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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to segment the female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ap
parel shopping orientation and(2) to create a profile for each group with regard to importance 
of store attributes, use of information sources, and self-image.

The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the female college students living in Seoul an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 and MANOVA(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By cluster analysis of apparel shopping orientation factors, four groups are identified:(1) 
highly involved apparel shopper (44.34%), (2) brand-loyal shopper (24.43%), (3) planned /practi
cal shopper, and (4) apathetic shopper (18.10%) Four groups were then compared through 
MANOVA on importance of store attributes, use of information, and self-imag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four groups on three variables. In general, highly involved shop
per tend not to be price conscious, enjoy shopping and use the information sources most actively 
and apathetic shoppers tend to be indifferent to apparel shopping and do not actively use the in
formatio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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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우루구아이 라운드 (Uruguay Round) 타결 °1 
후, 95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함께 우리나라 

의 패션 유통산업은 신업태 출현의 가속화로 인 

하여 기존의 백화점, 대리점, 재래시장 위주의 유 

통으로부터 패션유통이 다양화되고 있다. 즉, 

E-Mart와 같은 대형 할인점 (discount store), 킴 

스클럽과 같은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mem
bership wholesale club), 문정동, 목동에 있는 

팩토리 아울렛 (factory outlet), 통신판매, 홈쇼 

핑과 같은 무점포 판매둥의 신업태가 국내시장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추세이다 12". 이 렇게 국내 

패션 유통시장이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 지향적 

(consumer-oriented) 으로 변함에 소비자의 다양 

한 욕구 충족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소매기업의 마 

케팅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수불가결한 시점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하 

나의 방안으로 패션유통업체의 마케터의 입장에 

서는 최근 들어 유통에 관한 문헌 중 계속되는 관 

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의 쇼핑성 향을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소비자의 쇼핑 

성향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관련변인들을 연구 

하는 것은 STP (segmentation, targeting, posi- 
tioning)전략을 통한 마케팅 차별화의 근거를 제 

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에 도 불구하고 의류를 대상으로 한 소비 자 

들의 쇼핑성향 유형화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 

구에 따라 표집대상도 다르고 쇼핑성향에 대한 

연구자의 정의도 다양하여 쇼핑성향의 유형화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며 관련 변 

인도 점포애고행동에 관한 것이 그 주류를 이루 

고 있다分. 특히 대부분의 쇼핑성향에 관한 연구 

들이 패션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패션전파과정에서 패션리더 역할을 

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시장에서 황금시장 

이라 일컬을 수 있는 영파워 (young power)를 대 

변하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쇼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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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유형화하고 쇼핑성향과 점포속성중요도, 정 

보원의 이용, 자기이미지와 같은 관련변인과의 

관계 를 조사함으로써 패 션유통업 체 가 목표고객 

(target consumer) 에 따른 효과적인 마케팅 전 

략을 수립하는데 기 여 하고자 한다.

口. 이론적 배경

1. 쇼핑성향(Shopping orientation)
쇼핑성향은 쇼핑에 관련된 활동, 흥미, 의견을 

포함하는 쇼핑 생활 양식이며 개인이 언제, 어디 

서, 어떻게 쇼핑하느냐 하는 쇼핑행동은 개인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사희적, 경제적 여가 선용과 

관련된 복합적 현상으로 보는 관점을 반영한다& 

7), 즉, 상이한 쇼핑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심리 

적인 특성(phychograpic characteristics), 인구 

통계적인 특성이 다르며 또한 의복 관여도, 선호 

하는 정보원, 점포속성 중요도, 점포선택과 같은 

시장행동(market behavioQ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A'。. 지금까지 쇼핑성향에 관한 연구 

들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는데 쇼핑성 

향에 따라 소비자들을 유형화 함으로써 시장세분 

화 및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려는 연구 

들과쇼핑성 향과 다른 변 인과의 관계 를 조사 

하는 연구들로20구분할 수 있다. Stone(1954) 
is은 쇼핑성향을 개념화(conceptualize)한 선구 

자 중의 하나로 백화점을 이용하는 주부들을 대 

상으로 하여 일반제품(general products) 에 대 

한 쇼핑성향을 경제적, 개인적, 윤리적, 무관심적 

소비자로 구분하였다. Darden 과 Reyn- 
olds(1971)噸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제품 

및 화장품에 대한 쇼핑성 향을 조사하여 Stone이 

제시 한 쇼핑성 향의 유형을 지지 하였다.

