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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buying behaviors of patrons of six retail store 
types for clothing and the satisfaction levels of the six store types (department stores, specialty 
stores, chain stores, discount stores, bonded goods stores and traditional market), and to test 

the differences in purchase behaviors and store satisfaction levels among the groups determined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to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April 27 to May 11, 1999 ； 443 were collected and 391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Data were analyzed by SPSS statistical packag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hi-square analysis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ere employed for the data 
analysis.

In terms of the store usage, most of the subjects tended to choose the store types they 
patronized for buying coats, suits, blouses, T-shirts, slacks/skirts and jeans items; but, they 
used department store and specialty store for coat, suit, blouse, T-shirt, slacks /skirt and jeans 
for purchasing selected clothing items. Regarding criteria used for store selection, the most im
portant criterion was the divers辻y of products offered and other store types. In terms of the 
store satisfaction levels of the six store types, the patrons of all store types were most satisfied 
with the stores they patronaged.

L 서 론

유통시장 완전개방과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 

개성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의복구매행동도 

매우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의류시장에는 새로운 소매업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경 기불황과 유통환경 변화로 인 

한 성장률 둔화로 업태간 뿐 아니라 업태내 경쟁 

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의류시장의 신업태 진출 및 소매 

업의 경쟁은 소비자에게 점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고객확보를 위해 고객 

만족경영이 급선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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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표적시장의 특성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소비자는 매장분위기가 자신의 취향과 욕구에 

근접할수록, 과거의 구매 경험에 만족할수록 점 

포애고를 할 가능성이 크며, 일반적으로 점포애 

고 동기는 상품구성, 가격, 편의성, 패션이미지, 

상점서비스 둥이라 할 수 있다.1)따라서 소비자 

가 소매점 선택시 어떤 요인을 중시하는가에 대 

한 이해와 각 소매업태별 점포애고 집단의 고객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대학생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의류구매 

시 다양한 소매점을 선택하여 방문하고 자신의 

취향과 분위기 에 맞는 점포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높고 새로 등장한 업태 및 점포에 대해 수용할 가 

능성이 비교적 높은 특징을 가졌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구매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소구 

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류상점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백화점, 패션 

전문점, 상설할인 매장에 한정 된 소비자 특성 연 

구 및 점포 이미지와 의류상점 선택 행동에 관련 

된 연구로서 의류소매점 유형에 따른 점포애고 

집단의 특성을 규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내 및 수도권 지 

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학생이 의류구매 

시 이용 가능한 소매점을 백화점, 전문점, 대리 

점, 상설할인점, 보세점, 재래시장으로 분류하고 

각 소매점 유형별 애고 집단의 특성을 비교 • 분 

석함으로써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으로 고 

객만족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n. 이론적 배겸

1. 소매점 유형별 개념 및 특성

백화점은 폭넓은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소매점 

으로서 백화점이라는 명칭은 분리된 단위(unit), 

혹은 부서 (department)별로 상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며 촉진, 서비스,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서별로 관련 상품들을 판매한다叫 

백화점 운영의 원칙은 특약점 운영방식처럼 백화 

점이 자체 관리하여 일정수준의 마진을 회사측에 

주는 것이나 현재는 반대로 백화점 측의 강력한 

요구로 업체가 직매방식으로 운영하고 일정 마진 

을 백화점에게 주는 형태로 바뀌었으며 현재 백 

화점을 통한 매출은 총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점은 특정한 소비집단만을 표적으로 하여 

이들을 향한 판매전략을 갖는 점포의 형태로 고 

객전문화를 통한 집중적 마케 팅 유형 에 속한다3). 

전문점은 상품의 종류를 어느 한 범주에 국한시 

켜 특정부류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취급하고 또한 

백화점보다 폭이 좁은 상품 구성을 보이며, 제한 

된 고객 을 대상으로 목표고객 의 요구를 충족시 키 

기 위해 상품을 선별하여 취급한다D. 점포의 이 

미지와 상품의 질을 강조하며, 목표고객집단의 

요구와 취향을 이해하여 이에 맞는 상품을 여러 

생 산업 체 로부터 사입 하거 나 또는 주문생 산하여 

다양한 상표의 제품을 제공하는 다상표점포 

(multi-brand)의 일종이기도 한 전문점»은 차별 

화된 컨셉으로 구성된 매장, 다양한 상품구색 등 

의 우위점을 가지고 있어 젊은 여성층에서 큰 반 

웅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패션전문점에 대 

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전문점 생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패션전문점의 유형은 유통구 

