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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s of situational 

variables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on apparel buying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via a questionnaire developed on the previous studies from 534 housewives living at 

Seoul and Pusan, and analyzed by Path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consumers were affected directly by the buying situation and 

the usage situation, and indirectly by the communication situation and the consumer 

characteristics on apparel buying behavior. The buying situation was a variable that 

most affected consumers' apparel buying behavior. Apparel consumers showed the com

mon situational effects on apparel buying behavior, as did on consumer behavio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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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consumer goods. The causal relationships of apparel buying behavior were signifi

cantly different on the types of usage situations.

I.서 론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행동에서 관련되는 상황은 소비 혹은 착용상황과 커뮤니케이션상 

황 그리고 구매상황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박은주와 이은영, 1993： Engel 등, 1993） 의복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황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 같은 착용상황을 의도하였더 

라도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나 구매상황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하는 제품의 유형이나 상표가 변 

화할 수 있으며, 같은 구매 상황이라도 의도하는 착용상황에 따라 그리 고, 구매 당시 의 커뮤니 

케이션 상황에 따라 소비 자가 선택하는 제품이 달라질 수 있다.

Lutz와 Kakkar（1975）는 상황에 의해 설명되는 소비자행동의 분산 정도가 개인의 성격변 

수와 같은 수준이라고 하여 상황변수가 소비자행동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 

하였으며, Miller와 Ginter（1979）는 특정한 상황과 관련되는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소비자 행 

동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Srivastava（1980）도 상황변수가 구 

체화되면 소비 자의 과제에 대 한 판단이 단순해지고 소비 자가 찾는 속성이 명 확해지므로 소비 

자 행동의 좀 더 결정적인 면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의복구매 과정은 소비 자 행동모델들에서 거론되 었듯이 고관여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관 

련변수들 간의 이론적인 인과적인 관계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박은주와 이은영（1993）에 의하 

면 의복상황변수는 구매과정의 각 단계에서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의복관여와 자기 감 

시는 상황변수와 연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특성으로 거론되었으며 후속연구에서 이들 

소비자 특성이 의복구매에 관련된 상황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선정희와 박 

은주, 1994； 박은주, 1995）.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의복구매행동에서 소비자 특성과 상황의 영향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의복 구매유형에 따라 상황변수와 의복관여, 자기감시가 의미있는 관계를 나타 

내었으며 （선정희와 박은주, 1994） 의복착용상황의 유형과 의복관여의 정도에 따라 의복구매행 

동에 대한 영향력이 변화하였다（박은주, 1995）. 또한 의류제품의 사용상황에 따라 지각되는 위 

험, 상점의 속성 및 상점선택 행동 등에 차이가 있었으며（원미향과 박은주, 1994； 김현주 등, 

1995） 의류제품에 대한 추구혜택이나 지각되는 위험 및 상점선택 행동이 의류제품의 사용상황 

과 소비자 특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홍희숙과 고애란, 1996； 홍 

희숙, 1996）. 즉 이들 연구들에서는 의복구매행동에서 소비자 특성이나 상황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 및 개별적인 관계에서의 영향력들이 밝혀져 의복상황변수, 소비자 특성 그리고 구매행동 

이 대체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이 의복의 구매결 

정과정에서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의복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에서 의복구매행동에 대한 소비자 특성, 상황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의복착용상황의 유형별로 의복구매에 관련 

된 상황변수인 착용상황, 커뮤니케이션상황, 구매상황과 소비자 특성인 의복관여와 자기 감 

시, 그리고 소비자행동의 결과인 구매행동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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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1. 의복상황변수

Engel 등（1986）은 소비자행동의 의사결정과정에 촛점을 맞추면서 상황변수가 전반적인 의 

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의미를 지닌 변수임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박은 

주와 이은영（1993）은 의복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의 각 단계에 관련되는 상황변수로 의복착용 

상황, 커뮤니케이션상황 그리고 구매상황을 제시하였다.

