품 특성별 재구매보다는 분석하기 쉬

운 특정 상품에 한정해 상품, 브랜드의

반복구매를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더

구나 한국에서는 충성도 프로그램 일환

으로 멤버십 카드 제도가 2000년대 초

활발히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

캐너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소비

자들의 반복구매 행동을 분석한 논문은

온라인 마켓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NB(National Brand: 제

조업체상표)와 PB(Private Brand: 유통업

체상표)의 반복구매는 현재 유통업 시장

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이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캐

너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 소비자

의 반복구매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여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 NB와 PB에 영향을 주는 정도

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조

업체와 유통업체 각각의 기업들이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마케팅 전략을 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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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어떤 부분에서 충성도 및 반복구매

율을 높일 수 있는지 해결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NB(National Brand)와 PB(Private 
Brand)

PB의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

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간단하게는 유

통업체상표라고 할 수 있다. McGoldrick

(1984)은 PB를 소매업자가 위험을 부담

하면서 제품을 기획 생산하거나 위탁 생

산하여 소매업자가 부착한 상표를 자체

점포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타 점포와

는 차별화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Shapiro(1993)

는 유통업체의 고유상표를 부착하고 자

사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했으

며, Hoch(1996)는 유통업체의 점포에서 

판매하고자 기획, 개발된 상표라고 했다. 

Levy and Weitz(1998)는 점포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점포에 의해 소유된 상표로

써, 유통업자에 의해 통제되어 제작되고

디자인된 제품을 뜻한다고 하였다. 김상

우, 박명호, 진기홍(2004)은 PB를 광의

의 개념으로 보고 소유형태와 유통경로

등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NB

와 차별화된 개념으로서, 유통업체가 자

체 상표를 붙임으로 그들의 이미지를 상

징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PB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가격

이 NB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중소업체가 생산한 상품이며 브

랜드 인지도가 낮다. 따라서 회전율이

높거나 필수품으로 사용되는 상품군에

한정되어 진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PB를 대중매체

(TV, 신문, 잡지 광고 등등)를 통한 광고

를 하지 않고 구매 시점 광고를 사용하

고 있다. 따라서 점포 내에서 유리한 위

치에 진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Quelch 

and Harding(1996)은 PB의 특징을 NB

와 비교해서 동등한 품질이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소구하고 있는

점, 구매빈도가 높고 상품 회전율이 높

은 식품이나 일용잡화에서 주로 이용되

는 점, 소매점 광고의 특성상 구매시점

광고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해당업체의

마케팅 경험이 풍부한 제품분야에 국한

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PB는 가격우위라

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

이 경제가 불황일 때는 상대적으로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소비자

가 점포를 방문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강점은 바로 차별화이다. 

NB는 앞의 정의에서도 보았듯이 모든

소매점에서 제공된다. 하지만 PB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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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그 점포에서만 한정되어 판매되는 특

징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광고와 판매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품

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PB는

매우 중요한 점포 차별화 요소로서 기능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점포 충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PB 상품의 확대로 PB에 대한 연

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유통업

계가 먼저 발달한 미국에서는 이미 다양

한 연구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선행 연

구들은 PB 구매자들의 소비자 특성(인

구통계변수, 개성, 지각요인)과 제품특

성 등이 구매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였다. Bettman(1974)은 정보

처리접근방식을 이용하여 PB 선호 관련

변수들을 탐색했다. 그 결과 소비자의

지각된 품질이 높을수록, 품질변동성이

낮을수록 PB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지각된 위험이 낮고, 친숙성, 

신뢰성, 확실성이 높을수록 PB 구매가

더욱 증가하며 친숙성이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켜 최종적은 PB의 구매를 증가시

킨다는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도 제

시했다. Richardson(1996)은 식료품, 잡

화류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PB 선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가치, 지

각된 품질, 상표에 대한 친숙성, PB 구

매와 관련된 지각된 위험, 모호성에 대한 

불관용(확실성), 외부단서에 대한 의존성

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친숙성이 클

수록, 지각된 위험이 작을수록, 지각된

가치가 클수록 PB를 더욱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표에 대한 친숙

성이 낮은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을 평가

할 때 상표명, 포장, 가격에 의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과 나이는 영향력이 없고 가장 중요 요

인을 PB의 친숙성으로 꼽았다. 

위의 연구들과 달리 소비자 특성이 아

닌 제품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

다. Hoch and Baenrji(1993)는 PB의 성

공 조건으로 제품품질, 품질일관성을 제

시하였다. 하지만 가격할인과 품목의 다

양성은 시장 점유율과 관계가 없다고 하

였다. DelVecchio(2001)는 PB의 복잡성, 

품질 변동성, 가격과 지각된 품질과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PB 제품의 범

주가 복잡할수록, 품질변동성이 클수록

PB에 대한 지각된 품질이 낮아졌고, PB 

제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지각된 품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특성과 제품특성

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에는 Cunningham, 

Hardy and Imperia(1982)의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가격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PB를 NB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비자 특성을 보면, PB 구매자의

교육수준이 NB 구매자에 비해 더 높았

으나, 연령은 PB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낮

았다. Dhar and Hoch(1997)의 PB 침투

전략에 관한 연구 결과 품질보증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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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자체상표명이 많을수록, 가격전략

이 명확할수록, 프리미엄 수준이 높을수

록, PB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PB 시장점유율

이 낮았으나 소비자의 나이, 교육, 인종

은 영향이 없었다. Batra and Sinha(2000)

