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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dimension of clothing involvement,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involvement and brand loyalty by demo
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General clothing involvement consisted of one dimension.
2. Clothing involvement is positively related to brand loyalty. The higher clothing in

volvement group had the higher brand loyalty.
3.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clothing involvement, brand loyalty and 

customer buying behavior such as expense and frequency of purchase. The expense 
and frequency of purchase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higher clothing involve
ment group and the higher brand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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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loth
ing involvement,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brand loyalty.

I.서 론

소비자 지향적 시각에서 관여(involvement)의 개념이 Krugman(1965)에 의해서 마아케팅 

에 도입된 후 관여문제는 소비자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 활발히 연구 

되어 왔다.

의류학 분야에도 의복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 행동을 예견하며 소비자의 의복 

선택 정보를 미리 얻기 위해서 관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관여의 개념 자체도 

아직 일치된 바가 없으며 더군다나 의복의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의복관여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관여와 상표충성간의 연구는 현재 매우 부족한 실 

정인데 소비자가 상표간의 차이를 인식 한다고 할 때, 소비자는 자신의 만족을 최대화하는 대 

안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이며 소비자의 제품관여는 상표에 대한 충성도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상표 충성도는 소비자의 관여없이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본다. 즉, 관여와 상표충 

성간의 관계를 보면 관여수준이 높을수록 상표간의 속성 차이를 크게 인식하고 상표간의 다 

양성을 잘 지각한다고 볼 때 의복관여가 상표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문조사로 비교적 정확히 수집될 수 있는 인구통계적 자료들이 의 

복관여나 상표 충성 정도와 같은 무형의 이론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의복관여와 상표 

충성정도가 실제 구매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혀 기업들이 자사 상표 및 상품들의 경쟁 

력과 고정고객 및 잠재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적절한 마아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상품이면서도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는 특성과 고관여제품임에도 불구 

하고 그 구매주기가 매우 짧은 편에 속하므로 특정구매와는 무관한 지속적인 탐색개념도 개 

입되어야만 하는 의복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의복관여의 구성차원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의복관여문항을 정리하고 의복관여수준과 상표충성간의 관계를 살펴 기업들이 소비자 행 

동을 추측하는 한 변인으로 의복관여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적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의복관여는 어떠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 의복관여와 상표충성과의 관계는 어 떠 한가?

3. 의복관여, 상표충성 정도는 의복구매행동(구매빈도, 구매액)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 

가?

4. 의복관여, 상표충성 정도는 인구통계적 변인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

n. 이론적 배경

1.관여의  개념 및 유형

관여(involvement)의 개념은 Sherif와 Cantril。(1947)에 의해 사회심리학에서 개발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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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자아관여라는 개념으로 시작되었다.1> 관여의 개념을 마아케팅 분야에 도입한 최초의 학 

자는 Krugman(1965)'》이며 그 이후 Kassarjian(1978)에 의해 대부분의 소비자 행동은 낮은 

관여상태의 행동이라고 주장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3〉관여에 대한 정의를 명확 

히 하고자 여러 연구들을 분석해 보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들을 살펴보면 '관여란 

주어진 대상, 즉 제품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나 중요도, 관련 정도를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관여의 유형은 그 수준에 따라 고관여 /저관여, 지속성에 따라 지속적 관여■/ 

상황적 관여, 구매동기의 유,형에 따라 심리적 관여 /기능적 관여, 동기 구분에 따라 인지적 관 

여 /정서적 관여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기존 관여의 차원성에 대한 연구는 관여를 다차원적 구성이라고 보고 관여를 야기시키는 

여러가지 정성적 특성을 식별함으로써 관여개념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관여 

가 정보처리과정이나 상표선택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마아케팅 전략 특 

히, 광고전략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관점과 관여개념을 통합하면서 관여의 차원 

은 선행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어인 개인적 중요성 또는 관심이라는 단일 차원임을 주장 

하는 관점으로 크게 나뉜다. 또한, 최근에는 이 두가지 관여 차원을 절충하여 관여차원은 선 

행연구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어인 개인적 중요성이라는 단일 차원 내에 여러가지 하부요인을 

가진다는 관점도 나타나고 있다.