조에 따라 브랜드 멀티 전문점(brand multi 

shop), 메이커 토탈전문점(nma攻er total shop), 

마트 브랜드 전문점 (mart brand shop)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대리점은 특정상표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점포형태3)로서 상표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점포이미지, 디스플레 

이 둥에서는 생산자의 관리를 받으며, 생산자의 

상표광고에 의존한다. 기업에서는 직영점, 위탁 

판매점, 사입대리점을 동시에 활용하여 판매망을 

형성 하는 경 우가 많다%

대중의 고객에게 신뢰감있는 제품을 적정가로 

공급하여 철저한 가치체제로 운영되는 업태인 할 

인점6)은 일반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대 

로 상품을 판매한다". 박현회 • 구양숙c의 상설 

할인매장애고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 

면 상설할인매장애고집 단은 고졸 이하 학력 의 40 

대 기혼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상설할인매 

장의 가격과 점포명성 및 평판에서는 만족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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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및 제품의 다양성, 서비스, 점포의 편이성 

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성향이 강하고 쇼핑할 가게나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인적정보를 정보원 

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 

설할인매장을 이용하여 주로 구입하는 의복품목 

은 남성복, 여성복 모두 폴로셔츠, 티셔츠, 바지 

둥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의 

선호 구입품목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나 쇼핑환경을 중 

요시하게 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 

고, 싼 제품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패션성을 

살리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 

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둥 대형 재래시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뿐 아 

니라 소규모의 양품점, 지방의 소매업자, 재래시 

장, 사입전문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 

다3>. 현 재래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은 협소한 도 

로, 지저분하고 칙칙한 재래적인 시설과 비체계 

적인 운영방식, 소규모 점포의 밀집, 낮은 품질과 

서비스로서 다른 업태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취약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벗 

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대형전문상 

가의 등장으로 현대적 감각의 매장구성, 기업적 

인 마케팅 활동 둥으로 기존의 이미지를 바꿔가 

고 있다叫

2. 점포애고행동
이은영"은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우 

선 점포를 선택하는데, 어느 시장 또는 어느 백화 

점에 갈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 후, 그 곳에 가서 

제품을 선택하며, 의류제품의 경우 대체로 애고 

하는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Shim & Kotsiopulos》는 의복구매성향에 따 

라 집단을 분류하여 점포애고행동 등을 조사하였 

는데 고관여쇼핑형은 고소득형으로서 전문점과 

백화점을 애고한 반면 무관심쇼핑형은 저소득층 

으로 할인점을 선호하였다. 편의지향적인 카탈로 

그 쇼핑형은 흠쇼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Shim & Kotsiopulos1"은 의 복쇼핑 성 향에 따 

른 점포애고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확신적인 소비 

자, 브랜드지향적 소비자, 카탈로그 소비자, 외모 

지향적 소비자, 신용카드선호소비자는 패션 관련 

출판물의 잦은 사용에 의해 예측된 반면 편리 / 

시간절약지향 소비자와 경제추구형 소비자는 반 

대적인 성향에 의해 예측변수로 사용되었다. 또 

한 통신판매지향 소비자는 개인적 정보원을, 인 

근점포 쇼핑소비자는 방송 둥의 매체를 정보원으 

로 이용하였고, 카탈로그 쇼핑 소비자는 판매촉진 

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제추구형 소비자 

는 방송 둥 매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후속연구a에서는 점포애고행동 예측에는 구 

매성향이 점포속성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Darden^은 점포애고행동 즉, 특정점포에 대 

한 지속적인 선호행동은 반복적인 의사결정과 구 

매결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나며 소비자 

의 개인적 특성, 정보원 이용, 구매성향 및 점포 

속성지각의 영향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외생적 요인이 내생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매체사용습관은 쇼핑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 

게 소비자 특성이 집약된 쇼핑성향은 점포속성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고 점포속성의 중요성이 소 

비자의 점포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또한 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점포속성의 

중요성은 소매점포의 유형, 제품유형, 그리고 소 

비자 특성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보고 있 

다.