는 제품 범주의 품질변동성이 적을수록

PB 구매는 더 많아진다고 했고, 가격지

각이 높을수록, 정보탐색과 구매경험이

많을수록, 구매실수결과가 적을수록 PB

를 더욱 선호하게 됨을 밝혔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

로 한 PB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

들이 있다. 최태호(2002)는 유통업체상

표 선호경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

서 유통업체 상표의 친숙성, 외재적 단

서 의존성, 점포 충성도를 요인으로 보

고 선호 정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유

통업체 상표의 친숙성이 높을수록, 점포

충성도가 높을수록 PB의 선호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외

재적 단서 의존성이 높을수록 PB의 선

호 경향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가격은 물론 포장 등의 외재

적 단서를 개선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

다. 진기홍(2004)은 유통업체상표 선호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

계에서 가격민감성과 점포 이미지가 PB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품질차

이와 제품 친숙성이 지각된 위험에 영향

을 미쳐 최종적으로 PB 선호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모형을 만들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격 민감성이 높

을수록 PB 선호가 높아지고, 지각된 위

험이 높을수록 PB 선호는 낮아지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점포이미지도 PB 

선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지각된 위험을 높일 것

이라고 가정한 지각된 품질 차이와, 제

품 친숙성 요인에서 지각된 품질 차이는

지각된 위험과 정(+)의 관계를 갖지만

제품친숙성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지 못했다. 성민, 송영욱, 유청걸, 이종태

(2007)은 중국할인점 유통업체 상표의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연구에서 점포이미지와 PB 이미지가

PB에 대한 지각된 품질에 영향을 미치

고, PB에 대한 친숙성, PB와 NB에 대한

지각된 품질차이가 PB에 대한 지각된

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최종적으로

PB에 대한 지각된 품질과 지각된 위험

이 PB에 대한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

하였다. 연구 결과 점포이미지와 PB 이

미지는 PB의 지각된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친숙성이 높을수록, PB

와 NB에 대한 지각된 품질차이가 클수

록 PB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또한 지각된 품질은 재구매 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지각된

위험은 재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통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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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구매와 연령

반복구매의 중요성은 앞에서도 설명

한 것처럼 현 시대에 기업의 성패를 결

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소비자의

반복적인 구매가 마케팅 믹스 전략에 의

해 충성도가 생겨 발생하는 것인지, 아

니면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어 발생

되는 것인지, 그 동기 요인과 상관없이

반복구매를 소비자가 시작하게 된다면

기업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마케팅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신상

품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며,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충성고객을 통

해 매출을 유지,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브랜드가 많은 때 소비자가

반복구매를 하게 됨으로써 기업은 시장

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반복구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

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들은 반복구매에

미치는 요인, 변수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외국의 논문들은 이론

을 바탕으로 추정한 논문들도 많지만 실

제 스캐너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

한 논문들도 상당수를 이루고 있으며, 

초기에 제조업체 브랜드에 한정되어 있

던 연구들이 서비스 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폭넓게 연구되어 있다. 

현재 인구통계적 변수는 크게 유의미

한 결과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여전히 연령은 다양한 연구

들에서 조절변수 또는 독립변수로서 활

용되고 있다. 이는 연령이 단지 숫자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령에 따라 살

아온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며 생

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다. 이는 곧 소비

자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현대와 같이

빠르게 시대가 변하는 사회에서는 연령

의 차이가 좁더라도 가치관, 생활 방식, 

구매 행동 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인정하고 여러 연구에서 연령

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

문에 연령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성철(2008)은 조절 변수로서 연령을

채택하여 연령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음을 밝혀

냈다. 허경옥(2001)은 중학생 소비자는

권리의식, 책임의식, 광고 비판 의식이

낮고, 고등학생 소비자는 권리의식은 높

으나 소비윤리의식과 가격 및 품질에 대

한 의식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

가 나타났다. 성인 소비자는 가격, 품질

에 대한 의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계획 구매, 정보

활용을 잘 하지 않으며 충동소비성향, 모

방 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

인 소비자는 과시적 소비성향이 높고 정

보 활용, 계획 구매, 과시소비 등에 높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소비자

의식 수준, 합리적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연령은 모두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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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령은 패션, 화장품과 관련된 연구

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사용되고 있

다. 이는 소비자의 연령에 따라 구매 성

향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연령이 낮으면 다양성 추구 성향이 높다. 

또한 독특한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 반대

로 소비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구매 시

자신의 예전 구매 경험이나 기억하고 있

는브랜드, 사회적평판등에더의존하는 

경향이 높다(Goldsmith and Clark, 2008). 

이런 선행 연구들을 통해 연령이 높을수

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과시성

향이 높고, 다양성 추구 성향은 낮은 반

면 자신의 예전 구매 경험이나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를 추구할 확률이 높다. 따라

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신상품에 가까

우며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낮다는 인

식이 많은 PB에 대한 구매 빈도가 상대

적으로연령이낮은소비자에비해낮을것

이라고예상할수있다. 실제로 Cunningham 

et al.(1982)는 PB와 NB의 구매상 선호

도의 차이점을 제품특성과 소비자 특성

의 관점에서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PB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첫 번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할 수 있겠다.

가설 1: 연령이 높을수록 PB보다 NB

의 반복적인 구매 빈도가 높

을 것이다.

3. 반복구매와 점포 방문횟수

점포에 대한 방문횟수는 곧 점포에 대

한 충성도를 뜻하고 곧바로 구매횟수와

직결되는 것으로 브랜드의 반복적인 구

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많

은 유통 기업들이 ‘한 번 방문하게 한다.’

