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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consumers' evaluation, evaluation criteria and com
plaint factors on the department stores* private brand apparel with consumers* responses on the 
department stores' manufacturer brand apparel, 564 subjects were gathered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and, for data analysis, mean, t-test, ANOVA, Duncan test,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mong the purchasing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pparel evaluation ac

cording to fabric, style, sewing, suitability, versatility, washability, price and color.
2. Among the purchasing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pparel evaluation c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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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ia according to fabric, fashionability, sewing, brand name, department store' credibility.
3. The differences in complaint factors of apparel among the purchasing groups were due to 

factors such as high quality, variety, price and siz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plaint Actors of apparel according to the subjects' age.

I.서 론

‘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국내 유 

통업체는 무한경쟁 시장구조에 직면하게 되었고, 

시장이 경쟁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자체의 기술개 

발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유통산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의류유통시 

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유통망이 백화점, 

대리점 및 전문점, 재래시장 등으로 크게 3등분 

되고, 여기에 상설할인점이나 주문복 업체가 일 

부를 차지하던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통망이 

자리를 잡음에 따라 변화된 유통시장에 대한 패 

션업계의 대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적으로는 재래시장 유통비중이 줄어들고 백화점 

이나 전문점, 대리점 비중이 높아가는 가운데 업 

체들의 재고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자사직 영 할인 

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중 유통업 성장의 주 

역으로서, 우리나라 소매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백화점은 의류제품의 유통형 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의류 

유통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화점에 입점하고 있는 

국내 여성복 브랜드를, 백화점이 전 공정에 참여 

하므로 중간마진을 제거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동일수준의 제품에 비해 70〜80%선의 저렴한 가 

격을 제시할 수 있는 반면 백화점은 30〜40%의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어 판매이익률 재고에 기 

여할 수 있는 자체상표(Private Brand)오］" 디자 

이너 브랜드 및 내셔날 브랜드 둥의 제조업자상 

표로 구분하여, 국내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및 불만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보다 

나은 자체상표(P.B.) 제품 개발을 통한 머천다 

이징 확립으로 향후 성숙된 시장구조에서 백화점 

이 성숙,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 

라, 국내의류업체의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 

겠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백화점의 여 

성복 국내브랜드 제품을 자체상표 제품과 제조업 

자상표 제품으로 구분하여, 구매 집 단별 의 류제품 

평가 및 평가기준을 비교분석하고, 둘째, 자체상 

표 제품 • 제조업자상표 제품 구매집단별, 연령별 

의류제품 불만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n. 이론적 배경

1.자체상표

자체상표(Private Brand)는 1920년대 미국 체 

인점들이 대규모화되면서 판매 력을 강조하는 소 

매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가려고 하는 독 

점적인 대규모 제조업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조 

업자 상표 제품중 성숙기에 있는 제품을 모방하 

여 영세 제조업자를 통해 생산, 납품토록 하여서 

소매업자의 상표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 

되었다.

상표를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 인 형 태는 상표사 

용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제조업자 상표(Ma
nufacturer' Brand)와 유통업자 상표(Distribu
tors' Brand)로 구분되는데, Schutte》는 제조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상표를 

제조업자 상표라 하였고, 유통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상표를 유통업자 상표 

라고 하였으며, Private Label을 유통업자 상표 

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체상표는 자가상표, 상업자상표, 

판매업자상표, 점포상표 등으로 호칭되고 있으 

며, 그 어느 것이든 제조업자에 의해 부착된 N. 
B.(National Brand), M.B.(Maker Brand)에 

대응되는 용어 이다3).
N.B.란 대규모 메이커가 개발한 것으로 독자 

적인 제품의 이름, 마크, 품질 등을 설정해서 소 

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며, 전국시장을 대상으 

로 판매하기 때문에 대 량생산을 하고 제품의 지 

명도가 높다. 반면에 자체상표는 유통업자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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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으로 개발한 독자의 제품에 품질, 브랜드명, 

마크, 포장등을 결정하여 메이커에 발주하는 오 

리지널 제품으로, 가격은.보통 N.B.보다 저렴하 

고 제품의 지명도와 신뢰도에 있어서 N.B.보다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4）.
결국 백화점 자체상표 제품이란 백화점이 자사 

의 독자적인 기획 또는 메이커와 공동으로 기획 

하고, 생산하여 백화점 고유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제품으로 판매업자 또는 그 계열에 의 

해 소유, 관리 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이종명5）의 연구에서 백화점 자체상표（P.B.） 
의류에 대한 만족도가 타브랜드 의류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인호찬©은 성인의 

류 제품의 상표를 백화점 점포상표 （Store Bra- 
nd）와 제조업자 상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점 

포상표 선호집단은 제조업자 상표 선호집단보다 

가격과 서 비스를 중시 하고 제조업자 상표 선호집 

단은 디자인과 색상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하였다.