의복착용상황은 구매의사 결정과정에서 문제인 식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로 소비자 

의 상황변화나 소유하고 있는 의복에 대한 부적절함을 인식시키는 마케팅활동 등에 의하여 

실제상태와 이상적인 상태 간의 차이를 인식하였을 때 작용하게 된다. 구매과정에서의 착용 

상황은 소비자가 의복을 구매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특정한 사용상황을 말하며 구매가 전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착용이 의도되는 사용상황을 말한다. 의복착용상황이 거론되었던 연구 

들의 결과에 의하면 착용상황에 따라"관련되는 행동의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으며（박은주, 

1995； 김현주 등, 1995； 홍희숙과 고애란, 1996; 홍희숙, 1996） 우리나라 주부들이 인지하고 

있는 의복착용상황의 개념적 구조가 적어도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박은주와 이은영, 1995）.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의복구매과정의 정보 탐색과 대안평가과정에 관련되는 상황 변수로 인 

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제품에 관한 정보나 구매의도를 유도하는 정보의 탐색 및 

정보원의 활용을 말한다. 의복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상황은 연구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상점의 진열장 등 점포정보와 대중매체정보였으며 상 

황에 따라 인적정보나 관찰도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의복착용상황의 유형이나 

의복구매유형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상황의 구조가 변화하였다（이영선, 1991； Thomas 등, 

1991； 박은주, 1991, 1995； 박은주와 박명주, 1994； 선정 희와 박은주, 1994）.

구매 상황은 의사결정과정의 선택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이며 구매결정이 이루어지 

는 시점에 관련되는 변수 및 환경적 요소들을 의미한다.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의 

복에 관련된 구매상황은 기분이나 시간적 여유, 날씨와 같은 소비자상황요인 그리고 점포분 

위기나 쇼핑동반자 등 점포내 상황요인 등 이였으며 의복착용상황의 유형이나 의복구매유형 

에 따라 구매상황의 구조가 변화하였다（Eckman, 1990： 홍금희, 1991； 박은주, 1991, 1995； 

선정희와 박은주, 1994）.

2. 의복관여

의복구매과정에서 의복관여는 구매전 맥락에서 부여하는 노력의 정도에, 그리고 구매결정 

과정과 구매 결정 후에 영 향을 미 친다（박은주, 1995）.

이영선（1991）은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본 결과, 관여란 자극이나 상황들에 의하여 야 

기되는 활성화된 동기적 상태이므로 관여의 개념화보다는 상태적인 접근이 더 타당하다고 제 

안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의복관여란 의복에 대한 동기화, 각성 또는 관심의 상태로서 특 

정한 자극과 상황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으로 정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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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1986)은 유행관여도와 정보원 사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고관여집단은 카탈로 

그나 잡지의 광고를 중요한 정보원으로 이용하였으나 저관여집단은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을 

중요한 정보원으로 이용하였디-. 이영경(1986)은 관여를 소비자구매에 대한 관심도로 정의하 

고 의류제품 유형에 대한 지속적 관여와 상황적 관여를 살펴보았으며, 최은영(1991)은 의복 

관여의 차원을 즐거움 가치, 상징적 가치, 위험중요도, 위험발생 가능성의 4가지로 분류하여 

연구대 상들을 유형 화하였다.

Thomas등(1991)은 의복구매과정에서의 의복관여가 구매자의 개성이나 심리적 상태를 표 

현해 주기 위한 개성표현의 의복관여와 상징 및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위한 상징적 도구로 

서의 의복관여 등 적어도 2개 이상의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영선 

(1991)은 의복관여가 상징성, 관심, 유행, 즐거움, 위험 지각의 5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의복관여의 정도에 따라 쇼핑행동(Shim과 Kotsiopulos, 1991)과 의복만족 

모형 (홍금희, 1991)이 다르게 나타났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의복관여가 높을 경우, 의 

복상황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며(선정희와 박은주, 1994) 의복상황변수의 유형과 의복 

관여의 정도에 따라 소비 자 특성과 제품 특성 그리고 상황변수들 사이 의 인과적 관계에 차이 

가 있음이 보고되었다(박은주, 1995).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의복구매과정에서 의복관여는 구매의사 결정과정 전반에 걸 

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기 감시

의복구매 과정에서 구매 의도와 구매 행동과의 사이를 중재해 주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자기 감시 (self-monitoring) 이 다.