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점포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 자주 방문하게 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기도

한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점포에 대한

충성도 연구는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최낙천(2005)은 “점포 충성도에 대한 취

급 브랜드 동일시와 인적 동일시의 효과

에 관한 연구”에서 특정 점포의 충성도

는 취급 브랜드 요인과 점포 요인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이 부여하는 브랜드 이미지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이 브랜드

동일시에 영향을 미치고 판매원과의 상

업적 우정 관계요인 중 관계효익, 공유

가치, 기회주의 회피행동, 관계기간은

인적 동일시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충성도에 영향을 주어 반복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점포에 대한 구전활동과 재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점포를 자주 방문하게 되어

구매횟수가 증가하게 된 소비자와 그렇

지 않은 소비자는 분명 구매 행동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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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나타낼 것이다. 왜냐하면 자주 방

문하는 소비자는 점포의 진열은 물론 기

존 가격, 세일 가격 등을 모두 파악했을

것이고 자주 방문하지 않는 소비자보다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이면서도 여유 있게

쇼핑을 할 가능성이 높다. Allenby and 

Lenk(1995)은 4개의 스캐너 패널 데이

터를 분석하여 자주 방문하는 구매자와

자주 방문하지 않는 구매자의 차이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방문횟수가 높고 자

주 구매하는 구매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구매자보다 가격 민감도가 상승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봤듯이 가격 민감도

가 높을수록 가격우위에 있는 PB 상품

의 반복구매 성향이 높아졌다. 따라서

방문횟수가 높은 구매자의 경우 가격우

위에 있는 PB 상품을 반복구 매할 가능

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권해성(2002)은 반복구매 상황 하에

서 소비자는 관성성향을 나타낼 경우 내

부 준거 가격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반

대로 다양성 추구 성향을 나타낼 경우에

는 외부 준거 가격에 더 많이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관성성향을

나타날 때는 가격 민감도가 낮지만 다양

성 추구 성향을 보일 때는 가격 손실 등

가격민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소비자는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제품을 오래 이용할수록

관성구매를 보이다가 지루함을 느껴 다

양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점포 이용에 적용시킨다면 점포 이

용(방문횟수)을 오래할수록 점포의 제품, 

진열 등에 지루함을 느끼고 제품에서도

가격에 민감해짐에 따라 다양성을 추구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김세환, 

이동휘(2002)는 “브랜드 유지 및 전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선발브랜드

에서 후발브랜드로 브랜드 전환을 한 경

우 가격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고 봤다. 이는 PB 상품들이 저렴한 가격

을 중심으로 시장 침투를 하려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총 구매 횟수(점포 방문횟수)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NB보다 PB

의 반복적인 구매빈도가 높을

것이다. 

4. 반복구매와 포인트 사용 빈도

기업들은 브랜드의 치열한 경쟁 속에

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충성도를 가지고 반복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마케팅 믹

스 전략의 대부분이 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arpenter et al.(1995)는 소

비자의 브랜드 전환과 관련된 연구에서

경쟁적인 측면에서 브랜드 선택 시 고려

요인으로 제품의 특징 뿐만 아니라 마케

팅 믹스 변수를 모두 포함시켜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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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가격과

촉진 및 광고의 활동 등이 소비자의 브

랜드 전환과 유의미한 상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중 멤버십 카

드 프로그램은 이제 작은 자영업 식당에

서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충성도

프로그램이 되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

이 지갑을 열면 많게는 20개 이상의 포

인트, 멤버십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는 이런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의 자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

이고 이에 따른 반복구매가 가능할 것이

라고 믿기 때문이다. Dawn and Gary

(1997)는 브랜드 로열티와 시장점유율과

의 관계를 토대로 하여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브랜드 로열티를

지니고 있는 소비자들은 쉽게 브랜드 전

환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브랜드

를 반복구매 한다는 사실을 실제 프랑스

의 자동차 시장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하여 밝혀냈다. 

Meyer-Waarden and Benavent(2006)는

실제 프랑스 유통업체들의 스캐너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NBD-Dirichlet 모형을

통해 반복구매에 미치는 멤버십 포인트

카드의 영향을 연구했다. Jeopardy Effect

(더 성공적인 브랜드가 더 많은 시장 점

유율과 동시에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한

다. 따라서 시장 증가는 동시에 평균 방

문, 구매 횟수를 증가시킨다.)와 Purchase 

Duplication Law(브래드와 기업들은 경

쟁자와 함께 소비자들을 공유하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 중 브랜드 A와 브랜드 B

를 동시에 구매하거나 점포 A와 점포 B

를 같이 이용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

론)를 통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멤버십 카드를 통한 충성도

프로그램이 방문(구매)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연구하였다. 이처럼 대부

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충성도 프로그램

의 일환인 멤버십 포인트 제도가 점포

방문횟수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는 곧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방문횟수 증가에 따라 가격 민

감도가 높아질 것이고 PB의 반복적인

구매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을 뜻한다. 이것은 유통업자들이 멤버십

카드 회원을 많이 확보하여 지속적인 방

문을 유도하고 PB 상품을 판매하는 전

략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가설 3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

을 것이다.

가설 3: 포인트 사용 빈도가 높은 소비

자일수록 NB보다 PB의 반복

적인 구매빈도가 높을 것이다. 

5. 반복구매와 점포 특성(지리적

위치)

우리는 주변에서 ‘같은 가게라도, 같

은 브랜드의 백화점이라도 어느 지역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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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점은 더 비싸다, 더 비싸야 판매가 잘

된다, 고객들의 수준이 다르다.’ 등등의

말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는 점포의 지

리적 위치에 따라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

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객의 특

성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소득, 연령, 

직업 등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

업지구 중심에 있는 점포는 대부분의 소

비자가 회사원일 가능성이 높고 연령대

도 30, 40대가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도 어린 자

녀가 있거나 혹은 부부만 사는 2인 가구

일 가능성도 높다. 반대로 교외의 주거

집중 지역에 있는 점포라면 소비자가 대

부분 전업 주부이고 연령대도 20대부터

50,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족 구성도 4인 가구에서

성인 자녀를 둔 소비자 구성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른 소비자층을 이

루고 점포의 주변상황이 다르다면 소비

행동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논문들은 점포 특성

별 연구보다는 같은 기업이 아닌 다른

경쟁업체 간의 점포의 재구매, 재방문

횟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는 유통업태

간의 점포선택 성향 및 빈도를 알아보기

도 하였다. 김근배, 임병훈(1998)은 패널

자료를 통해 나타난 소비자의 소매업태

간 점포선택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NBD-

Dirichlet 모형을 이용하여 소형슈퍼, 슈

퍼마켓, 대형 할인점, 재래시장, 백화점, 

편의점 등의 각 업태별로 고객의 특성, 

점포 충성도, 쇼핑빈도, 반복구매, 점포

방문 빈도 등을 연구했다. 물론 점포 자

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

다. 이강래, 정양일(1995)는 충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판매원, 점포도 제시하였다. 점