Westbrook과 Black(1985)w은 백화점을 이용 

하는 여성 소비자들의 6가지 제품(의류, 신발, 가 

구, 홈웨어, 선물, 청소기기)에 대한 쇼핑동기를 

기준으로 하여 쇼핑과정 몰입형, 선택최적화 추 

구형, 무관심형, 경제지향형 둥 4가지의 쇼핑유 

형으로 구분하였고, 윤중식(1988)®은 가정주부 

를 쇼핑동기에 따라 편의적 소비자, 경제적 소비 

자, 여가선용적 소비자로 구분하였다. Lumpkin, 
Hawes와 Darden(1986)"＞은 교외에 거주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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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쇼핑성향을 비활동 

적 쇼핑형, 활동적 쇼핑형, 근검, 절약형 쇼핑형 

으로 구분하였는데 활동적 쇼핑자들은 쇼핑을 즐 

기며 큰 도시에 가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보고하였다.

Shim과 KotsiopulosCigga)20,는 의복 쇼핑성향 

을 쇼핑고관여형, 쇼핑무관심형, 편의지향적인 

카다로그 쇼핑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점포속성 

중요도, 정보원 이용 및 라이프스타일이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Han, Morgan, Kotsiopulos와 

Kang(1991)2D은 쇼핑성향과 충동구매와의 관련 

성을 조사한 결과, 충동구매자는 의복의 구매빈 

도와 방문하는 점포수가 많고 상표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1994)22)은 20세 이상의 

여성의 의복 쇼핑성향을 쾌락추구형, 경제추구 

형, 쇼핑고관여형, 쇼핑저관여형으로 구분하고, 

쇼핑 성향에 따라 점포평가기준, 의복위험지각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쇼핑성향의 정의 및 구성 요인은 연 

구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쇼핑성향이 다차원적으 

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형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인구통계적인 변인과 선 

호하는 정보원, 점포애고 행동등의 소비자 특성 

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세분화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쇼핑성향에 따른 점포속성 중요도, 정보 

원의 이용. 자기이미지의 차이

1) 점포속성 중요도(Importance of store 
attributes)
점포속성(store attribute)은 점포이미지를 구 

성하는 요소로써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점포속성 

은 점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많은 연구에서 점포속성의 차원을 밝히거나 점포 

의 종류별 점포속성의 중요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a24). 점포 선택 연구에 사용된 점포 속성은 연구 

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제품차원, 서비스 차원, 위 

치 및 편의성 차원둥 다양한 종류의 속성으로 분 

류할 수 있으며司, 소비자의 쇼핑성향에 따라 각 

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Bellenger, Rober
tson, Greenberg(1977)i"는 쇼핑성향과 점포속 

성중요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여가 선용적 

소비자는 실내 장식, 제품의 질과 다양한 구색과 

같은 점포속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김소영 

(1994)勿은 20대 이상의 여성의 쇼핑성향을 쾌락 

추구쇼핑형, 경제성 추구쇼핑형, 쇼핑고관여형, 

쇼핑저관여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점포 평가 기 

준을 알아본 결과, 쾌락추구쇼핑형은 상표 및 유 

행성 요인을 중요시하고 경제성 추구쇼핑형은 상 

품구색, 가격, 품질과 같은 상품속성 요인을 중요 

시하였으며, 쇼핑고관여형은 상표 및 유행성 요 

인과 상품속성 모두를 중요시한다고 밝혔다. 이 

선재와 장은영(1992)涮은 서울시내 거주 성인여 

성을 상점충성집단, 동조적 경제실리집단, 제품 

다양성 추구집 단, 상점 명 성 중시 집 단으로 구분하 

고 4집단의 상점 선택요인이 차이가 있음을 밝혔 

다. 이 중 동조적 경제실리집단은 점포의 대외적 

인 평가와 점포의 경제성 및 편리성을 중시為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점명성 중시집단은 점포의 

광고 및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편리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고하였다. Shim과 Kotsiopulous 
(1992)20〉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쇼핑성향을 11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그 

중 외모 관리자들은 상점의 이미지, 제품의 질과 

다양성, 편리한 교통, 브랜드인지도와 같은 속성 

을 중요시하였으며, 편의지향적 소비자들은 편리 

한 교통과 가격지향적인 소비자들은 잦은 세일, 

저가격의 상품, 반품정책의 용이성과 같은 속성 

을 중요시한다고 보고하였다.