2. 의류제품 평가

소비자는 각자의 평가기준이나 선택기준에 근 

거를 두고 대상이 되는 제품을 평가하며, 평가기 

준이 란 소비자가 여 러가지 대 안을 평가하는데 사 

용하는 속성이나 명세이다. 의복에 대한 평가기 

준의 이론으로 Lewin은 본질적, 비본질적 기준 

이라는 2분화된 차원으로 설명하고, Stemm은 

미, 실용성, 질의 차원으로 구분하는 등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7）.
임숙자8）의 연구에서 의류학 전공생의 의복선 

택요인은 디자인, 품질, 자아이미지, 동조, 가격, 

점포이미지, 판촉의 순위였고, 의복선택요인을 

제 품중시형 과 이 미 지중시형 으로 분류하였을 때 

제품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정9）의 연 

구결과 대학생들은 의복선택시 디자인을 가장 중 

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혜원

1。）의 연구에서 주부들은 직물의 질이나 봉제상태 

같은 품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제품평가를 다룬 유혜경⑴의 연구에서 미국 소 

비자들은 한국산 의류를 유행색 의 사용이나 유행 

성에서는 많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나, 

위신성과 부분처리에서 특히 낮게 평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의류제품 불만족

만족, 불만족의 개념을 살펴보면 Westbrook, 
Newman^）은 소비자 만족, 불만족은 소비자가 

제품의 소유 및 사용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쾌감의 정도라고 하였다. Engel, Blackwell, Mi- 
niard*）는 소비자 만족을 선택된 대안들이 그 대 

안들에 대한 사전신념과 일치하는 구매후의 평가 

라 하였고, 소비자 불만족은 선택된 대안들이 그 

대안들에 대한 사전신념과 기대와 불일치 할 때 

의 결과라고 하였다. 의복불만족을 다룬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지혜경 • 이은영14）의 연구에서 제 

품과 관련된 불만족은 품질 /치수요인, 제품 다 

양성요인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은 소비자일수 

록 불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원 

의 연구에서는 40〜50대 주부들의 경우 의복가격 

에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해 

운 • 차옥선15）은 시판의류제품에 관련된 소비자 

불만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 고발자료를 중심으 

로 살펴본 결과, 품질에 관련된 고발이 가장 많았 

고, 불만내용은 세탁후 탈색, 세탁후 수축 또는 

신장에 관한 것이 높게 나타났다.

m.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자체상표 제품 • 제조업자상표 제 

품 구매집단별 의류제품평가를 

비교분석 한다.

연구문제 2 : 자체상표 제품 • 제조업자상표 제 

품 구매집단별 의류평가기준을 

파악한다.

연구문제 3 : 자체상표 제품 • 제조업자상표 제 

품 구매집단별, 연령별 의류제품 

불만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2. 예비조사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백화점 

자체상표 매장 9군데에서, 20대 이상의 여성 91 
명을 대상으로 개별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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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U개의 의류평 

가요인을 선정하여, 각 요인별로 인터뷰하는 매 

장의 의류에 대해 질문하였다.

의류평가용어는 소비자 인터뷰를 토대로 추출 

한 후, 1997년 1월 7일 의류학전공 대학원생 17명 

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의 

미를 지닌 용어를 묶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선 

행연구를 참조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2차 예비 

조사는 1997년 1월 14일에서 1월 16일 사이에 연 

령 및 교육정도,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20대 이상 

의 여성 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요인분석 

결과에서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특정변 

수의 분산인 공통성 （communality） 의 값과 요인 

부하량 값 0.5 이상으로 설명력이 크다고 판단되 

는 문항을 채 택하였다. 이를 의류학과 교수와 대 

학원생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1997년 2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의류학전공 대학원생과 20대 이상의 여성 52명을 

대상으로 3차 예 비조사를 실시 하였다.