자기감시는 개인에 따라 상황요인과 성격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 

을 설명해 주는 사회심리적인 개념으로 제시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자기감시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표식과 자아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황적 단서를 행동의 지침으로 사용하여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사람은 여러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른 행동패턴을 

보이므로 의도와 행동 사이에 일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반면에 자기감시가 낮은 사람 

은 상황적 단서보다는 내적인 정보를 행동의 지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 의 

도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므로 상황에 따라 일관성 있는 행동패턴을 보인다(Snyder, 1979).

Rabolt(1984)는 집중인터뷰로부터 자기 감시에 관련되는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한 결과 자 

기 감시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나 타인들의 외모에서 의복의 맞음새, 질, 전체적 외모를 잘 파 

악하고 있었으며, 소매점과 패션소-스로부터의 규범적 영향과 신문, 잡지, 카탈로그로부터의 

정보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Wong과 Sheth (1985)도 자기 감시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상황적 단서를 이용, 

관리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며 상황적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태도 

나 행동의도를 행동에 잘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에 있어서 자기 감시는 행동의도 

와 행동사이의 불일치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개인특성이 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선정희와 박 

은주(1994)도 자기 감시가 높은 사람이 의복상황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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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표본구성

본 조사 자료는 1991년 9월에 실시되었고 연구대상은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구매력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으며 746부가 회수되었으나 잘못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모두 

53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요약해 보면, 연령분포는 30대 

와 40대가 82.4%로 대부분이 었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 36.6%, 대 학교 졸업이 36.0%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면서 표본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부의 취업율은 34.3%였고 이중 전문 

기술직이 53.6%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 서비스직이 19.7%, 사무직이 10.9%로 나타났다. 월 

수입은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중심으로 정상분포를 나타내 

었다.

2. 측정도구

1） 의복착용상황

선행연구 결과（박은주와 이은영, 1995）에 따라 주부들이 인지하고 있는 의복착용상황의 4 

개의 유형들을 선정하였고 각 유형들에서 대표적인 상황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상황유형과 

대표적인 상황들은 다음과 같다. 1. 부부동반모임과 같이 착용의복의 규범적 형태가 뚜렷하고 

격식의 정도가 강하게 인지되는 상황（이하 '뚜렷한 정장'상황） 2. 집근처 쇼핑과 같이 착용의 

복의 규범적 형태가 뚜렷하고 격식의 정도가 약하게 인지되는 상황（이하 '뚜렷한 평상복'상 

황） 3. 번화가 쇼핑과 같이 착용의복의 규범적 형태가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으면서 격식의 정 

도가 비교적 약하게 인지되는 상황（이하 '모호한 평상복'상황） 4. 음악회와 같이 착용의복의 

규범적 형태가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으면서도 격식의 정도가 강하게 인지되는 상황（이하 '모 

호한 정 장'상황）이다.

2） 커뮤니케이션상황

커뮤니케이션상황은 선정된 각각의 착용상황 유형에 대해 선행연구（박은주, 1992）에서 구 

성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된 측정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구성되 문항은 총 10문항이었으며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에 1점, '항상 이용한다'에 5점을 주어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3） 구매상황

구매상황은 선정된 각각의 착용상황 유형에 대해 선행연구（박은주, 1992）에서 구성타당도 

와 신뢰도가 확인된 측정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구매대상 의복은 응답자 자신의 의복으로 제 

한하였으며，전혀 사지 않는다'에 1점을 부여하고 '항상 산다'에 5점을 부여하여 5점 평정척도 

로 측정 하였다.

1） 본 연구의 자료와 연구방법 등은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췌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박은주（1992） 
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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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복관여

본 연구에서는 의복관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영선(1991)에 의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 

인된 의복관여의 측정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의복관여의 상징성, 관심, 

유행, 즐거움, 위험지각의 5개 요인으로부터 요인부하량이 높은 10개의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어】 1점, '항상 그렇다'에 5점을 주어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 문항 

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의복관여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5) 자기감시

선행연구(박은주, 1992)에서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인된 자기감시척도를 중심으로 측정문 

항들을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은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5점을 주어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자기 감시 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6) 의복구매행동

의복구매행동은 주어진 구매상황에서의 구매 여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조작하여 구매상 

황 측정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으로 개인의 구매 행동을 측정하였다. '전혀 사지 않는다' 