2) 정보원의 이용(Use of information sour
ces)
구양숙과 박금주(1998)"＞는 의복쇼핑유형을 

쇼핑무관심형, 쇼핑고관여형, 동조적 쇼핑형, 실 

리추구쇼핑형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유형이 정 

보원 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쇼핑고관여형은 인쇄매체, 관찰, 진열과 

같은 대부분의 정보원 이용에 있어 다른 집'4보 

다 더 적극적임을 확인하였다. Lumpkin(1985)14) 
은 65세 이상의 노년충을 대상으로 그들의 쇼핑 

성향을 적극적 쇼핑형, 쇼핑무관심형, 경제적 쇼 

핑 형으로 유형화하였는데 이 중 적극적 쇼핑유형 

의 소비자가 의견선도자로써 정보원을 가장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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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schis(1976) 
令는 화장품 구매자의 쇼핑성향을 점포충성형, 상 

표충성형, 문제해결형, 상표명 의식형(name
conscious), 특별 상품 선호형, 타인의 쇼핑행동 

을 의식하는 사회지향형 (phychosocializing) 으 

로 구분하고 세분 집단의 정보원 이용을 조사한 

결과, 명성중시형은 주로 광고를, 사회지향형은 

친구나 주변사람을, 상표 충성형은 광고와 판매 

사원을 주요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서은희(1994尸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의복쇼핑성향을 여가적 

쇼핑성향, 합리추구적 쇼핑성향, 가격의식적 쇼 

핑성향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중 여가적 쇼핑성향 

과 합리추구적 쇼핑성향을 나타낸 사람들만이 정 

보원을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탐색한다고 보고 

하였다.

3. 자기 이미지 (Self-image)
자기개념(self-concept)이란 개인이 사회적으 

로 결정된 준거체계에 따라 자신에 의하여 지각 

되는 방식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신체적 특징을 지녔으며 어떠한 

특성, 습관, 가치관, 능력 등을 가졌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개념 혹은 이미지를 형성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기개념 또는 자기 이미지 

(self-image)라고 한다2®. 또, Rosenberg(1979) 
河는 자기 이미지를 개인이 대상, 객체로서의 자 

기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Rogerdg^)3®는 자기 

이미지가 정보를 해석함에 있어서 개인이 활용하 

는 준거의 틀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김수경 

과 임숙자(1996)3。는 제품, 상표, 점포둥의 지각 

과 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 등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영항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즉, 소비자 행동연구에서 자기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자기 이미지와 제품, 제품이미지 또는 

점포이미지와의 일치도와 그에 따른 영향을 규명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소 

비자들의 자기 이미지는 특히 유통형태가 다원화 

되는 시대의 시장 세분화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32謨).

강혜원(1984)"＞은 한 개인이 선호하는 의복은 

그 개인의 자기 이미지와 부합된다고 하였으며 

자기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는 의복은 심리적 불 

안감을 주어 착용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고, 전영 

신과 한명숙(1998)3®은 의복은 한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한 개 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이미지는 의복구매행동을 설명 

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따 

라서 시장 세분화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쇼핑 성향 

에 따른 자기 이미지를 유형화시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in.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분제

연구문제 1： 여대생들의 의복쇼핑성향의 차원 

(요인)을 밝히고 이를 유형화한다.

연구문제 2： 여대생들의 의복쇼핑유형에 따라 

점포속성중요도, 정보원 이용, 자기 이미지의 차 

이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과 연구자가 만든 문항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부분은 쇼핑성 향, 

점포속성 중요도, 정보원의 이용 및 자기 이미지 

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1) 쇼핑성향

Shim과 Kostsiopulous (1992)31), 최정(1996) 
3气 정혜영(1996)气 구양숙과 박금주(1998)〃), 차 

인숙, 안소현과 이경희(1999)38)의 논문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개 발한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하였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 

렇다에 5점을 주어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2) 점포속성 중요도

Shim과 Kostsiopulous (1992)361, 김소영 (19- 
94)22), 홍희숙(1996)惭의 논문을 참고로 하여 연 

구자가 개발한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점, '아주 중요하 

다'에 5점을 주어 5점 척도로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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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원의 이용

구양숙과 박금주(1998)2", 정혜영(1996)", Sh- 
in과 DickersondSSg)40〉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아주 많이 이용한다에 

1점,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에 5점을 주어 5점 척 

도로 평가하였다.