의류평가기준은 선행연구와 소비자인터뷰를 

토대로 문항을 작성하였고, 의류제품 불만요인은 

소비자 인터뷰와 20대이상의 여성 40명을 대상으 

로 자유기필토록 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를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 

으로 예 비조사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3. 측정도구
측정도구로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 

는 의류제품에 대한 평가,문항, 의류제품 평가기 

준에 대 한 중요도 문항, 의류제품에 대한 불만요 

인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통계적 특 

성으로 연령을 조사하였다.

의류제품 평가에 대한 문항은 의류제품의 소 

재, 스타일, 바느질, 어울림, 다른 옷과의 조화가 

능성, 착용용도의 다양성, 세탁용이성, 유행성, 

가격, 색상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파악하기 위 

한 부분으로, 38문항이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이중 색상평가 문항은 대조가 되는 형용사를 양 

극화하여 왼쪽극단에 1점, 오른쪽 극단에 5점을 

주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백화점에서 여성복 

구입시 주로 이용하는 브랜드（청바지 브랜드 제 

오】）를 한군데만 기입토록 하고, 기입한 브랜드에 

서 주로 구입 하는 품목을 응답토록 한 후, 응답한 

품목을 염두에 두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의류제품 평 가기 준에 대 한 중요도 문항은 의복 

구매시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평가기준을 파악하 

기 위한 부분으로, 16문항이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의류제품에 대한 불만요인 측정문항은 의복구 

매시 또는 구매후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 

만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으로, 15문항이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4.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표본은 서울시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여성으로서 백화점의 여성복 중 자체상표 

제품 구매경험자와 제조업자상표 제품 구매경험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백화점 선정은 서울시내 백화점 중 자체상 

표 여성의류를 보유하고 있는 7개 백화점 중에서 

자체상표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4개 백화점과 신 

규런칭된 1개 백화점을 제외한,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 백화점 2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자체상표는 신세계 백화점의 트리니 

티, 샤데이, 트리아나, 바니테일러, 아이비하우 

스, 롯데백화점의 위드원, 벨로즈, 오트망 엘레강 

스, 오트망 레포츠 등이 다.

자료수집은 1997년 3월 17일부터 3월 31일에 

걸쳐 수집되었다. 백화점 자체상표 제품 구매경 

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본 연구에서 선정 

한 백화점의 자체상표 매장에서 실시하였고, 매 

장에 들어온 사람중 구매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 케 한 후 그 자리 에서 회 

수하였다. 백화점 내의 제조업자상표 제품 구매 

경험자는 연령을 고려하여 편의추출하였匸］■.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되지 않은 것과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총 564부（자체상 

표 제품 구매경험자 316명, 제조업자상표 제품 

구매경험자 248명）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 

료분석은 평균, t-test, ANOVA, 던컨테스트, 요 

인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면 2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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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09명）, 30대가 22.0%（124명）, 40대가 

23.9%（135명）, 50대 이상이 17.0%（96명）의 분 

포를 이루고 있다. 자체상표 제품 구매경험자의 

경우 20대가 37.0%, 30대가 23.4%, 40대가 25. 
9%, 50대 이상이 13.6%이며, 제조업자상표 제품 

구매경험자는 20대가 37.1%, 30대가 20.2%, 40 
대가 21.4%, 50대이상이 21.4%였다.

2. 의류제품 평가

1） 구매집단별 의류제품 요인 평가

제품요인 평가는〈표 2〉에서 제시한 소재 10문 

항, 바느질, 착용용도의 다양성은 각 2문항, 어울 

림, 다른 옷과의 조화가능성, 가격은 각 1■문항, 

세탁용이성 2문항（구김처리나 세탁이 용이한 옷 

감, 드라이클리닝하므로 부담스럽다）, 활동성 2 
문항（신축성이 있어 활동적인 옷감, 편안한 스타 

일）, 유행성 2문항（유행하는 옷감, 유행을 앞서 

가는 옷）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였고, 구매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표 

1）.
소비자는 제품요인중 바느질과 어울림에 대한 

평가를 가장 높게 하였고, 가격이 비싸다고 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집단별로는 어울림, 

착용용도의 다양성, 세탁용이성, 활동성, 가격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체상표 제품이 

제조업자상표 제품보다 착용용도가 다양하고 세

〈표 1> 구매집단별의류제품요인평가 

탁이 용이하며 활동적인 것으로 평가된 반면 제 

조업자상표 제품은 자체상표 제품에 비해 외모나 

체형과 잘 어울리고 가격이 비싼 것으로 평가되 

었다.