고애란 • 박광희 • 이영숙1"의 신도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류점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결과 

백화점 선택행동에는 정장의 경우 쇼핑 /모임의 

라이프스타일 활동, 인적정보/관찰의 정보원 이 

용, 상표 /상점 충성과 지 역상가선호의 구매성향 

및 고급분위기의 상점속성 중요도가, 캐주얼의 

경우 가족활동의 라이프스타일 활동, 상표/상점 

충성의 구매성향이 영향을 주었다. 정장구입시 

대리점 선택행동에는 지 역상가선호의 구매 성 향 

과 고급분위기의 상점속성 중요도가 영향을 나타 

내었으며, 할인점 선택행동에는 유행혁신성과 고 

급분위기의 구매성향과 서비스의 상점속성 중요 

도가 영향을 주었으며, 캐주얼 구입시의 영향요 

인은 없었다. 사입 /보세점에 대한 선택행동에서 

는 정장의 경우 인쇄매체 /TV의 정보원 이용이, 

캐주얼 의류의 경우 쇼핑 /모임의 라이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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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백화점 선호의 구매성향이 영향을 나타내 

었다. 시장선택 행동에 있어서는 정장의 경우 상 

표/상점충성의 구매성향이, 캐주얼의 경우 스포 

츠 활동의 라이프스타일 활동, 상표/상점충성의 

구매성향 및 가격 속성이 영향을 나타내었다. 

Morganoski1，,는 상점속성 에 대 한 소비자의 지각 

은 상점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품품질에 대한 

지각은 백화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리점 

(national-chain store), 저가점 (off-price st

ore), 할인점(discount store)의 순이었다.

박정은의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들의 의복을 

구매하는 장소는 시장, 유명제조업체 대리점, 직 

매점, 백화점 순이었고 시장을 구매장소로 선택 

한 이유는 여러 제품을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미우 • 고애 란©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 대학 

생은 기성복 대리점 다음으로 상설할인매장을 의 

복 구매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했고 그 이유는 구 

입이 편리하고 가격이 적당한 것이었으며, 중년 

남성의 경우 백화점 다음으로 맞춤점을 많이 이 

용하였으며, 구입이 편리하고 품질을 믿을 수 있 

으며 체형에 맞게 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그 이유 

를들었다.

Huddleston & Cassill”〉에 의하면 상표지향적 

인 소비자는 전문점에서 더욱 자주 쇼핑하고 그 

다음으로 백화점, 할인점, 우편주문의 순으로 이 

용한다고 하였다.

Bellenger & Korgaonkar®은 유회적 쇼핑자 

들은 고급수준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쾌적한 

분위기를 선호하며 몰(mall)과 백화점을 주로 이 

용한다. 이들은 점포 데코레이션, 상품의 질과 다 

양성을 중요한 상점선택기준으로 지적한 반면, 

경제적 쇼핑자들은 낮은 가격에 주로 관심을 갖 

는 경제적 쇼핑성향을 나타냈다.

정혜영聆의 연구결과 각 집단별 점포애고결과 

를 살펴보면 쇼핑무관심집단은 주로 중저 가 캐주 

얼 상가를 이용하고 쇼핑고관여 집단은 백화점이 

용율이 매우 높다. 또한 쇼핑계획 /실용성지향집 

단은 주로 중저가 캐주얼상가, 보세점, 상설할인 

매장을 이용하며 동조적 쇼핑자 집단은 중저가 

캐주얼 상가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연구방법

1. 연구분제

(1) 소매업태를 백화점, 전문점, 대리점, 상설 

할인점, 보세점, 재래시장으로 구분하여 

애고소비자를 분류한다.

(2) 소매업태별 애고소비자 및 소비자 특성에 

따른 구매행동에 대해 알아본다

(3) 소매업태별 애고소비자의 의류품목별 상 

점이용도에 대해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으로 하였으며 1999. 4. 18-4. 21일에 걸 

쳐 남녀 대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 

시하여 수정보완된 설문지 480부를 1999. 4. 27~ 

5. 11일에 배부하고 회수된 총 443부의 설문지중 

미흡한 자료를 제외한 총 391부를 통계처리하여 

자료분석 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문항구성 

은 다음과 같다. 의복구매행동 실태를 묻는 7문 

항, 7점 Likert척도의 점포선택속성 16문항, 0점 

부터 10점 만점의 점포 만족도 6문항, 인구통계적 

문항 6문항을 포함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 중 의복구매행동 실태관련 문항과 점포 

선택 속성을 묻는 9문항은 선행연구의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문항의 내용의 타 

당도를 확인한 후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통계 패키지를 이 

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Z2-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w.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 특성

본 연구의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204명 (52.2%),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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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87명(47.8%)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연 

령은 10대가 124명⑶.7%), 20대가 262명(67. 