4) 자기 이미지

의류학의 연구에서는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이 

나 상표이미지와 비숫한 것이 실제적 자기 이미 

지인지 이상적 자기 이미지인지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그 결과 선호에는 이상적 자기 이미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구매에 

는 실제적 자기 이미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 

을 검증하였다4皿).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인 의류 구매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 자기 이미지를 측정하 

여 사용하였다. 자기 이미지 측정을 위한 형용사 

추출은 이은숙과 박재옥(1997)4% 신수연과 박재 

옥“)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각 문항은，아주 싫 

어한다'에 1점, 아주 좋아한다' 에 5점을 주어 5 
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과 분석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명동, 종로, 압구정동, 문정동, 목동 일대에 

서 일대일 설문지법을 통한 편의표본추출방식을 

택하였다. 본 조사는 2회에 걸친 예비조사로 수 

정된 최종 설문지를 199瞻년 1월 4일부터 1월 16 
까지 총 240부를 배포하여 그 중 웅답이 불성실 

한 19부를.제외 한 총221부가 최종 결과분석 에 사 

용되 었다.

조사대상자의 월평 균가계수입은 200〜300만원 

이 전체 4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 
400만원(20.4%), 100〜200만원(19.9%), 100만 

원 미만(8.6%), 500만원 이상(6.3.%), 400-500 
만원(4.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달평균의류 

구입비는 10만원 미만이 전체 51.6%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10〜20만원 (32.6%), 20〜30만원 

(9.5%), 30~40만원(4.0%), 40〜50만원(1.4%), 
50만원 이상(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SPSS/PC+ 통계 팩키지를 이용하 

여,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군 

집분석(cluster analysis), 일원변랑분석(one
way ANOVA) 과 다원변량분석 (MANOVA) 을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정 방법으로는 Duncan의 다 

중비교를 실시하였다.

W. 분석결과 및 논의

1. 의복쇼핑성향의 유형화 겹과

1) 의복쇼핑성항의 유형화 결과

쇼핑성향의 요인추출을 위해서 주성분분석 

(PCA)과 Varimax 회전을 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중 고유치 (eigen value)7p 1이상 

되는 것이 6요인이었기 때문에 전체 20개의 문항 

을 6개의 쇼핑성향요인(쇼핑향유, 상표충성, 쇼 

핑에 대한 자신감, 실용성, 계획성, 동조성)으로 

나누었다. 또 각각의 요인별 문항들은 신뢰도 검 

정을 위하여 Cronbach's a 계수를 구했으며 그 

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나 만족할만 했다. 이 요인 

들은 전체분산의 68.22%를 설명해 주고 있다. 

(표 1).

2) 의복쇼핑성향의 유형화

응답자들의 의복쇼핑성향 6개 요인을 근거로 

군집분석을 하여 4개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유형 

화하였다.

집단 I은 전체 웅답자 중 18.10%를 차지하며 

이 집단의 특징은 4집단 중 계획을 세워 쇼핑을 

하는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쇼핑에 대한자 

신감도 4집단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이 집단은 4집단 중 상표 충성도가 가장 낮고 쇼 

핑을 즐기지 않으며 주위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실용적인 의복을 소신 있게 계획을 세워 구매하 

는 집단으로 계획/실용 쇼핑집단으로 명명하였 

다. 이는 쇼핑시 계획을 세우며 충동구매를 하지 

않고 실용적인 쇼핑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정혜 

영(1996)，)의 계획쇼핑집단과 박광회(1997)妁의 

실리추구형집단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집단 II 는 전체 웅답자 중 13.13%를 차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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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의복쇼핑성향요인분석결과

쇼핑성향 문항 및 요인 요인부하량 설명량 신뢰도 계수 고유값

요인1: 쇼핑향유

-쇼핑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一쇼핑은 내 여가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방법 중 

의 하나이다.

一기분이 언짢았을 때 쇼핑을 하면 좋아진다.