포의 위치, 디자인, 환경은 물론 점포에

서 제공하게 되는 판매원의 영업 태도, 

서비스의 질 등이 충성도를 좌우하여 소

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최낙천(2005)은 점포의 선택에서

점포의 주인이나 판매원과의 관계에 따

라서 점포의 이용 정도는 달라질 수 있

다고 보았다. 소비자의 자아이미지와 점

주나 판매원의 이미지가 일치하는 것을

인적 동일시로 정의하고, 인적 동일시의

정도는 그 집단에서 취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브랜드의 구매를 지속시

킬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도 각 점포별로 반복구매율이 다를 것이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같

은 브랜드의 점포라도 점포 내의 판매

원, 점원 등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한 점포의 머무르는 시간이나 시간대에

따라 판매원과의 관계 형성을 하는 정도

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점포별로 반복

구매율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같은 기업의 점포라도 외부적

환경인 지리적 위치에 따라 고객층이 달

라지고 그에 따라 반복구매 성향도 바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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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가정에 맞춘 연구들은 찾아보

기 힘들다. 같은 기업의 점포라도 지리

적 위치에 따라 고객층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매출을 증대하려면 각 지리적 특성

에 따라 찾아오는 고객의 유형을 분석하

고 고객의 구매 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상업 집중 지역에 위치한 점포

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주거

집중 지역에 위치한점포를이용

하는 소비자 보다 PB보다 NB

의 반복적인 구매 빈도가 높을

것이다.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점포 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반복적인 구매 행동이 달

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위와 같

은 가설을 세운 이유는 먼저 상업 집중

지역에 위치한 점포와 주거 집중 지역에

위치한 소비자층이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상업

집중 지역의 소비자는 퇴근하는 회사원, 

혹은 간단한 물품을 구매하려고 방문한

회사원, 혹은 주부라도 먼 지역에서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방문한 소비자, 집에 돌

아가는 길에 방문한 소비자, 지하철, 버

스 등에서 하차하여 도중에 방문한 소비

자 등 대부분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바

쁜 소비자층이 많을 것이고 유동적인 소

비자가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소비자는 쇼핑을 빠르게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많은 양의 상품보다는 기본적인

몇 가지의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주거집중 지역에 위치한 점포의

소비자층은 대부분 집에서 전업주부로

활동하는 소비자, 혹은 퇴근 후 집 앞에

서 장을 봐서 들어가는 소비자일 것이고

대부분 교통수단 보다는 집 앞에 있는

점포를 걸어서 여유 있게 쇼핑을 하게

될 소비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또한 주

거 집중 지역에 있는 점포의 지리적 위

치에 따라 가까워서 많은 양의 상품을

충분한시간을통해구매할가능성이높다. 

이런 점포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

른 소비자 특성 중 가설의 기준이 된 것

은 바로 시간이다. 상업집중지역의 점포

를 방문한 소비자층은 유동 소비자가 많

고 주거 지역이 점포와 멀기 때문에 시

간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주거집중지역의 점포를 방문한 소비자

층은 시간의 압박을 덜 받을 것이다. 이

때 소비자가 시간의 압박을 받게 되면

비보완적 의사 결정을 통해 상품을 선

택, 구매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때 비보

완적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브랜드, 혹은 제품의

비교가 매우 쉽게 이루어질 때 최고의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Dhar 

et al., 2000). 이런 선행 연구에 비춰볼

때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 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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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들의 품질 비교를 정확하게 어렵다

는 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비교되는 것

이 바로 브랜드가 될 수 있고, 시간적인

압박을 받는 상업집중지역 점포의 소비

자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이미지가

확실한 NB 상품의 반복적인 구매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Ⅲ. 스캐너패널데이터분석 
및 가설 검증

1. 스캐너 패널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실제 유통업체의 스캐너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스캐너 패널

데이터는 2009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

지의 2개 점포의 최근 소비자 구매 자료

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스캐너 패널 데

이터의 특징상 전산상에 자료로 남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 후 구

매를 한 소비자의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

다. 또한 포인트 사용빈도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점포의 멤버십 회원에 한해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A점포의 경

우 총 301명(남자 60명, 여자 241명), B

점포의 경우 186명(남자 33명, 여자 153

명)으로 총 487명의 자료가 추출되었다. 

하지만 포인트 조회가 되지 않거나 중간

에 점포를 옮긴 회원, 휴면 소비자는 자

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외시켰다. 따

라서 유효한 자료는 A점포에서 8명을

제외한 293명(남자 57명, 여자 236명)으

로 감소했고, B점포에서는 5명이 제외

되어 총 181명(남자 32명, 여자 149명)

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생성되었다. 

<표 1> 스캐너 패널 데이터 인구통계분석

(단위: 명)

점포 남자 여자 합계

A 57 236 293
B 32 149 18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는

총 89명, 여자는 총 385명이다. 남녀의

성별 또한 조절 변수로 사용이 가능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절 변수로 사

용하지 않은 것은 총 인원수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했을 시

신뢰도 및 타당성이 저하된다고 판단하

여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표 2>와 <표 3>의 남성 소비

자와 여성 소비자의 특성을 기술통계 분

석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연령, 점포

방문횟수, 포인트 사용빈도, NB와 PB 구

매 횟수 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을

뿐거의차이가나지않는것을볼수있다. 