따라서 자체상표 제품이 제조업자상표 제품보 

다 실용적, 경제적 측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백화점 자체상표 의류 

소비자의 구매동기중 가격저렴이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를 뒷받침 

하고 있다.

2） 구매집단별 의류제품 평가

소비자는 국내의류제품을 옷감이 부드럽고 가 

벼우며, 심플하고 얌전한 스타일로서, 바느질이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무난한 색상의 옷으로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집단별 의류제품평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한 결과 소재, 스타일, 바느질, 어울 

림, 착용용도의 다양성, 세탁용이성, 가격, 색상 

등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
소재는 자체상표 제품이 제조업자상표 제품 보 

다 신축성이 있어 활동적이고 구김처리나 세탁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제조업자상표 제품은 

자체상표 제품에 비해 보프라기가 생기거나 올이 

뜯기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스타일 

은 제조업자상표 제품이 자체상표 제품보다 심플

P<.01, - p<.001, a: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임. 가격은 점수가 높을수록 고가라는 평가임.

구매집단

요인

자체 상표 

제품 （n=316）

제조업자상표 

제품 3=248）'

전체 

(n=564)
값

소 재 3.36 3.33 3.35 0.99
바느질 3.65 3.73 3.68 -1.40
어울림 3.59 3.77 3.67 -3.08**
착용용도의 다양성 3.56 3.40 3.49 3.01**
다른 옷과의 조화 가능성 3.41 3.33 3.38 1.09
세탁 용이성 3.03 2.73 2.90 4.86***
활동성 3.50 3.31 3.42 3.55***
유행성 3.19 3.24 3.21 -0.79
가 격 3.35 3.81 3.55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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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매집단별 의류제품 평가

요인

구매 집단 자체 상표 

제품 (n=316)
제조업자상표 

제품 (n=248)
전체 

(n=564)
값

부드럽고 가벼움 3.81 3.79 3.80 0.34
새로운 옷감(신소재) 3.26 3.17 3.22 1.27
고급스러움 3.50 3.55 3.52 -0.78
보프라기가 생김 3.30 3.57 3.42 -3.45***

소재 독특한 옷감 3.12 3.00 3.07 1.75
신축성이 있어 활동적임 3.24 2.91 3.10 4.76***
유행하는 옷감 3.22 3.28 3.24 -0.85
올이 뜯김 3.39 3.55 3.46 -2.11*
질감이 좋음 3.62 3.63 3.62 -0.16
구김처리나 세탁이 용이함 3.13 2.81 2.99 4.29***

얌전한 스타일 3.79 3.71 3.76 1.25
편안한 스타일 3.74 3.69 3.72 0.78
날씬해 보이는 스타일 3.35 3.40 3.37 -0.73
현대 감각이 있는 고상한 스타일 3.55 3.60 3.57 -0.73

스타일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스타일 3.36 3.25 3.31 1.65
세련된 스타일 3.51 3.59 3.54 -1.28
정 장 스타일 3.65 3.71 3.68 -0.92
개성이 독특한 눈에 띄는 스타일 2.93 2.88 2.91 0.67
심플한 스타일 3.75 3.87 3.80 -2.08*
무난하고 평범한 스타일 3.58 3.61 3.59 -0.41
노숙한 스타일 2.82 2.75 2.79 0.82
깔끔하고 예쁜 스타일 3.32 3.20 3.27 1.80
여성스럽고 드레시한 스타일 3.08 3.02 3.06 0.67
야한 스타일 2.10 1.97 2.04 1.69

바느질 바느질이 튼튼하게 잘 됨 3.68 3.82 3.74 -2.24*
바느질이 깔끔함 3.61 3.63 3.62 — 0.33

어울림 외모나 체형과 잘 어울림 3.59 3.77 3.67 -3.08**

착용용도의 점잖은자리에 적합함 3.66 3.66 3.66 -0.07
다양성 점잖은자리 이외에 다양하게 입음 3.45 3.13 3.31 4.09***