1%)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강북 191명(48. 

8%), 강남 100명 (25.6%), 서울 근교 90명 (23%) 

을 차지하였고, 한달 용돈은 30만원 미 만이 116명 

인 약 30%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한 

달 평균 의복지출비는 약 5만원(18.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가계소득은 300만원 미만 

의 경 우가 33%로서 가장 높은 비 율로 나타났다.

2. 소매업태별 애고소비자의 분포

의류구매시 주로 어떤 소매점을 이용하는 가에 

대한 웅답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 소매점의 애고 

소비자를 분류한 결과 백화점 애고자가 전체의 

2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재래시장과 보세점 

애고자가 약 20%로 많았으며 전문점 애고자와 대 

리점애고자는 약 10%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표 

1). 성별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남자대학생들은 

여학생보다 전문점, 대리점, 상설할인점, 재래시 

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여대생들은 백화 

점과 보세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미우•고애란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선행 

연구의 경우 남학생은 대리점과 상설할인점의 순 

으로 구매장소를 선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재 

래시장과 상설할인점을 주로 이용하는 차이를 보 

이고 있다.

3. 소매업태별 애고소비자 및 소비자 특성에 

따른 구매행동

각 소매업태별 애고소비자의 소매점에 대한 정 

보원 활용과 동행인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본 결과 정보원 활용에 대해서는 모든 

소매점유형의 애고자들이 자신의 이전 구매경험 

을 가장 크게 활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가족 • 

친구• 이웃으로부터 정보를 얻었으며 판매원이 

가장 적게 사용되 었다. 가족 • 친구 • 이웃의 경우 

재래시장애고자와 상설 할인매장애고자의 주 정 

보원으로 활용되었고, 신문 - 잡지 • 방송의 매체 

는 백화점애고자가 주로 활용하였다. 판매원의 

경우는 전문점애고자의 활용비율이 가장 높았다.

쇼핑시 동행인으로는 친구가 전체의 60% 이상 

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가족 • 친척 (25.6%)이 었 

고 흔자 간다는 응답자도 13.8%에 달했다(표 2). 

친구와 같이 쇼핑하는 경우는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소매유형 애고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 

타냈는데, 전문점 애고자의 51.5%에서부터 많게 

는 재래시장 애고자의 74.4%까지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백화점 애고자는 가족 • 친척과 함께 쇼 

핑하는 비율이 46.5%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백화점의 경우 다른 소매점에 비해 상대적 

으로 고가의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점포에 비해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쇼핑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보세점이나 재래시장의 경우 

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점포분위기가 주요 

소비층의 소구점에 맞춘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 

친구와 쇼핑한다'는 경우가 타소매점에 비해 높 

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백 

화점의 경우도 '친구와 함께 쇼핑한다'가 45.5% 

로 높아 대학생들의 의복쇼핑에서 친구의 영향력 

이 큼을 알 수 있다. 혼자서 쇼핑하는 경우는 보 

세점, 상설할인매장 및 대리점 애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각 소매업태별 애고소비자의 소매점에 대한 할 

인기간 이용 여부와 대금지불 방법에 있어 차이

〈표 1> 소비자 성별에 따른 소매업태별 애고성향 n(%)

백화점 

애고

전문점 

애고

대리점 

애고

상설할인 

점 애고

보세 점 

애고

재래시장 

애고
Total

남 33(17.6) 21(11.2) 28(15.0) 38(20.3) 19(10.2) 48(25.7) 187(100)
여 65(32.3) 15(7.4) 11(5.4) 24(11.9) 57(28.2) 30(14.9) 202(100)

Total 98(25.2) 36(9.3) 39(10) 62(15.9) 76(19.5) 78(20.1) 389(100)

X2 44.66*** df=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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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표 2> 소매업태별 애고자의 정보원활용 및 동행인

백화점

애고자

전문점

애고자

대리점

애고자

상설할인 

점 애고자

보세 점

애고자

재래시장 

애고자
Total X2

정

보

원

가족/친구

/이웃
18(18.2) 6(16.7) 11(28.2) 21(33.9) 20(26.0) 26(34.7) 102(26.3)