一옷을 살 계획이 없어도 아이쇼핑을 즐긴다.

-의복쇼핑을 자주 한다.

0.80
0.69

0.65
0.84
0.62

17.58% 0.7872 3.15

요인2: 상표충성

—좋아하는 상표를 주로 산다.

一마음에 드는 상표를 결정 하는 것은 중요하다.

一특정상표를 계속해서 구입한다.

0.81
0.77
0.83

13.14% 0.7685 2.31

요인3： 쇼핑에 대한 자신감

一나는 의복쇼핑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

一나는 나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고를 능력이 있 

다.

-나는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잘 고른다.

0.62
0.75

0.85

10.98% 0.7646 2.09

요인 4： 실용성

-유행에 상관없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 

는다.

-나는 실용적인 의복을 입는다.

一나는 아무때나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호한다.

-최첨단 유행의 의복은 피한다.

0.63

0.64
0.78
0.72

9.28% 0.6276 1.76

요인 5： 계획성

-어떤 옷을 살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쇼핑한 

다.

一옷을 사기 전에 미 리 예산을 세운다.

一옷을 사려고 외출하기 전에 내가 갈 점포나 

브랜드를 미리 생각한다.

0.81

0.72
0.61

8.81% 0.6047 1.68

요인 6: 동조성

一새로 나온 스타일의 옷은 많은 사람들에 받아 

들여졌을 때 만 나도 산다.

一나는 가능한 한 내 주위사람들과 비슷한 스타 

일의 옷을 구입한다.

0.64

0.69
8.43% 0.6225 1.60

가장 소수의 집단으로 쇼핑향유와 쇼핑에 대한 

자신감 요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이 집단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고를 눙 

력이 부족하며 의복쇼핑 자체를 즐기지 않는 집 

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Lumpkin(1985)14) 
Westbrook(1985)i”의 쇼핑 무관심형과 정혜영 

(1996)4)과 구양숙과 박금주(1998)27,의 쇼핑저 

관여형과 그 성격이 유사하여 쇼핑무관심집 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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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명명하였다.

집단 皿는 전체응답자의 24.43%를 차지하는 

두 번째로 큰 집단이다. 이 집단의 가장 큰 특징 

은 상표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집단은 쇼 

핑을 즐기고 의복구매시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으로 구입하려는 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상표 

충성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의 성격은 정 

찬진과 박재옥妁의 점포, 브랜드충성의 쇼핑집단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집단 IV는 전체 응답자의 44.34%로 그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의 특징 

은 쇼핑 자체를 즐기며 의복 구입시 타인을 비교 

적 의식하지 않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고를 

능력이 있는 집단으로 Shim과 Kostsiopulos 
(1993)a», 구양숙과 박금주(1998)〃), 차인숙, 안 

소현과 이경회(19囲9)鋤의 쇼핑고관여집단의 특 

성과 유사하여 본 논문에서도 쇼핑고관여집단이 

라 명명하였다.

2. 쇼핑성향에 따른 점포속성중요도의 차이 

분석결과

의복쇼핑성향 유형에 따른 점포속성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1개의 점포속성 

요인 중 편리 한 교통 • 주차시설, 적당한 가격, 다 

양한 상품구색, 디스플레이,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구비, 정보제공의 6개의 요인만이 통계적으 

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쇼핑고관여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 

로 점포속성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이 집단은 가격요인을 제외한 편리한 

교통• 주차시설, 다양한 상품구색, 디스플레이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구비, 정보제공에 부여하 

는 점포속성중요도가 다른 집단에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쇼핑고관여집단이 대부분의 점포속성을

〈표2> 의복쇼핑성향 군집분석

구 분
집단 평균 일원변량 

知

다원변량 

中I n HI W

쇼핑 향유
-.25 

A
— .66

A
.14 
B

,46 
C

33.77**

38.91**

상표충성
-.75 

A
.22
C

.42 
D

.07 
B

10.88**

쇼핑에 대한 자신감
.38 
B

-1.16 
A

-.01 
A

.53
B

14.20**

실용성
.45 
C

~.O5 
A

.15 
B

.11 
B

92.04-

계획성
.54 
C

-1.18
A

.31
BA

.26 
B 25.14**

동조성
-.77

A
-.00 .45 

B
一.25 

A
8.37**

집단크기 (n) 
%

40
18.10

29
13.13

54
24.43

98
44.34

~p<0.01
Duncan 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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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복쇼핑 유형 별 점포속성중요도의 차이분석