다른옷과의 

조화가능성

다른 옷과 조화시켜 입기 쉬움 3.41 3.33 3.38 1.09

세탁용이성 드라이 클리 닝 하므로 부담스러 움 2.92 2.64 2.80 3,41***

유행성 유행을 앞서감 3.15 3.19 3.17 -0.56

가격 가격 수준 3.35 3.81 3.55 -8.01***

색상 무난한 색一무난하지 않은 색 2.11 2.14 2.12 -0.32
어둡고 탁한 색 一밝고 탁하지 않은 색 3.14 3.13 3.13 0.14
유행하는 색一유행하지 않는 색 3.03 2.87 2.96 1.95
화려 한 색 一고상한 색 3.60 3.54 3.57 0.71
흔하지 않은.색一흔한 색 2.98 3.23 3.09 -2.90**

*p<.05, **p<.01( ***p<.001

a：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핑가임. 스타일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임. 

가격은 점 수가 높을수록 고가라는 평가임. 색상은 점수가 낮을수록 왼쪽색상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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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타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제조업자상표 제 

품이 자체상표 제품보다 바느질이 튼튼하고 외모 

나 체형과 잘 어울리며 가격이 비싼 것으로 평가 

되었고, 자체상표 제품은 제조업자상표 제품에 

비해 점잖은 자리 이외에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평가되었으며, 제조업자상표 제품 구매집 

단이 상대적으로 드라이클리닝하는 것을 부담스 

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색상의 경 

우 제조업자상표 제품이 자체상표 제품보다 흔한 

색상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소비자가 자체상표 의 류에 대해 

바느질 향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5）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볼 때 자체상표 제품 개발자는 보프라기 

가 생기지 않고 올뜯김이 적은 소재를 선정해야 

할 것 이며 국내의류업체 는 물세 탁이 가능한 소재 

를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3） 구매집단별 의류평가기준

의류구입시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평가기준은 

스타일（디자인）, 어울림, 색상, 가격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의복선택시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弗）와 일치 

된 결과라 하겠다. 구매집 단별 의 류평 가기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소 

재, 유행성, 바느질, 상표, 백화점에 대한 신뢰도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5개 요인 모두 

자체상표 제품 구매집단이 제조업자상표 제품 구 

매 집 단보다 중요시 하는 평 가기준으로 나타났다 

（표 3）.
이상의 결과에서 자체상표 제품 구매집단이 백 

화점 자체 개 발제 품을 구매 하는 이 유중 백 화점 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3. 의류제품에 대한 불만요인

의류제품에 대한 불만 문항을 Varimax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표 4〉와 같이 총 설명력 

66.3%를 나타내는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5개 

요인들은 문항내용을 고려하여 요인 1은 감각적

〈표 3> 구매집 단별 의류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

구매집단 

평가기준

자체 상표 

제품 （n=316）
제조업자상표 

제품 （n=248）
전체 

（n=564）
t 값

스타일 （디자인） 4.47 4.49 4.48 -0.49
소 재 4.24 4.12 4.18 2.09*
색 상 4.28 4.22 4.26 1.07
가 격 4.25 4.18 4.22 1.10
외모나 체형과 어울림 4.46 4.48 4.47 -0.29
유행성 3.22 3.06 3.15 2,11*
편안함 4.11 4.13 4.12 一0.36
다른 옷과의 조화가능성 3.99 3.91 3.96 1.29
착용용도의 다양성 3.91 3.92 3.91 -0.26
바느질 4.13 3.96 4.06 2.80**
상 표 3.22 3.01 3.12 2.55*
착용감 4.15 4.05 4.11 1.94
사이즈 4.23 4.17 4.20 1.16
세탁용이성 및 실용성 3.87 3.75 3.82 1.75
품 위 3.86 3.78 3.83 1.06
백화점에 대한신뢰도 3.57 3.00 3.32 6.58***

*p<.05, **p<.01, *"p<.001, a: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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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의 15.7% 
를 설명하며, 요인 2는 품질 요인（설명력 14.7%）, 
요인 3은 다양성 요인（설명력 13.4%）, 요인 4는 

가격 요인（설명력 11.3%）, 요인 5는 사이즈 요인 

（설명력 11.2%）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Cronba- 
ch의 a계수를 살펴보면 각각 .73, .70, .74, .72, 
.78로 각 문항의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1） 구매집단별 의류제품 불만요인