다만 평균값을 살펴보았을 때 연령, 점

포 방문횟수, 포인트 사용빈도, NB, PB 

구매 횟수 면에서 모두 남성 소비자가

여성 소비자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나

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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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방문횟수

포인트사용빈도

NB
PB

유효수(목록별)

89
89
89
89
89
89

25
2
0
2
0

74
59
15

218
70

47.27
17.71

1.83
58.06

6.02

10.884
11.254
2.510

44.116
9.148

<표 2> 남성 소비자 특성 분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방문횟수

포인트사용빈도

NB
PB

유효수(목록별)

385
385
385
385
385
385

18
1
0
1
0

81
96
21

269
57

46.33
17.07

1.77
55.88

5.93

11.326
14.743
2.453

49.460
8.249

<표 3> 여성 소비자 특성 분석

트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멤버십 회원으

로 한정해 자료를 추출했기 때문에 남성

소비자 또한 여성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가 나왔

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NB의

구매 횟수 차이가 약 3회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있다

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성별을 나

눠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

과를 보여주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조절 변수에서 제외시켰음을 밝힌다. 

소비자의 점포별 구매 형태를 살펴보

면 A점포의 4개월 간의 평균 순매출액

을 보면 45만 9000원 정도이고 반품액

은 9320원 정도로 회원의 실제 구매금

은 약 45만 정도로 집계되었다. B점포의

경우 평균 순매출은 45만 300원 정도이

고 반품액은 평균 1만 6천원으로 실제

회원 구매액은 43만 4,000원 정도가 된

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A 점포의 소비자

들이 조금 더 많은 상품을 사고 반품을

적게 하여 실제 구매금액이 높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반품액을 비교했을 때 B

점포의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고객이 많

거나 충동구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표 4> 소비자 구매량 분석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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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속변수인 NB와 PB를 구분할
때 선택 기준은 브랜드 인지도였다. NB
와 PB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브랜드 인
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이며, 또한 그것이
구매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려면 소

비자가 NB 상품인지 PB 상품인지를 명
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정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식품군에
서 브랜드를 알 수 없는 신선식품인 과일, 
야채, 생선 등을 계란, 두부, 김 등을 제외
하고 모두 데이터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포장 식품군과 비식품군에서도 NB이지
만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인지

도가 낮은 브랜드의 제품은 제거하였다. 

점포 NB PB
A 56.76회 5.12회
B 55회 7.31회
평균 56.28회 5.95회

<표 5> NB와 PB 반복적인 구매 빈도

그 결과 A점포의 NB 반복구매 빈도
는 B점포에 비해 높고 PB 반복구매 빈
도는 B점포에 비해 낮았다. 평균값이지
만 앞에서의 구매금액과 같이 분석해 볼

때 A점포의 소비자는 NB 상품을 선호
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PB 상
품에 대한 선호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A점포의 소비자들이 과시 성
향을 가진 소비자가 많을 수 있고, 가격
보다는 품질, 브랜드, 친숙성 등 다른 요
인을 더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로 사용된 연령, 방

문횟수, 포인트 사용빈도, 점포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연령의 경

우 A점포는 평균 48세, B점포는 43.6세

로 집계되었다. 이를 종속 변수인 PB와

NB의 통계치와 비교해 볼 때 연령이 낮

은 집단인 B점포가 PB에 대한 반복 구

매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반대로 NB

에 대한 반복 구매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

설 1에서 밝힌 연령이 높을수록 PB보다

NB의 반복적인 구매 빈도가 높을 것이

라는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

다. 두 번째로 점포 방문횟수는 A점포의

경우 평균적으로 17.22회로, B점포의 경

우 평균 17.13회로 나타났다. B점포가

약간 낮은 점포 방문횟수를 나타냈지만

유의미하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통계분석에 따라 가설 결과를 예상하기

는 어렵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포인트

사용 빈도다. A점포의 경우 평균 포인트

사용 빈도는 1.77회로 나왔으며, B점포

또한 1.8회로 점포 방문횟수와 마찬가지

로 단순 통계치로 가설 결과를 예상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6> 연령, 점포 방문횟수, 포인트 사용 빈도

점포 연령
점포

방문횟수

포인트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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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점포 특성(지리적 위치)을
살펴보자. 앞에서 말했듯이 본 연구에서
점포의 특성은 지리적 위치에 근거하여

상업 집중 지역에 위치한 점포와 주거

집중 지역에 위치한 점포 2가지로 구성
하였다. A점포가 바로 주거 집중 지역에
위치한 점포이다. A점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주민을 위한

상가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파트 단

지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주차장 시설
이 없기 때문에 먼 곳에서 소비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올 수 없는 점포이

다. 또한 주변에 횡단보도가 바로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 건너편에서도 쉽게 접

근하기 어렵다. 대신에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A점포를 대부분 이용할 수밖
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A점
포는 주거 집중 지역에 위치한 점포로서

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반면 B점포는 상업 집중 지역에 위
치한 점포로 지하철,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 등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역

세권의 중심에 있다. 또한 빌딩 지하에
넓은 규모의 주차장 시설이 준비되어 있

어 먼 거리의 소비자들도 자가용 또는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라도 접근하기가

쉽다. 빌딩은 고층 빌딩으로 위의 시설
은 오피스가 대부분으로 회사원들의 출

입이 많고 퇴근시 쇼핑을 하게 되는 소

비자들이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상업 집중 지역 점포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속변수인 PB와 NB 빈도 분석
과비교해볼때상업집중지역에위치한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주거 집중

지역에 위치한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다 PB보다 NB의 반복적인 구매 빈도
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4를 지지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오히려
B점포가 PB의 반복 구매 빈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점포 특성보다 연령 등과
같은 것이 더 PB의 반복 구매 빈도에 영
향을 많이 주는 것을 뜻할 수 있다. 하지
만 또 다른 요인 때문에 바뀌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A점포와 B점포는
분명 주거 집중 지역과 상업 집중 지역에

위치한 점포는 맞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

처럼 소비자 한 사람당 평균 구매액도 차

이가 나고 구매하는 성향도 다르다는 것

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곧 지리적 위치
외 다른 많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소비

자 구매 행동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줬

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A점포와 B점포의 특징을 더 구체적
으로 알아보자. 먼저 등록 사용률은 회원
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점포를 이용하고

멤버십을 이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A점포의 회원 등
록 후 사용률이 B점포에 비해 낮다는 것
을 <표 7>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등록 사용률은 낮은 반면 회원

의 순매출 구성비는 A점포가 월등히 높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회원들이
등록 후 사용률은 낮더라도 회원 당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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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이 B점포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
을 뜻한다. 이는 곧 방문횟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더 높은 소득 수준이나 혹은

주거 집중 지역에 위치한 특징에 따라

부담 없이 많은 양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

다. 반면 상대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중간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업 집중 지역의 B점포의 경우 구매하
는 물품을 최소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NB 상품
들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A점
포의 매출 구성비가 더 높을 수도 있다.