구 분

집단 평균 일원 

변량 

F 값

다원 

변량 

F 값
계획

실용쇼핑

쇼핑 

무관심

상표

충성

쇼핑 

고관여

1. 점포의 이미지, 명성 2.81 2.81 3.06 2.91 0.99

2. 편리한 교통, 주차시설
3.26 
AB

3.21 
A

3.27 
B

3.50 
B

3.23*

3. 적당한 가격
4.48 

B
4.23 

A
4.03

A
4.00 

A
3.90*

4. 다양한 상품구색
4.09
AB

3.52 
A

4.09 
BC

4.33 
C

6.92**

5. 디스플레이
3.35 
A

3.24 
A

3.63 
B

3.74 
B 4.27* 4.96**

6. 사은품 및 할인행사 3.26 2.96 2.70 3.19 2.82

7.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구비
3.35
AB

3.26 
A

3.58 
B

3.98 
C

4.04**

8. 쾌적한 매장 분위기 3.70 3.57 3.89 3.86 1.34

9. 친절한 판매사원 3.73 3.65 3.98 3.96 1.69

10. 애프터서비스 3.83 3.69 4.04 4.02 2.09

11. 정보제공
2.80
A

2.77 
A

3.16 
B

3.34
B

4.06**

*p<0.05, ~p<0.01
Duncan 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함.

중요시한다는 Shim과 KostsiopulosCigga)20,와 

김소영(1994产>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반 

면에 쇼핑무관심집단은 가격요인을 제외한 모든 

점포속성에 대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이 집단 

이 의복쇼핑에 대해 관여도가 매우 낮고 무관심 

함을 시사하고 있다. 계획 /실용쇼핑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격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집단은 교통 및 주차시 

설이 편한 유통업체를 선택하여 적당한 가격으로 

의복을 구매하려는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표충성집단은 편리 

한 교통 • 주차시설, 디스플레 이와 같은 상점 속 

성들을 중요시하며 가격 요인은 쇼핑고관여 집단 

과 마찬가지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점포 속성으 

로 나타났다. 즉, 이 집단은 본인이 좋아하는 브 

랜드제품이 제대로 디스플레이 되어 있으며 편리 

한 교통 및 주차시설을 구비한 유통업체에서 의 

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3. 쇼핑성향에 따른 정보원 이용의 차이 분 

석 겹과

의복 쇼핑성향 유형에 따른 정보원이용에 차이 

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Duncan 
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2개의 정보원 

중 패션잡지, 일반잡지, 디스플레이, 주변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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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복쇼핑유형별 정보원 이용의 차이분석

구 분

집단 평균 일원 

변량 

F 값

다원 

변량 

F 값
계획

실용쇼핑

쇼핑 

무관심

상표

충성

쇼핑 

고관여

1. 패션잡지
2.75 
A

2.68 
A

3.48 
B

3.69 
B 3.81*

2. 일반잡지
2.68 
A

2.54 
A

2.82 
AB

3.04 
B

3.23*

3. 브랜드 카달로그（홍보물） 2.58 2.69 2.70 2.91 1.47

4. TV광고 2.20 2.21 2.34 2.42 0.51

5. 신문광고（전단지 포함） 2.55 2.77 2.84 2.72 0.79

6. 라디 오 광고 2.12 2.21 2.31 2.37 0.48

7. 디스플레이
3.69 
A

3.60 
A

4.02 
B

4.18
B 4.17* 3.64**

8. 주변사람들의 옷 관찰
3.67 
A

3.71 
A

3.74
AB

4.07 
B

3.53*

9. 가족과의 대화 2.70 2.83 2.64 2.94 1.12

10. 친구와의 대화
3.15 
A

3.40 
A

3.82 
B

3.98
B 4.52**

11. 판매사원과의 대화
2.63 
A

2.64
A

2.72 
A

3.10 
B 4.06**

12. 연예인들의 옷차림
2.48 
A

2.50
A

2.90
B

3.16 
B 5.94*

*p<0.05, ~p<0.01
Duncan 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함.