27.64* 

df=15

신문 /잡지 

/ 방송
26(26.3) 7(19.4) 3( 7.7) 10(16.1) 7( 9.1) 10(13.3) 63(16.2)

이전의 

구매 경험
51(51.5) 20(55.6) 24 ⑹.5) 27(43.5) 48(62.3) 39(52.0) 209(53.9)

판매원 4( 4.0) 3( 8.3) 1( 2.6) 4( 6.5) 2( 2.6) 0(0.00) 14( 3.6)

Total 99(100) 36(100) 39(100) 62(100) 77(100) 75(100) 388(100)

동 

행 

인

친구 45(45.5) 19(52.8) 24 ⑹.5) 36(58.1) 55(71.4) 58(74.4) 237(60.6)

43. IL 

df==10

가족/친척 46(46.5) 11(30.6) 7(17.9) 13(21.0) 9(11.7) 14(17.9) 100(25.6)

흔자서 8( 8.1) 6(16.7) 8(20.5) 13(21.0) 13 ⑵.0) 6( 7.7) 54(13.8)

Total 99(100) 36(100) 39(100) 62(100) 77(100) 78(100) 391(100)

*p<.05, *** P<.001.

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각 소매점 애고자 유형 

간에 두 변수에 대해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 

류구매시 할인기간 이용도에 대해 백화점과 상설 

할인점 애고자의 경우만 할인 여부에 영향을 받 

고 다른 소매점 애고자의 경우는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표 3）.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대학생 

이므로 주로 sale기간을 이용할 것이라는 연구자 

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신세대 

들의 의류구매시 유행성과 개성을 보다 중요시하 

는 속성으로 인해 가격보다는 신상품이나 유행상 

품을 신속하게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n(%)〈표 3> 소매업태별 애고자의 할인기간이용도 및 대금지불방법

백화점

애고자

전문점

애고자

대리점

에고자

상설할인 

점 애고자

보세 점

애고자

재래시장 

애고자
Total X2

할인기간 

이용여부

이용 48(51.1) 16(47.1) 14(36.8) 39(69.6) 27(38.6) 27(37.0) 171(46.8)

18.66* 

df=5
상관없슴 46(48.9) 18(52.9) 24(63.2) 17(30.4) 43(61.4) 46(63.0) 194(53.2)

Total 94(100) 34(100) 38(100) 56(100) 70(100) 73(100) 365(100)

대금

지불 

방법

현금선호 46(46.5) 21(58.3) 35(89.7) 57 ⑼.9) 72(93.5) 기⑼.0) 302(77.7)

93.51** 

df=10

현금과 카드 

반반
38(38.4) 10(27.8) 4(10.3) 3(4.8) 4(5.2) 6(7.7) 65(16.6)

카드선호 15(15.2) 5(13.9) 0(0.00) 2(3.2) 1(1.3) 1(1.3) 24(6.1)

Total 99(100) 36(100) 39(100) 62(100) 77(100) 78(100) 391(100)

-t><.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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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매업태별 애고자의 상점선택요소

백화점

애고자

전문점

애고자

대리점

애고자

상설할인 

점 애고자

보세 점 

애고자

재래시장 

애고자

전체

평균
F-value

상품의 다양성 5.03 5.33 5.39 5.33 5.21 5.29 5.26 0.71

상품 질 4.68 4.67 4.59 4.49 4.58 4.47 4.58 0.86

점가 격 4.35ABa 4.50AB 4.31A 4.54AB 4.68B 4.67B 4.51 2.47*
선 상품의유행성

3.53 3.31 3.44 3.32 3.34 3.56 3.42 0.57
택
0 브랜드의 유명도 3.73C 3.50BC 3.64C 3.31BC 2.78A 3.05AB 3.34 7.18*

소 서비스/매장분위기 3.58 3.50 3.85 3.33 3.31 3.27 3.47 1.65

이전의 구매경험 4.05 4.06 4.23 4.08 4.12 4.06 410 0.16

광 고 2.56 2.89 2.49 2.75 2.57 2.83 2.68 1.09

*pV.O5, f V.OOL

aABC는 Duncan test 결과임.