점포 A B
등록 사용률 42% 50%

회원 순매출 구성비 73% 58%
회원 구매횟수 구성비 62% 45%

회원객단가 25,800원 20,300원
일반객단가 15,900원 12,000원

<표 7> A점포와 B점포 속성 비교

회원들의 구매횟수 구성비도 A점포가
B점포보다 월등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주거 집중 지역에 위치한
A점포의 회원 소비자들이 B점포에 비해
더 자주,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회원 객단가를 살펴보더라
도 알 수 있다. A점포는 B점포에 비해
평균 5,000원 정도 많은 매출을 발생시
킨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회원 소비자
의 객단가 일반 소비자의 객단가보다 평

균 10,000이나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멤

버십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어 점포에 대

한 충성도를 형성하게 되면 더 자주 점포

를 방문하게 되고 더 많은 물품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곧 기
업들이 충성도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을

유치하려는 마케팅 전략의 목표와도 일

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는 곧 충성도 프
로그램이 점포 방문횟수를 증가시킬 것

이라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

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점포별 지
불 수단을 살펴보자.

점포 A B
현금 13.53% 16.30%
자사카드 46.68% 34.70%
타사카드 34.11% 44.07%
타사상품권 1.26% 0.72%
자사상품권 3.35% 3.40%
미확인 1.07% 0.81%

<표 8> 점포별 지불수단

지불수단을 보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유추할수 있다. 회원순매출 구성
비와 구매횟수가 높은 A점포가 포인트
혜택 등이 많은 자사 카드 사용률이 자연

스럽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객단
가가 높으므로 현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주거
집중 지역에 위치한 점포의 소비자는 접

근이 쉬운 점포이므로 더 자주,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고 충성도 프

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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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연령
방문횟수
포인트사용빈도
점포

31.999
-.459
2.747
-.035

-3.929

6.224
.121
.097
.558

2.783

-.107
.802

-.002
-.039

5.141
-3.799
28.410

-.063
-1.412

.000

.000

.000

.950

.159

<표 9> NB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a. 종속변수: NB.

집중 지역에 위치한 점포에서는 좀 더 매

력적인 충성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보다 어차피 구매 빈도가 높다면 지루함

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주는

전략과 구매 시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인적서비스분야에더큰노력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업집중 지역의 점포
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방문 계기를 만들어 주는 전략을 사용해

야 할 것이며 구매 시점에 하나라도 더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장 판매는

물론판매시점광고에더큰노력을기울

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가설검증

회귀 분석을 통해 독립 변수와 종속 변

수의 유의미한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NB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연령과 방문횟수에 한해 유의미한 결과

가 나왔다. 점포는 지리적 위치를 뜻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지

만 포인트 사용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그 의미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는 곧 t-test가 (-)
이므로 0으로 설정한 주거 집중 지역에
위치한 A점포가 상대적으로 상업집중지
역에 위치한 B점포보다 NB를 구매하는
반복구매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약하게 지

지하고 있다. 다음 연령의 경우도 t-test가
(-)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연령이 낮
을수록 NB를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방문횟수는 높을
수록 NB 상품의 반복구매 빈도가 높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포인트 사용
빈도는 NB의 반복구매 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표 10>은 PB에 대한 반복구매 빈도
를 분석한 것이다. NB와 달리 PB의 반
복구매에서는 방문횟수와 점포 특성(지
리적 위치)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점포의 경우 상업 집중 지역에 있는 B
점포가 PB의 반복 구매 빈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NB와 PB의 반복구
매 빈도를 설명한 앞의 통계분석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방
문횟수가 높을수록 PB에 대한 반복구매
빈도도 높을 것이라는 NB와 같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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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연령

방문횟수

포인트사용빈도

점포

.553
-.035
.356
.062

2.084

1.436
.028
.022
.129
.642

-.047
.598

-.018
-.120

.385
-1.257
15.953

.484
3.246

.700

.209

.000

.629

.001

<표 10> PB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a. 종속변수: PB.

점포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0 1

(상수)
연령

방문횟수

포인트사용빈도

34.767
-.536
2.748
.479

7.878
.155
.122
.765

-.119
.800
.022

4.413
-3.465
22.591

.627

.000

.001

.000

.531

1 1

(상수)
연령

방문횟수

포인트사용빈도

23.880
-.334
2.735
-.637

8.998
.195
.160
.818

-.079
.803

-.037

2.654
-1.717
17.081

-.779

.009

.088

.000

.437

<표 11> 점포별 NB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a. 종속변수: NB.

가 나왔다. 즉, 반복구매횟수는 NB와
PB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베타값과 t값을
볼 때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NB의 반복
구매 횟수에 더 강력하게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라고 보인다. 연령의 경우 연
령이 낮을수록 PB 반복 구매 빈도가 높
을 것이라는 것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하지 못했다. 포인트 사용 빈도는 NB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

지 못했다. 위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점포별로 나머지 3개의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해보고, 

조절변수로서 제외시켰던 성별로 다시

나누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1>을 살펴보면 NB의 반복 구매
빈도수에 대해 통합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방문횟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다만 통합 결과와 달리 상
업집중지역에 있는 B점포(점포 = 1)의
경우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는 하

나 90%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지
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주거
집중지역에 있는 점포일수록 연령의 영

향을 더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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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0 1

(상수)
연령

방문횟수

포인트사용빈도

.577
-.031
.346
.049

1.792
.035
.028
.174

-.042
.602
.014

.322
-.894

12.492
.283

.748

.372

.000

.778

1 1

(상수)
연령

방문횟수

포인트사용빈도

2.586
-.041
.374
.074

2.129
.046
.038
.194

-.054
.606
.023

1.215
-.901
9.869

.381

.226

.369

.000

.704

<표 12> 점포별 PB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a. 종속변수: PB.