의 옷 관찰, 친구와의 대화, 판매사원과의 대화, 

연예인의 옷차림 관찰 둥의 7개의 정보원 이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TV 
나 라디오 광고가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인쇄매체에 

치중한 광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쇼핑고관여집단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낸 모든 정보원 이용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이 집단의 쇼핑에 대한 관심과 쇼핑을 

즐기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잡지 

광고, 매장내 디스플레이, 주변사람들의 옷차림, 

친구와 대화, 연예인의 옷차림을 주요 정보원으 

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 이용 

올 두 번째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집단은 상 

표충성집단으로 이들은 패션잡지와 매장내 디스 

플레 이를 주요 정 보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실용쇼핑집단과 쇼핑무관심집 

단은 정보원을 이용하는 정도가 다른 두 집단보 

다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실용 

쇼핑집단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실용적인 의복을 구입하는 집단으로 본인의 판단 

에 따라 활발한 정보탐색 활동 없이 의복을 구입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쇼핑무관심집단은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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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복쇼핑유형 별 자기 이 미지 의 차이분석

구 분

집단 평균 일원 

변량 

F 값

다원 

변량 

F 값
계획

실용쇼핑

쇼핑 

저관여

상표

충성

쇼핑 

고관여

1. 여성스러운 이미지
3.43 
A

3.48 
A

3.68 
AB

3.90 
B 5.72**

3.09**

2. 섹시한 이미지
2.54 
A

2.62 
A

2.91
AB

3.31 
B 6.97**

3. 세련된 이미지
4.03
A

3.88
A

3.94 
A

4.40 
B

8.2俨

4. 성숙한 이미지 3.23 3.31 3.32 3.51 1.58

5. 깔끔한 이미지 4.22 3.91 4.08 4.26 2.31

6. 개성이 있는 이미지 3.60 3.32 3.52 3.63 0.86

7. 지적인 이미지 4.18 4.07 4.16 4.26 0.91

8. 활동적인（활발한） 이미지
4.25 

B
3.68
A

3.80 
A

3.89 
A

4・斷

~p<0.01
Duncan 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함.

자체를 즐기지 않는 집단으로 정보탐색활동도 역 

시 소극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쇼핑고관여 

집단이 대부분의 정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계흭쇼핑자집단과 쇼핑무관심집단은 정보원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정 혜영（1996）°의 연구 결 

과를 지지 하고 있다.

4. 쇼핑성향에 따른 자기 이미지의 차이 분 

석 결과

의복쇼핑유형에 따른 추구하는 자기 이미지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분산분석과 

Dm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서 제시하였다.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8개의 자기 이미 

지 중 여성스러운, 섹시한, 세련된. 활동적인 이 

미지 둥 4개의 자기 이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 었다.

쇼핑고관여 집단은 활동적인 이미지를 제외하 

고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자기 이미지 （여 

성스러운, 섹시한, 세련된）에서 가장 높은 점수 

를 나타내었다. 즉, 이 집단은 쇼핑을 즐기며 유 

행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현재 여성복 트랜드의 

주요 흐름인 여성스럽고, 섹시하며 세련된 자기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刷은 그들의 쇼핑성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표충성 집 단도 쇼핑 고관여 집 단보다는 전 반적 

으로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지만 추구하는 자기 

이미지가 같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획 /실용 쇼 

핑집단은 다른 어떤 이미지보다 활동적인（활발 

한） 자기 이미지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의복 구매 

시에 실용성을 고려하는 이들의 쇼핑성향에 부합 

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쇼핑무관심집단은 추구 

하는 자기 이미지에 있어 전반적으로 낮은 평균 

값을 나타내어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추구하는 자기 이미지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 

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깔끔한 이미 

지와 지적인 이미지는 쇼핑성향을 초월해서 여대 

생 모두가 바라는 자기 이미지로 각 집단간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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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들의 쇼핑성향을 유형화하고 

쇼핑성향에 따른 점포속성중요도, 정보원의 이 

용, 자기 이미지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패션 유통 

업체가 목표 고객에 따른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들의 쇼핑성향을 쇼핑향유, 상표 

충성, 쇼핑에 대한 자신감, 실용성, 계획성, 동조 

성의 여섯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된 여섯 요인을 중심으로 군집분석 

하여 계획/실용 쇼핑형, 쇼핑무관심형, 상표충 

성형, 쇼핑고관여형의 4집단으로 유형화였다.