어떠한 방식으로 대금을 지블하는가에 대해 

78% 정도의 소매점 애고자가 현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가 

대학생 이므로 주로 현금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 

다. 현금과 카드를 반반씩 사용하는 것은 전체의 

17% 정도로 나타났다. 단지 백화점 애고자의 경 

우는 다른 소매점 애고자에 비해 카드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금과 카드를 반반씩 사 

용한다는 비율도 높았는데（표 3）의 결과에서 제 

시된 것처럼 백화점 애고자가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쇼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드를 선호하는 

경우가 다른 소매점 애고자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5> 성별에 따른 상점선택 중요 요소

업태별 애고소비자의 상점선택요소에 대한 차 

이를 조사한 결과 가격과 브랜드의 유명도변수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격의 경우 보세 

점 애고자가 가장 중요시하며 브랜드의 유명도의 

경 우는 백화점 애고자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응답자의 경향에 있어서 상품의 

다양성, 품질, 가격, 이전의 구매경험, 서비스/ 

매장분위기, 상품의 유행성, 브랜드의 유명도의 

순으로 중요시 되었으며 광고의 중요도가 가장 

낮았다.

소비자 특성에 따른 상점선택중요요소에 대한 

차이를 검중한 결과（표 5）와 같이 성별에 따라 

품질변수와 서비스 /매장분위기 변수에서 유의한

*p<.05.

상품의

다양성
품질 가격

상품의

유행성

브랜드의 

유명도

서비스/ 

매장분위기

이전의 

구매경험
광고

M 5.25 4.49 4.53 3.46 3.23 3.32 4.74 2.66
남 SD

1.43 0.89 0.88 1.26 1.32 1.30 1.22 1.24

M 5.20 4.66 4.51 3.40 3.38 3.57 4.11 2.69
여

SD 1.22 0.77 0.76 1.20 1.13 1.16 1.11 1.09

t-value 0.31 -2.04* 0.26 0.52 -1.15 -1.99, -0.29 -0.22

-46 -



제 8권 제 1호 金美淑・金甫景

차이를 보였다. 품질과 서비스/매장분위기 변수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매업태 애고소비자 및 소비자 특성에 

따른 소매점 만족도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소매점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 월평균 용돈,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의한 결과 

〈표 6〉과 같이 백화점 만족도와 상설할인점, 재래 

시장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백화점 

의 경우 여학생이, 상설할인점과 재래시장의 경 

우는 남학생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용돈에 따른 소매점 만족도에 대한 차 

이는〈표 7〉과 같이 백화점, 보세점, 재래시장 만 

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백화점만족도의 

경우는 월 용돈액수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만족 

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보세점의 경우는 15만 

원 미만과 20만원 미만, 재래시장의 경우는 15만 

원 미 만의 경 우 만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러 한 결과는 용돈이 많을수록 상품가격대가 고가 

인 백화점에 대해 만족도 높고, 용돈이 적을수록 

보세점이나 재래시장과 같이 저가의 상품을 취급 

하는 상점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다.

월평균 가계 소득에 따른 소매점 만족도에 대 

해 살펴보면 전문점을 제외한 모든 업태 만족도 

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백화점 만족도 

의 경우 월평균 가계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리점의 경 

우 300만원 미만일 때, 상설할인점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보세점과 재래시장의 경우는

〈표 6> 성별에 따른 소매점 만족도

백화점

만족도

전문점

만족도

대리점

만족도

상설할인점 

만족도

보세 점

만족도

재래시장 

만족도

남
M 3.40 3.76 3.59 3.64 3.41 3.17

SD 1.13 1.03 1.03 1.12 1.15 1.22

여
M 3.79 3.67 3.48 3.40 3.25 2.84

SD 1.11 0.99 1.04 1.17 1.16 1.24

tvalue —3.37*** 0.81 1.01 2.08* 1.39 2.59**

*p<.05, ♦*p<.01> ***p<.001.

〈표 7> 월평균 용돈에 따른 소매점 만족도

•p<-05, **p<.01, *~p<.001.
허ABC는 Duncan's test 결과임.