2. 의복관여

의복관여로는 Tigert, Ring과 King(1976)은 '유행관여도'라는 측정척도를 개발하여 의복 

구매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고관여집단이 수적 으로는 적 으나, 전체의류구매에서는 차지 

하는 비중이 더 큼을 밝혀 고관여집단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Tigert 등의 후속연구 

(1980)에서는 취업여성의 관여 수준이 더 높음을 밝히고 취업여성은 최신유행을 중시하고 가 

정주부는 싼 가격과 위치를 중요시함을 보고하였다.a Bloch(1982)는 지속적 상품관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는더】, 특히 의복에 있어서 소비자는 지속적 관여를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의복을 통해 표출된다고 하였다J5〉

의복관여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이영선(1986)이 Tigert등에 의해 개발된 유행관여도를 사 

용, 유행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정보원을 더 이용하며 유행관여도가 높은 집단은 카달로그나 

잡지 광고 기사에, 관여도가 낮은 집단은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에 더 비중을 둔다고 보고했 

다.力 이영경(1987)은 관여를 관심도로 보고 외출복일수록, 가격이 비쌀수록, 사회적 작용범위 

가 넓을수록 관여수준이 높고, 심리적 구매동기도 높으며 관여의 지속성도 커진다고 보고했 

다." 최은영(1990)은 수정된 개인관여목록(RPII)를 사용하여 관여의 유형을 심리적 고관여 

형, 구매상황 고관여형, 위험결과 관여형, 위험가능성 관여형, 총저관여형으로 나누어 심리적 

고관여형 집단이 소비자 행동의 모든면에서 일관되게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a 

이영선(1991)은 의복관여 척도를 개발, 의복관여와 지속적 정보탐색은 의복구매 빈도와 평균 

빈도와 평균 구매가격에 정적인 영향을 밝혔다허금숙(1992)은 의복관여와 의류광고와의 

관계연구에서 광고매체나 인지과정에 관여가 영향을 미치나, 의류라는 제품이 갖고 있는 특 

수성으로 광고 자체에 대한 의복관여의 영향을 미약하다고 보고하였다即 조은영(1993)은 관 

여도가 높을수록 대체안의 평가는 까다로우나 불만족요인으로는 그다지 높게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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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제시 하였다.⑵

3. 상표충성도

상표충성이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소비자가 상당한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특정상 

표를 구입하는 경향'을 말한다. 상표충성도에 관한 연구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 

다. 첫번째 방법은 행위적 접근방법(instrumental c6nditionning approach)으로 도구적 조건 

화 접근방법이라고도 한다. 이.방법은 한 상표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상표충 

성도의 지표로 삼는다. 이 접근방법의 연구는 주어진 특정 상표의 계속적인 과거 구매에 대해 

서 미래에 같은 상표를 소비자가 다시 구매할 확률을 산정하는 소비자 학습의 확률적 모델을 

사용한다. 또 다른 방법은 인지적 또는 태도적 접근 방법으로 진정한 충성은 소비자가 같은 

상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두가지 

방법을 모두 포괄하는 확대정의를 내린다면 "소비자가 어떤 기간 동안 특정 제품범주에서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상표에 대해 나타내는 선호적인 태도 반응과 행위”라고 할 수 있다.翊

4. 의복관여와 상표충성간의 관련성

Engel과 Blackwell은 고관여하의 의사결정과정을 상표충성의 유무에 따라 각기 다른 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尸 고관여 상태에서는 의사결정과정이 능동적이므로 상표충성이 높다고 본 

반면, Day는 제품관여가 클수록 제품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므로 불만을 느낄 확률이 높아 

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고관여일수록 상표충성도를 형성하기 어렵다 

고 보았다.⑸ Traylor는 관여수준이 낮은 소비자는 습관화 된 상표구매 행위를 보이는데 상표 

간의 속성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상표에 대한 세심한 평가없이 구매하며 자주 상표전환을 

한다고 하였다.⑹

국내 연구에서는 관여와 상표충성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편인데, 최근 주영섭(1993)의 

상표충성도의 구성 특성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의 제품관여 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고관여제품 

을 구매할 때 소비자의 상표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in.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도구

본 조사는 대 구시 내 에 거주하는 20대 에 서 40대 사이 의 여 성 255명 을 대 상으로 1994년 9월 5 

일〜10월 30일 사이에 시행되었다.