점포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0 1

(상수)
연령

방문횟수

포인트사용빈도

점포

30.192
-.542
3.287

-1.592
-4.946

14.068
.280
.272

1.185
6.153

-.134
.838

-.091
-.054

2.146
-1.938
12.103
-1.344

-.804

.035

.056

.000

.182

.424

1 1

(상수)
연령

방문횟수

포인트사용빈도

점포

33.153
-.475
2.674
.302

-3.718

6.944
.135
.104
.631

3.118

-.109
.797
.015

-.037

4.774
-3.523
25.605

.479
-1.192

.000

.000

.000

.632

.234

<표 13> 성별 NB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a. 종속변수: NB.

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통합 분석 결

과와 마찬가지로 방문횟수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주거집중지역에 있
는 점포일수록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 한다. 이는 조절변수로서 제외시켰던
성별을 다시 한 번 회귀분석으로 점검하

면서 제외시켰던 것이 적절했는지 확인

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3>에서 보면 기존 통합 결과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연령, 방문횟수
가 남성, 여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남성(성별 = 0)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NB에 대한 반복
구매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

약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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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0 1

(상수)
연령

방문횟수

포인트사용빈도

점포

.058
-.096
.568

-.257
2.484

3.610
.072
.070
.304

1.579

-.114
.699

-.071
.131

.016
-1.330
8.153
-.847
1.573

.987

.187

.000

.399

.199

1 1

(상수)
연령

방문횟수

포인트사용빈도

점포

.873
-.034
.330
.122

1.999

1.552
.030
.023
.141
.697

-.046
.589
.036
.118

.563
-1.118
14.120

.869
2.869

.574

.264

.000

.385

.004

<표 14> 성별 PB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a. 종속변수: PB.

PB에 대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회귀분석도 통합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

지 않았다. <표 14>를 살펴보면 통합 결

과와 비슷하게 방문횟수와 점포 특성(지

리적위치)이유의미한결과를보여주었다. 

다만 남성(성별 = 0)의 경우 점포의 특성

에 따라 PB의 반복 구매 빈도수가 달라

질 것이라는 가설에 90% 수준에서도 유

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통

계분석에서 남성 소비자가 NB 구매횟수

가 상대적으로 여성 소비자보다 높았다

는 결과와 연결해서, 남성 소비자의 경우

점포와 상관없이 NB에 대한 반복구매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3. 연구의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처럼 브랜드

의 경쟁이 심해질 때 PB와 반복 구매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NB와 비교해

서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외부적 환경

요소인 점포의 지리적 특성과 포인트 사

용 빈도, 내부적 요소인 연령과 점포 방

문횟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하였고 PB와

NB의 반복 구매 빈도를 종속 변수로 설

정하였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는 물론

유통업자에게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가설 1은 빈도 분석 면에서는 상대적

으로 높은 연령층을 이루고 있는 A점포

에서 NB의 반복구매 횟수가 높게 나타

나 가설을 지지한다고 예상하였다. 하지

만 개개인의 구매횟수와 연령을 회귀 분

석했을 때는 NB의 반복적인 구매와 관

련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나 가설

과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NB의 반복

구매 횟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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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소비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가

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비가 많이 사

용되기 때문에 가격 면을 따지게 된다는

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

행연구 중에서 성인일수록 계획구매를

하고 정보 활용도가 높고, 가족 수가 많

을수록 PB에 대한 반복 구매가 높아진

다고 했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장의 제품 가격에 대해 더 자세히 파

악하고 있으며 품질 면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의 지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

재 품질이 많이 개선된 PB 상품을 구매

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

대로 소비자의 연령이 낮으면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을 염두해 둘 필요가 없

는 환경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제

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상표의 대표성, 브랜드에 의존하여 NB 

구매 횟수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

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주 고객층이 아

니라고 생각한 젊은 연령층에 더욱 적극

적으로 판매를 할 필요가 있으며, 1+1, 

쿠폰 발행 등을 통해 가격에 민감한 높

은 연령층의 소비자의 반복구매 횟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유통업자의 경우 PB 상품의 반복구매

횟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 층을 대상

으로 한 적극적인 브랜드 광고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브랜드의 인지도와 가격이

높을수록 품질도 높다는 개념을 많이 갖

고 있는 젊은 연령층에게 PB 상품의 품

질을 적극 광고하고 구매 시점의 화려한

광고를 통해서라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

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성 추구

성향이 높은 젊은 연령층의 PB 구매 빈

도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령

층이 높은 소비자층에게는 요즘과 같은

불황시기에 가격 우위를 더욱 적극 광고

하여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가설 2는 NB와 PB 상품의 반복 구매

빈도 면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지지되었

다. 따라서 점포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NB와 PB의 반복구매 빈도는 모두 높아

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조금 더 자주 점

포를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는 대중

적인 광고가 단지 이미지만을 만드는 것

이 아니라 직접적인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인상적인 광고, 마케팅 전략을 설

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광고보다 각 매장별 행사 이

벤트를 진행하고 이 이벤트가 진행됨을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하여 점포 방문횟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

지로 유통업체 또한 다양한 행사, Loss- 

leader 상품의 선정, 사은품 증정 등의

전략을 통해 한 번이라도 더 점포를 방

문하여 더 많은 구매 빈도를 발생시켜

매출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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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NB와 PB 모두에서 점포 방문횟수

가 높을수록 반복구매 횟수가 높기 때문

에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긴밀한 협조

를 통해 소비자가 점포에 방문할 수 있

는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매출확대를할수있을것이라고본다.  