15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전체평균 F-value

백화점 만족도 3.23A3 3.59B 3.69B 3.91B 3.61 5.25***

전문점 만족도 3.54 3.78 3.68 3.86 3.72 1.53

대리점 만족도 3.37 3.59 3.51 3.70 3.54 1.45

상설할인점 만족도 3.67 3.62 3.39 3.36 3.51 1.63

보세점 만족도 3.44A 3.44A 3.33AB 3.00B 3.30 2.59*

재래시장 만족도 3.32B 3.05AB 2.83A 2.78A 3.00 3.54-

-47 -



48 의류 소매업태별 애고소비자의 특성 비교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표 8>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소매점 만족도

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체평균 F-value

백화점 만족도 3.30Aa 3.48A 3.56AB 3.92B 3.57 3.84**

전문점 만족도 3.93 3.58 3.71 3.83 3.76 1.40

대리점 만족도 3.60B 3.60B 4.15A 3.47B 3.71 4.27**

상설할인점 만족도 3.30A 3.23 A 3.49A 4.06B 3.52 4.20***

보세점 만족도 3.64B 3.56AB 3.18A 3.19A 3.39 3.35*

재래시장 만족도 3.76A 3.36A 2.83B 2.63B 3.15 10.91***

•p<.05, «p<.01, *~P<.OO1.

^ABC는 Duncan's test 결과임.

100만원 미 만인 집단이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득에 따른 만족도 조사에서 백화점보 

다 대리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제외하면 월 

평균 용돈에 따른 결과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 

였다.

업태별 애고소비자의 소매점 만족도에 대한 차 

이를 조사한 결과 애고자 집단의 모든 소매점업 

태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각 

각 자신의 애고소매점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전체응답자의 경향에 있어서 소매 

점만족도는 전문점, 대리점, 백화점, 상설할인점, 

보세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재래시장이 가 

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5. 소매업태별 애고소비자의 의류품목별 상 

점이용도

애고소비자의 유형에 따른 구매의류 품목별 소 

매점 이용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est를 실시 

하였는데 보세점과 재래시장은 이용빈도가 낮아 

"-test의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해 포함시키지 않았 

으며, 분석 결과 모든 품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먼저 코트구매시 애고자 유형별 소매점 이 

용도 차이를 보면, 백화점 애고자, 전문점 애고 

자, 대리점 애고자, 상설할인점 애고자는 모두 자 

신이 애고하는 점포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세점과 재래시장 애고자는 백화점 

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코트가 다른 품목에 비해 고관여 제품이기'때 

문에 보세점, 재래시장 애고자도 백화점, 전문점, 

대리점, 상설할인점 등을 이용하여 구매하는.것 

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코트구매시 

대학생들의 50%가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

〈표 9> 소매 업 태 별 애 고자의 상점 만족도

백화점

애고자

전문점

애고자

대리점

애고자

상설할인 

점 애고자

보세 점

애고자

재래시장 

애고자

전체

평균
F-value

백화점 만족도 4.24Aa 3.51B 3.49B 3.28B 3.22B 3.47B 3.54 10.28**
만 전문점 만족도 3.83A 4.00A 3.71AB 3.68AB 3.36B 3.80A 3.73 2.71*
족 대리점 만족도 3.60B 3.60B 4.15A 3.47B 3.29B 3.39B 3.58 4.2L
도 상설할인점 만족도 3.30A 3.23 A 3.49 A 4.06B 3.41A 3.53A 3.50 4.20***

보세점 만족도 2.83A 2.71A 3.24B 3.29B 4.05C 3.56B 3.28 13.89***
재래시장 만족도 2.30A 2.89B 2.67AB 2.94B 2.96B 4.09C 2.98 23.63*

*p<.05, ~ p<.001.

食ABC는 Duncan's test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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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소매업태별 애고자의 의류품목별 상점 이용 차이 n(%)

ipC.001.

품

목

고자 
구매 장弱、

백화점

애고자

전문점

애고자

대리점

애고자

상설할인 

점 애고자

보세 점

애고자

재래시장 

애고자
Total X2

백화점 87(87.9) 12(33.3) 11(28.2) 20(32.8) 34(46⑹ 28(37.3) 192(50.1)

전문점 7(7.1) 20(55.6) 11(28.2) 10(16.4) 17(23.3) 16(21.3) 81(21.1)

트
대리점 2(2.0) 3(8.3) 16(41.0) 5(8.2) 9(12.3) 15(20.0) 50(13.1) 164.43*

상설할인점 3(3.0) 1(2.8) 1(2.6) 25(41.1) 10(13.7) 3(4.0) 43(11.2) df=15

Total 99(100) 36(100) 39(100) 60(100) 70(100) 75(100) 383(100)

백화점 85(85.9) 15(41.7) 15(39.5) 17(28.8) 27(37.0) 30(39.5) 189(49.6)

정 전문점 8(8.1) 20(55.6) 8(21.1) 16(27.1) 18(24.7) 16(21.1) 86(22.6)