측정도구의 구성은 연구자가 작성한 24문항과 이미 타당도가 검증된 관여문항인 Mcquar- 
rie & Munson(RPII, 1987)의 14문항을 번안하여•사용하였다. 상표중성 척도는 10문항으로 

태도적 충성 정도와 행동적 충성 정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작성, 신뢰도를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측정척도들의 신뢰도는 Cronbach a값으로 구하였는데〈표 1〉과 같이 각 변수들이 .82에 

서 .92까지로 나타났다.

의 복 관여 척도와 Mcquarrie & Munson에 의 해 신뢰 도와 타당도를 인정 받은 RPII 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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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변수의 내적 일관성 측정결과 〈표 2> 의복관여와 RPII의 상관관계

변수명 문항수 Cronbach a
결과

의복관여 24 .9209 의복관여 RPII

상표충성정도 10 .8233 의복관여 1.0000 .7564**
RPII 14 .9074 RPII .7564** 1.0000

(p<.001)

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알아본 결과〈표 2〉와 같이 

이들 상관계수는 .7564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2. 절차 및 통계처리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는더】, 2기부를 통계처리하였으며, 각 통계과정에서 missing 
value는 제외되었다.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Cronbach a, 요인 분석, 상관관계 분석,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 한 후 사후검증으로 Duncan's Test를 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관여차원은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분석을 한 결과 5개의 요인(표 3)이 추출되었으며, 이 5가지 요인 중 모든 문항이 요인 

1에 높게 적재되어 있고, 신뢰할만한 제2의 차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의 

복관여는 단일차원으로서 특정의복이나 특정구매 상황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나 중요도, 관련 

정도를 포괄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5가지 요인으로 분석되나, 신뢰할만한 제2의 차원을 확보하지 못한 Zai- 
chkowsky(1985)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또한 '중요성'이라는 단일 차원을 주장한 Mittal의 연 

구도 지지하고 있다.

2. 의복관여가 높은 집단일수록 상표 충성 정도는 높아질 것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의복관여와 상표 충성 정도 사이의 상관계수는 .5032(p<.001)로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 따라서 의복관여가 높은 집단일수록 상표 충성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관여가 높은 집단일수록 알려진 상표 또는 선호하는 상표에 대해 충성을 나타내 

게 된다는 Lutz & Reilly(1974), 관여 수준이 높을수록 상표간의 속성 과 다양성을 잘 지각하 

여 충성도가 크다고 보는 Zaichkowsky(1985) 의 주장과도 맥 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영섭(1993)의 고관여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의 상표 충성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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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복관여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x19 .71412 .34994 .01547 .05185 -.15493

X|3 .67793 .21269 .06385 .26197 .12218
Xi .66611 .01649 ,04351 一.12402 .14691
Xu ,66211 .22397 .25537 -.12431 -.02728
XI6 .64720 -.09749 一.26628 .00919 .22022
x3 .63408 -.11682 .14807 -.02512 -.00273
x26 .61931 -.10773 -.04193 -.04782 -.07981
x14 ,61601 .00230 -.08739 .12108 .15435
X2o .59538 .29736 -.01183 •一.06655 -.05978
x18 .59295 .29892 -.01120 .00814 ,18297
X32 ,59074 -.04491 -.01820 .01927 -.12187
x10 .58600 ,05514 .58225 .06703 .13271
X39 .57809 .13599 -.04977 .38481 .01394
x40 .57030 -.08696 .08846 .50965 .04721
x9 .56773 -.02181 .36602 .00272 -.00390
x17 .56581 .29125 .14262 -.04315 -.03189
x6 .55708 -.23239 -.13326 -.07214 .01848

X35 .55131 ,11202 .05351 .20080 -.12306
X8 .53115 -.11743 .01519 .04219 -.13776
x5 .51410 -.14002 -.07968 -.05381 -.08227
x2 .48092 -.22529 -.04093 -.18887 .04129
X15 .46944 -.09118 -.22123 -.15306 .25284
x7 .44713 -.36850 一.00427 -.00846 -.11897

X34 .39483 一.08058 -.09972 —.05719 — .38041

Eigen value 9.07621 1.53847 1.15274 1.07894 1.03460

〈표 4> 의복관여와 상표 충성 정도의 

상관관계

상표충성정도

P=.000
의복관여

.5032
(216)

3. 의복관여에 따라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을것이다.