가설 3은 NB의 반복구매 빈도와 PB

의 반복구매 빈도 두 방면 모두에서 지

지되지 못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

실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제조업체

와 유통업체는 충성도 프로그램을 통해

점포 방문횟수 증가 및 매출 증대를 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고 수십억을 투자

하기도 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충성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자사의 제품

을 구매하거나, 자사의 점포를 방문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 빈도는 PB, 

NB의 반복 구매 빈도에 전혀 영향을 주

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

를 추론하자면 첫 번째로 충성도 프로그

램의 일환인 멤버십 포인트 제도가 소비

자에게 유의미하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

램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가 포인트로 받는 혜택은

1, 2% 적립이 많고 최소 금액이 설정되

어 있어 그 전까지 사용이 제한되어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충성도 프로

그램이라고는 하나 그 유용성을 인정받

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멤버십 프로그램이 차별화된 마케팅 전

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는 개인 식당에서도 멤버

십 포인트 제도를 사용하는 등 포인트

카드의 과잉공급으로 차별화 요소가 되

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이

카드를 챙기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 결과 소비자들은 더

포인트 충성도 프로그램에 매력을 느끼

지 못하고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 결국

소비자들의 반복구매를 이끌어낼 수 없

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체와 유통업

체, 특히 유통업체는 ‘경쟁사가 하기 때

문에, 모두 하고 있으니까 해야지.’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획일화되고 효율적이

지 않은 충성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느끼

고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주는 충성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비자

가 점포를 이용할 때 받고 싶은 혜택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소비자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마

케팅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가설 4에서 설정한 점포의 지리적 특

성은 NB의 반복적인 구매 면에서는 지

지되지 못했고 PB의 반복적인 구매 면

에서는 유의미한 확률이 제시되었다. 하

지만 가설과 달리 상업 집중 지역에 위

치한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일수록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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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를 반복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결과가 제시된 이유로는 점포의 지

리적 위치 외에도 다양한 점포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로 A점포와 B점포는 각각 주거집중지역

과 상업집중지역에 위치하였지만 그 내

적특성이동일한조건을갖추지는못했다. 

고객의 일일 평균 구매액, 고객 한 사람

당 구매하는 평균 금액 등을 미루어 볼

때, A점포는 훨씬 높은 구매액을 보였고

이는 소득 수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

다. 실제로 A점포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

가 주를 이루고 같은 기업의 점포 중에

서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고급

점포에 속해 있다. 또한 주변 주거 지역

도 서울에서 높은 가격대의 장소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다. 반면 B점포는 소

량 상품이 많이 나가는 곳이며,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매출을 이끄는 점포로서

고객들의 소득 수준은 물론 구매액 등이

A점포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가격

의 민감도가 A점포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상업 집중

지역에 있는 B점포의 PB 반복 구매 빈

도수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리적 위치에 따른 고객의 구분

도 중요하지만 타 요소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상태에

서 지리적 위치만 다른 두 개의 점포의

비교를 통해 더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의 첫 번째 의의는 스캐너 패

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이 아닌 소비

자의 실제 구매 행동을 통해 요인 분석

을 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에서 이미 다양한 충성도 프로그램

을 통해 고객의 행동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실증적인 마케팅 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실제 구매 행동을 알아보고 그 마

케팅 전략을 세웠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NB와 PB의 반복 구

매 패턴 비교이다. 브랜드에 대해 이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반복 구매

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도 많은

연구에서 밝혀왔다. 하지만 이런 가정들

이 실제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지 검증한 연구들은 적다. 또한 PB

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PB와 NB의 반복구매 빈도 비

교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모두에게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다. 또한 나아가 경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세 번째는 외부적, 내부적 환경 분석

을 통해 점포, 마케팅 믹스 요소, 소비자

의 특성에 따른 반복구매를 분석했다는

것이다. 특히 누구나 효과가 뚜렷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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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했던 충성도 프로그램인 포

인트 사용 빈도수가 NB, PB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은 충성도

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제조업

체와 유통업체의 마케터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진정 소비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사의 충성도 프로그램이 과연 소비자

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경쟁사에

비해 다른 차별성을 제공하고 있는지 검

토하고 소비자가 진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한계점은 가설 검

증에서 많은 가설이 지지되지는 못했다

는 사실이다. 또한 지지되었더라고 하더

라도 방향성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

것은 사전 연구 조사 및 사전 변수 검토

를 통해 좀 더 개선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독립 변수의 한

계점이다. 먼저 독립변수가 다양하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점포의 특성

인 지리적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두 개의 점포가 지리적 위치 외에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 못했다는 점이 일

반화를 시키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지리적 위

치에 있는 점포를 설정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독립 변

수로 설정한 연령은 그 범위가 너무 광

범위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

고, 소비자의 연령보다는 라이프스타일

등 사회심리학적 요소 등이 더 많은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

료의 한계로 인해 연령으로 밖에 소비자

를 구분하였던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연령은 물론 소득, 가족 구성

원수, 직업, 가치관 등 다양한 변수를 통

해 소비자를 더 분명하게 규정짓고 구분

하여 구매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더 설득

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

구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캐너 패널 데이터 자체

의 한계점이 있다. 스캐너 패널 데이터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직접 분석했지만

그 기간이 4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주기

별로 구매 패턴이 다양한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6개월, 1년

단위의 장기적인 반복구매 패턴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복 구매 빈도수

에는 판매 촉진 전략, 외부 환경 변화 등

이 전부 제외되지 않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반복 구매 빈도수도 반영되

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제

품군에서 판매 촉진 등의 행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등을 비교하고 반복 구매

행동을 분석한다면 판매 촉진 전략이 반

복 구매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할 수 

있음은 물론 가장 현실적인 반복 구매

패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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