-계획 /실용쇼핑집단은 전체응답자의 18.10% 
를 차지하며 상표 충성도가 낮고 쇼핑을 즐기지 

않으며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실용적인 

의복을 소신 있게 계획을 세워 구매하는 집단이 

다.

-•쇼핑무관심집단은 전체응답자의 13.13%를 

차지 하는 가장 소수의 집단으로 자신에게 어울리 

는 의복을 고를 능력이 부족하며 의복쇼핑 자체 

를 즐기지 않는 집단이다.

一상표충성집단은 전체응답자의 24.43%를 차 

지하는 두 번째로 큰 집단으로 쇼핑을 즐기고(쇼 

핑고관여집단 다음으로 높음) 의복구매시 본인 

이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으로 구입하려는 성향이 

높은 집 단이다.

一쇼핑고관여집단은 전체응답자의 44.34%로 

4집단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집단으로 쇼핑 자체 

를 즐기며 의복 구입시 타인을 비교적 의식하지 

않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고를 능력이 있는 

집단이다.

셋째, 쇼핑성향에 따른 4집단간의 상점속성중 

요도, 정보원의 이용, 자기 이미지의 차이는 다음 

과 같다.

-계획/실용쇼핑집단은 상점선택시 다른 집 

단에 비해 가격요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보원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적 

인(활발한) 자기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一쇼핑무관심집단은 가격을 제외한 모든 점포 

속성에 대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이 집단이 의 

복쇼핑에 대해 관여도가 매우 낮고 무관심함을 

보여 주고 있다 정보원도 그 이용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추구하는 자기이미지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상표충성집단은 편리한 교통 • 주차시설, 디 

스플레이와 같은 상점속성들을 중요시하며 가격 

은 쇼핑고관여집단과 마찬가지로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 보원으로는 패션잡지와 

매장내 디 스플레 이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며 쇼 

핑고관여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성스럽고 섹시하 

며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一쇼핑고관여 집단은 가격 요인을 제외한 모든 

점포속성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 었으며 잡 

지광고, 매장내 디스플레이, 주변 사람들의 옷차 

림, 친구와의 대화, 연예인의 옷차림을 주요 정보 

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이 

미지에 있어서는 쇼핑을 즐기며 유행을 추구하는 

성향을 반영하여 현재 여성복 트랜드의 주요 흐 

름인 여성스럽고 섹시하며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 

하는 것"刷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소비 

자특성의 파악 및 이에 따른 시장세분화가 의미 

가 있다는 Shim과 Kostsiopulosdgg©20,와 정 혜 

영 (19%沖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마케팅 시사 

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유통업체의 마케터는 여대생 소비자 

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더불어 그들의 쇼핑성 

향을 파악하여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소구하는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응답자의 약 70%가 쇼핑자체를 즐기는 

쇼핑고관여 집단(44.34%)과 상표충성집단(24. 
43%)임을 고려해 볼 때 여대생집단이 패션시장 

내에서의 중요한 표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 

었다 따라서 패션 유통업체의 마케터 입장에서는 

가격 요인외에 이들이 중요시하는 편리한 교통편 

의 제공 및 유행을 반영하는 다양한 상품구색의 

구비와 더불어 이러한 상품들을 잘 보여주는 매 

장내 디스플레이로 여대생 고객을 유인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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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보원의 활용에 있어서도 과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중매체보다는 이들이 즐겨보는 잡지 

를 파악하여 광고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함과 

동시 에 매장내 디스플레 이 자체가 그들의 중요한 

정보원임을 감안할 때 철저한 VMD(visual mer- 
아landising)전략을 수립하여 점포 차별화를 꾀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여대생 웅답자 중의 약 20% 정도를 차지 

하고 있는 계획 /실용집단을 공략하기 위해서 패 

션유통업체의 마케터는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실 

용적이며 활동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브랜드 

를 매장내에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세일기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여 야 할 것 이 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표집지역을 서울시로 

국한하였고 표본추출방법에 있어서도 편의 표본 

추출방식을 택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체 여 

대생으로 확대, 해석하는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성별에 있어서도 남자대학생들의 쇼핑 

성향을 조사하여 여대생들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 하는 것 이 필요할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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