1) 의복관여가 높은 집단일수록 구매액은 

증가할 것이다.

2) 의복관여가 높은 집단일수록 구매빈도 

는 증가할 것 이 다.(p<.001)

의복관여 값을 median값을 기준으로 고관여와 저 관여로 나눈 후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의복관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구매액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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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복관여와 구매액간의 t-test결과

Number 

of cases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t 
value

prob.

저관여집단 

고관여집단

102

115

2.2059
2.7826

1.308

.1.336
.129
.125

-3.21 .002

(p<.01)

〈표 6> 의복관여와 구매 빈도간의 t-test 결과

Number 

of cases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 t

value
prob.

저관여집단 

고관여집단

102
115

1.8333
2.1739

.976
1.062

.097

.009
-2,46 .015

(p<.05)

t-test 결과 의복관여에 따라 구매빈도는 차이를 보이며 의복관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의복관여에 따라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4. 상표 충성 정도에 따라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상표 충성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구매액은 증가할 것이다. ■ .

2) 상표 충성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구매 빈도가 증가할 것 이 다.

상표 충성 정도를 median값을 기준으로 고충성과 저충성으로 나눈 후 t-test를 실시한 결

〈표 7> 상표 충성 정도와 구매액간의 t-test결과

Number 
of cases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t 
value

prob.

저충성집단 

고충성 집단

112
141

2.0536
2.9149

1.064
1.533

.101

.129
—5.26 .000

(p<.001)

(표 8> 상표 충성 정도와 구매 빈도간의 t-test결과

Number 
of cases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t 
value

prob.

저충성집단 

고충성 집단

102
115

1.8661
2.1206

.944
1.072

.089

.090
-2.00 .04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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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충성 집단과 저충성 집단간의 구매 액에 유의한 차이가 나며 상표 충성 정도가 높은 집단 

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구매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test결과 고충성 집단과 저충성 집단간의 구매 빈도에 유의 한 차이 가 나며 상표 충성 정 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구매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상표 충성 정도만으로 구매행동을 설명하기는 부족하지만 상표충성집단이 비충 

성 집단보다 구매 빈도가 높다고 보고한 장세기(1988)의 연구와 같은 경향이다.

5.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서 의복관여수준이 다를 것이다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에 있어 의복관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인 것으 

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도 의복관여에 영향을 주는 통계상 유의한 변수로 밝혀졌다. 직업유무 

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의복관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집단들이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Duncan's Test)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9〉 인구통계적 변수와 의복관여

변인 Source D. F
Sum of 
squares

Mean 
squares

F 
ratio

F 

prob.

연령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5
208
213

17.2731
51.8714
69.1445

3.4546
.2494

13.8527 ,0000*

결혼

여부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1
207
208

14.0779
51.6918
65.7697

14.0779
.2497

56.3750 .0000*

직업 

유무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2

210
212

1.9165
66.8107
68.7272

.9582

.3181

3.0120 .051

(*p<.001)

〈표 10> 연령에 따른 의복관여수준 차이 검증

Mean Group
x4 

(35〜40)

x5

(41〜45)

x6 ■

(46세이 상)

又3

(31〜35)

x2 
(26〜30)

X 

(21〜25)

2.7659 又,(36 〜40) — .0002 .0021 .1773 .1877 .6511*

2.7661 又Ml〜45) — .0019 .1771 .1875 .6509*

2.7680 又“46세이 상) — ,1752 .1856 .6490*

2.9432 又3(31 〜35) — .0104 -.4738*

2.9536 又2(26 〜30) 一 .4634

3.4170 幻(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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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결혼여부에 따른 의복관여수준 

차이 검증

Mean Group
X】 

（기혼）

x2 
(미혼)