에 1점, '사지 않는다'에 2점을 주고, '대부분 산다에 4점, 그리고 '항상 산다'어］ 5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3.자료분석

의복착용상황의 각 유형별로 의복구매행동에 대한 상황변수와 소비자특성의 영향을 밝히 

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PC Program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의복상황변수와 소비자특성 그리고 구매 행동이 의복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떠한 관계 

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비자특성인 의복관여와 자기감시, 의복구매에 관련된 

상황변수인 착용상황, 커 뮤니 케 이 션상황과 구매 상황 그리 고 소비 자행동의 결과인 구매 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각 착용상황 유형별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은 '뚜렷한 정장'상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결과에 의하면 의복구매행동 즉 의복 

의 구매 여부는 의복관여, 자기감시f 착용상황f 커뮤니케이션상황f 구매상황f 구매행동 

의 과정을 거쳐 관련 변수들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 변수들에 의하 

여 총 분산의 91%가 설명되었다.

의복의 구매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구매상황과 착용상황이었으며 이 중에서 

도 구매상황에 의하여 구매 여부의 대부분이 설명되었다. 구매상황은 총체적 효과의 대부분이 

직접적인 인과적 효과에 의하여 설명되었으나, 착용상황은 직접적인 인과적 효과보다는 커뮤니 

케이션상황이나 구매 상황을 통한 간접적 인 인과적 효과에 의하여 더 많은 부분이 설명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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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뚜렷한정장'상황에 대한 의복구매행동의 인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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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의 구매 여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변수는 의복관여, 자기 감시, 커뮤니케이션상황 

이였다. 이들 변수들의 구매 여부에 대한 총체적 효과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며 다른 상황변수들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서 자기감시는 구매에 관련된 모든 상 

황변수들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복관여나 커뮤니케이션상황에 의한 간접효과 

보다 구매 여부에 더 큰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에 의하면, 규범적 형태가 뚜렷한 정장차림이 구매과정에서 의도될 때는 의복의 구 

매 여부가 구매상황에 의하여 대부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의도되는 착용상황에 의해 

서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구매 여부에 대한 착용상황의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보다 커뮤니 

케이션상황이나 구매상황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더 많이 작용하였다. 의복관여, 자기 감시, 

커뮤니케이션상황은 의복의 구매 여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특히 자기감시의 기여도 

가 높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 의하면 '뚜렷한 평상복에서 의복의 구매 여부는 '뚜렷한 정장'에서와 같이 구매 

상황과 착용상황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의복관여, 자기감시, 커뮤니케이션상황

〈그림 2〉'뚜렷한 평상복'상황에 대한 의복구매행동의 인과모형 

** pM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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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모호한 평상복'어】 대한의복구매행동의 인과모형 

**pM0.01

에 의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즉 규범적 형태가 뚜렷한 평상복차림이 구매과정에서 의도될 때는 의복의 구매 여부가 구 

매상황과 착용상황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다른 착용상황 유형이 의도되었을 

때보다 구매상황의 직접적인 영향은 작게 작용하였고, 의도되는 착용상황의 직접적인 영향은 

보다 많이 작용하였으며, 의복관여의 간접적인 영향이 가장 적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모호한 평상복'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모호한 평상복' 상황에서도 의복의 구매 

여부는 구매상황과 착용상황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의복관여, 자기 감시, 커뮤 

니 케이션상황에 의하여 간접 적 인 영 향을 받았다.

즉 규범적 형태가 모호한 평상복차림이 구매과정에서 의도될 때는 의도되는 착용상황이 의 

복의 구매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그 보다는 커뮤니케이션상황이나 구매상 

황을 통한 간접적 인 영향이 더 많이 미 쳤다.