국내의류제품에 대 한 소비자 불만은 가격에 대 

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품목이나 스타일, 색상이 다양하지 못한 것에 대 

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가격에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표 4> 의류제품에 대한 불만문항의 요인 분석 결과

요인 1 감각적 스타일 요인

유행스타일이 부족하다 ,820
젊은 스타일이 부족하다 .744
옷이 무난하고 개성이 없다 .684
캐주얼 정장 스타일이 부족하다 .611

아이겐 값 2.35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15.7%

요인 2 품질 요인

부속품이 고급스럽지 않다 .781
옷감의 질이 좀더 고급스러우면 좋겠다 .700
세탁후 수축,탈색,변형되는 수가 있다 .637
옷감이 다양하지 않다 .465

아이겐 값 2.20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14.7%

요인 3 다양성 요인

스커트, 블라우스, 니트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842
스타일이 다양하지 않다 .819
색상이 다양하지 않다 .489

아이겐 값 2.01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13.4%

요인 4 가격요인

가격이 부담스럽다 .850
가격이 다양하지 않다 .834

아이겐 값 1.69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11.3%

요인 5 사이즈 요인

큰 사이 즈, 작은 사이 즈가 부족하다 .853
사이 즈가 다양하지 않다 .803

아이겐 값 1.68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11.2%
총 설명력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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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매 집 단별 의류제품 불만요인

〜구매집단 

불만요인

자체 상표 

제품 (n=316)
제조업자상표 

제품 (n=248)
전체 

(n—564)
값

감각적 스타일 요인 2.95 2.87 2.91 1.29
품질 요인 2.94 3.37 3.13 -7.87***
다양성 요인 3.21 3.58 3.37 -6.63***
가격 요인 3.24 3.99 3.57 -12.04***
사이즈 요인 3.00 3.44 3.19 -6.32***

P<.001, a: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도가 큰 것임.

연구1。)와 일치된 결과라 하겠다.

구매집단별 불만요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한 결과 품질 요인, 다양성 요인, 가격 요 

인, 사이즈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4개요인 모두 제조업자상표 제품 구매집단이 자 

체상표 제품 구매집단보다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5). 이는 자체상표 의류에 대한 만족 

도가 타브랜드 의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표6> 연령별 의류제품 불만요인

불만 

요인

연령

구매집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이상
F

감각적 자체상표 제품 3.00 3.04 2.84 2.84 1.77
스타일 제조업자상표 제품 2.98 2.78 2.88 2.92 0.41

요인 전 체 2.95 2.94 2.86 2.88 0.67

품질 자체상표 제품 3.05a 3.04a 2.80b 2.78b 3.93**
요인 제조업자상표 제품 3.49 3.36 3.27 3.29 2.06

전 체 3.24A 3.17AB 2.98c 3.05BC 4.80**

다양성 자체상표 제품 3.31a 3.25a 3.15AB 2.95b 3.38
요인 제조업자상표 제품 3.66 3.69 3.42 3.49 2.43

전 체 3.46a 3.43a 3.26b 3.25b 3.89**

가격 자체상표 제품 3.12 3.28 3.30 3.40 1.92
요인 제조업자상표 제품 4.11 3.82 3.97 3.97 1.75

전 체 3.56 3.50 3.56 3.71 1.33

사이즈 자체상표 제품 2.96 3.19 2.95 2.88 1.79
요인 제조업자상표 제품 3.64a 3.50仙 3.33bc 3.12c 5.52**

전 체 3.26a 3.32a 3.10AB 3.02b 3.36*

*p<.05, **p<.01
자체상표 제품 구매집단: 20대(n=U7), 30대(n=74), 40대(n=82), 50대 이상(n=43) 
제조업자상표 제품 구매집단: 20대(n=92), 30대(n=50), 40대(n=53), 50대 이상(n=53) 
a：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도가 큰 것임.

b： 평균점수의 어깨에 표시한 ABC는 던컨 사후검증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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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국내의류업체는 좀 더 고급스 

럽고 다양한 제품을 사이즈별로 생산하여 다양한 

가격대로 소비자에게 제시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연령별 의류제품 불만요인

연령별 의류제품에 대한 불만요인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국내의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요인은 품질 요인, 다 