2.8042 如기혼） — .5274*
3.3316 又2（ 미혼）

연령에 따라서는 의복관여가 가장 두드러 

진 21〜25세 의 집단이 나머 지 모든 집단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집단끼리 는 유의수준 .05수준에서는 큰 차이 

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단지 연령이 낮은 

20대 초반의 의복관여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미혼 여성이 기

혼여성보다 의복관여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미혼이 기혼보다 연령이 낮으므로 앞의 연령 

결과와 같은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6.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서 상표충성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표의 충성정도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다른 집단간에는

〈표 12> 인구통계적 변수와 상표 충성 정도

변인 Source D. F
Sum of

squares

Mean 
squares

F 
ratio

F 
prob.

연령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5

249
254

6.2224
90.1795
96.4020

1.2445
.3622

3.4362 .0051*

결혼

여부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2
252
254

2.4104
92.5193
94.9296

1.2052
.3671

3.2827 .0391*

직업

유무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1
247

248

4.6923
86.6082
91.3006

4.6923
.3506

13.3821 .0003*

(*p<.05)

〈표 13> 연령에 따른 상표 충성 정도 차이

Mean Group
x4 

(41〜45)
x5

(36〜40)
x(i 

(31-35)
x3

(46이상)

x2
(26〜30)

又1 

(21-25)

2.5766 又4⑷〜45) 一 .0091 .0279 .0734 .2001 .3626*

2.5867 又J36〜40) 一 .0091 .0643 .0191 .3535*

2.6045 X6(31~35) — .0455 .1722 .3347*

2.6500 又3（46 이상） 一 .1267 .2892*

2.7767 X2(26~30) — .1625*
3.9392 又J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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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결혼여부에 따른 상보:중성 정 

도 차이 검증

Mean Group 如기혼） 又我미혼）

2.6139
2.8949

又 l（ 기혼） 

又2（ 미 혼）

— .2810*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직업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를 나타낸다. 상표충성 정도는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유의 한 차를 나타내고 있고, 사후검 

증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25세의 집단이 31〜45세까지의 세 집 

단과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표 15〉 취업유무에'따른 상표 충성 정도 차이검증

Mean Group 叉3（ 부업） 又 l（ 취업 . 又2（비취 업 ）

2.4609 又3（ 부업） — .2118 .3273*
2.6727 幻（취업） — .1155
3.7882 - 灵2（ 비취업） 一

집단간에는 통계상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표충성 정도는 감소되나 46세 이상이 되면서 도리어 상표 

충성 정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년층의 구매능력이 향상되고 의복전반에 걸친 관심이 

증가하며 보수성도 증가하여 상표충성 정도 또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이 낮을 

수록 상표충성 정도가 높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된다.

〈표 14〉와 같이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이 더 높은 상표충성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부업여성과 비취업여성간에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나, 부업여성의 수가 비취업여성에 비 

해 매우 작으므로 재고의 대상이 된다. 다른 집단끼리는 통계상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취업여성보다 비취업여성이 좀 더 높은 상표충성 정도를 나타낸다.

V. 결 론

관여에 대한 연구는 최근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개념의 정립과 측정방법의 개 

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여기에 발맞추어 의복관여 또한 그 개념정리와 측정방법의 개 

발 더 나아가 마아케팅의 활용방안 등 점차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관여도에 

대한 차원 문제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더］, 본 연구에서는 의복관여의 차원에 대해서 알아 

보고 과거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상표충성 정도에 대한 의복관여의 영향을 살펴보 

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 전반에 대한 관여는 단일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의복관여는 상표충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는데, 의복관여 

가 높은 집단일수록 상표충성 정도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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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복관여와 상표 충성 정도는 구매액과 구매빈도와 같은 소비자 구매행동에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복관여가 높은 집단일수록, 상표 충성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지불하는 구매액이 증가하고 구매빈도 또한 증가하였다.

넷째, 인구통계적 변인은 의복관여,상표충성 정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25세가 의복관여와 상표 충성 정도 모두 높게 나타났고, 취업 여부에 따라 

서는 의복관여는 유의적인 차가 없었으며, 상표 충성 정도는 비취업여성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사이에서는 의복관여와 상표 충성 모두 미혼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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