〈그림 4〉에 의하면, '모호한 정장에서 다른 착용상황 유형에 비해 구매 여부에 대한 관련변 

수들의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는더】, 이러한 설명력의 대부분은 구매상황의 직접적인 영향에

〈그림 4> '모호한 정장'상황에 대한 의복구매행동의 인과모형

**PMO.O1 *pM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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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 것이었다. 즉 규범적 형태가 모호한 정장차림이 구매과정에서 의도될 때는 구매상황 

에 의하여 의복의 구매 여부가 대부분 결정되었으며, 구매 여부에 대한 착용상황의 영향은 주 

로 관련된 정보탐색이나 구매상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작용하였고, 구매 여부에 대한 커뮤 

니케이션상황의 간접적인 영향은 다른 착용상황 유형보다 더 많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의복착용상황 유형에 따른 소비 자특성과 의복상황변수 그리 고 의복구매 행 

동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비 자행동모델에 의하면 소비 자들이 의복을 구매 하고자 할 때는 문제 인식 단계에서 착용 

상황을 의도하고 이에 따라 구매에 필요한 정보탐색과 대안평가단계를 거쳐 구매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인과모형에 의하면 착용상황 T•구매 상황의 관계가 착용상 

황一► 커뮤니케이션상황이나 커뮤니케이션상황— 구매 상황의 관계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부부동반모임과 같은 뚜렷한 정장차림, 집 근처 쇼핑과 같은 뚜렷한 평상복차 

림, 번화가 쇼핑과 같은 모호한 평상복차림에서와 같이 주부들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친 

숙한 착용상황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즉, 주부들이 의 복을 구매 할 때 는 착용상황을 의 도하고 이 에 따라 탐색 된 정 보에 의 하여 비 

교, 평가된 대안들의 영향을 선택단계에서 받기도 하지만 친숙한 착용상황이 의도되었을 때 

는 이러한 영향보다 의도된 착용상황의 영향이 선택단계에서 더 많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주부들이 친숙한 착용상황을 의도하고 그에 필요한 의복을 구매하고자 할 때 

는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여 이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그 착용상황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한정된 지식으로 의복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매 상황에 대 하여 착용상황이 커 뮤니 케 이션상황보다 더 많은 영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구매 상황에 의하여 착용상황이 의도되 거나 구매의 필요성이 기억되어 구매결정이 이 

루어 질 수도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은 의복에 관련된 모든 정보의 획득이 불가능하고 의복의 미적인 평 

가가 어려운 상태에서 의복을 구매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복구매과정에서 친숙한 상황이 의 

도될 때는 적극적인 정보탐색 없이 그 상황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한정된 평가기준 만을 갖 

고 대 체 안을 선택 하는 경 향이 있으며 구매 상황에 의 하여 문제 인식 즉 구매 의 필요성 이 유발 

되어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행동패턴은 소비자행동의 저관여 모델의 특성을 

일부 나타내 주는 것이며 위 연구결과는 이러한 행동패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복구매과정에서 친숙한 상황이 의도될 때는 

상표충성도나 점포충성도에 의 한 구매 가 이루어 질 가능성 이 높으며 나아가 구매 상황에 의 한 

충동구매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인과모형들에서 보여지는 변수들 사이의 경로계수는 구매 행동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상황효과를 나타내 준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규범적 형태가 뚜렷 

한 정장차림을 의도하고 의복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구매상황으로부터 0.84정도의 상황효과 

가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구매결정에 관련된 변수들 사이에서 유의한 

_ 153 一



상황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복의 구매결정과정에서도 Cote(1986)가 제시한 상황의 

공통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소비 자들이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의복구매과정에서 구매 여부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변수는 구매상황과 의도되는 착용상황이었으며 의복관여, 자기감시,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착용상황 유형에 따라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의 효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셋째, 의복구매과정에서도 다른 소비자행동과 같이 공통된 

상황효과가 나타났으며, 구매행동에 대한 이러한 상황효과는 구매상황에 의해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주부들이 친숙한 착용상황을 의도하고 의복을 선택, 구매하고자 할 때는 커 

뮤니케이션상황에 의한 영향보다는 의도된 착용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의한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연구의 대상이 30대와 

40대의 주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표집지역도 서울과 부산으로 국한되었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분포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고소득, 고학력 계층에 해당하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적 

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의복구매행동의 저관여 모델의 특성이 집중 

적으로 조사되어야 하고 의복구매에 관련된 상황변수들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계속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의복구매행동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조작하여 구매행동 

에 대한 상황변수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을 인 

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확대, 분류하여 이들이 접하는 일반적인 상황변수 그리고 상황효과 및 

대상에 따라 나타나는 상황효과의 차이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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