양성 요인, 사이즈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표 6）. 품질 요인은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보다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양성 

요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불만족하였으며, 사이즈 

요인은 20대, 30대 집단이 50대 이상 집단보다 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耳. 한편 제품과 관련된 

불만족으로, 품질 /치수요인과 제품다양성 요인 

으로 나타난 지혜경 • 이은영의 결과에서는 연령 

이 높을수록 불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구매집단별로는 자체상표 제품 구매집단의 경 

우 품질 요인, 다양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는더】, 품질 요인은 20대, 3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보다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 

양성요인은 20대, 30대 집단이 50대 이상 집단보 

다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자상표 제품 구매집단은 사이즈 요인에 

서 유의 한 차이 가 나타났고, 20대 집 단이 40대 이 

상 집 단보다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연령이 낮은 소비자일수록 국 

내의류제품의 품질 및 품목, 스타일, 색상의 다양 

성, 의류사이즈 등에서 불만족도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특히 젊은층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 

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의류제품을 생산하여 

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의류에 대한 제품요인 평가는 바느질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매집단 

별로 어울림, 착용용도의 다양성, 세탁용이 

성, 활동성, 가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구매집단별 의류제품평가는 소재, 스타 

일, 바느질, 어울림, 착용용도의 다양성, 세 

탁용이성, 가격, 색상에서 부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체상표 제품은 제조 

업자상표 제품에 비해 소재가 신축성이 있 

어 활동적이고 구김처리나 세탁이 용이하 

며, 점잖은자리 이외에 다양하게 입을수 있 

는 옷으로 평가되었다. 제조업자상표 제품 

은 자체상표 제품보다 소재의 경우 보프라 

기가 생기거나 올이 뜯기는 경우가 적은 것 

으로 평가되었고, 심플한 스타일로서 바느 

질이 튼튼하고 잘 어울리며, 흔한 색상의 옷 

으로 가격은 비싼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제조업자상표 제품 구매집단이 자체상표 제 

품 구매집단에 비해 드라이클리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매집단별 의류평가기준은 소재, 유행성, 

바느질, 상표, 백화점에 대한 신뢰도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5개 요인 모두 자체 

상표 제품 구매집단이 상대적으로 중요시하 

는 평 가기 준으로 나타났다.

3. 구매집단별 의류제품 불만요인은 품질 요 

인, 다양성 요인, 가격 요인, 사이즈 요인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더】, 4개요인 모 

두 제조업자상표 제품 구매집단이 자체상표 

제품 구매집 단보다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의류제품 불만요인은 자체상표 제품 구 

매집단의 경우 품질 요인, 다양성 요인에서, 제조 

업자상표 제품 구매집단은 사이즈 요인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고, 3개 요인 모두 연령 이 낮을 

수록 불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부터 마케팅 측면에서의 시 

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체상표 제품이 제조업자상표 제품에 비해 착 

용용도가 다양하고, 세탁이 용이하며, 활동적이 

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평가된 것을 볼 때, 소 

비자가 자체상표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실용적 

이고 경제적인 측면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반면에 의류구입시 자체상표 제품 구매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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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조업자상표 제품 구매집단보다 중시하는 평 

가기준 중 바느질과 유행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자체상표 제품이 제조업자상표 제품보다 낮게 나 

타나고 있다. 또한 자체상표 제품 구매집단은 연 

령이 낮을수록 제품의 품질과 제품이 다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백화점의 자체상표 담당자 

와 생산업체는 제품개발시 유행성을 염두에 두고 

기획하여야 할 것이며, 봉제기술 측면에서의 개 

선과 생산공정 중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를 강 

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대, 30대를 타겟으로 

하는 자체상표 제품 개발자는 좀 더 고급스러운 

제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다양한 품목을 다 

양한 스타일과 색상으로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체상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면서도 소비자 욕구에 부응 

하는 좋은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 다.

제조업자상표 제품 구매 집 단은 제품의 품질 및 

다양성, 가격, 사이즈 요인에서 자체상표 제품 구 

매집단보다 불만족하고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의류사이즈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류업체는 평균신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 실정 및 국제화 시대를 고려하여 

사이즈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좀 더 좋 

은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가격대로 제시 

하여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 제공을 위 

해 해외브랜드 제품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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