장 대리점 4(4.0) 1(2.8) 13(34.2) 3(5.1) 11(15.1) 9(11.8) 41(10.8) 137.78-

상설할인점 2(2.0) 0(0.00) 2(5.3) 22(37.3) 6(8.2) 5(6.6) 37(9.7) df=15

Total 99(100) 36(100) 38(100) 58(100) 62(100) 60(100) 381(100)

블 백화점 48(49.0) 6(16.7) 1(2.6) 3(5.0) 4(5.5) 4(5.3) 66(17.3)

라 전문점 10(10.2) 14(38.9) 5(12.8) 2(3.3) 0(0.00) 3(3.9) 34(8.9)

우 대리점 8(8.2) 3(8.3) 25(64.1) 3(5.0) 7(9.6) 5(6.6) 51(13.4)

스 상설할인점 11(11.2) 7(19.4) 4(10.3) 39(65.0) 8(11.0) 11(14.5) 80(20.9) 451.14***

/ 보세 점 20(20.4) 4(11.1) 3(7.7) 8(13.3) 51(69.9) 14(18.4) 100(26.2) df=25

남 재래시장 1(1.0) 2(5.6) 1(2.6) 5(8.3) 3(4.1) 39(51.3) 51(13.4)

방 Total 98(100) 36(100) 39(100) 60(100) 73(100) 76(100) 382(100)

백화점 28(28.3) 3(8.3) 0(0.00) 3(4.9) 1(1.3) 1(1.3) 36(9.3)

전문점 6(6.1) 11(30.6) 0(0.00) 0(0.00) 0(0.00) 3(3.8) 20(5.1)
442.89***

티 대리점 8(8.1) 2(5.6) 18(46.2) 3(4.9) 2(2.6) 0(0.00) 33(8.5)

셔 상설할인점 23(23.2) 5(13.9) 6(15.4) 29(47.5) 3(3.9) 5(6.4) 71(18.3) at—Zb

츠 보세 점 26(26.3) 13(36.1) 12(30.8) 19(31.1) 65(85.5) 7(9.0) 142(36.5)

재래시장 8(8.1) 2(5.6) 3(7.7) 7(11.5) 5(6.6) 62(79.5) 87(22.4)

Total 99(100) 36(100) 39(100) 61(100) 76(100) 78(100) 389(100)

백화점 53(54.1) 4(11.1) 2(5.1) 5(8.2) 3(4.0) 1(1.3) 68(17.7)
바

전문점 10(11.2) 24(66.7) 2(5.1) 3(4.9) 6(8.0) 8(10.5) 54(14.0)
시
/ 대리점 11(11.2) 1(2.8) 25(64.1) 4(6.6) 7(9.3) 9(11.8) 57(14.8) 539.12***/

상설할인점 13(13.3) 3(8.3) 6(15.4) 34(55.7) 4(5.3) 7(9.2) 67(17.4) df=25

기
보세 점 8(8.2) 2(5.6) 3(7.7) 10(16.4) 51(68.0) 6(7.9) 80(20.8)

거
재래시장 2(2.0) 2(5.6) 1(2.6) 5(8.2) 4(5.3) 45(59.2) 59(15.3)

Total 98(100) 36(100) 39(100) 61(100) 75(100) 76(100) 385(100)

백화점 41(41.4) 5(13.9) 4(10.3) 1(1.6) 5(6.6) 2(2.6) 58(15.0)

전문점 16(16.2) 21(58.3) 7(17.9) 5(8.2) 13(17.1) 13(17.1) 75(19.4)

청
대리점 13(13.1) 3(8.3) 21(53.8) 6(9.8) 12(15.8) 13(17.1) 68(17.6) 327.65*

바
상설할인점 21(21.2) 4(11.1) 5(12.8) 36(59.0) 8(10.5) 8(10.5) 82(21.2) df=25

지
보세 점 7(7.1) 3(8.3) 1(2.6) 8(13.1) 35(46.1) 8(10.5) 62(16.0)

재래시장 1(1.0) 0(0.00) 1(2.6) 5(8.2) 3(3.9) 32(42.1) 42(10.9)

Total 99(100) 36(100) 39(100) 61(100) 76(100) 76(100) 3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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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전문점이 21%로 두 소매점 유형에서 주 

로 코트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 구매에 있어서도 코트와 마찬가지로 전체 

의 50% 정도가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전문점이 22.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백화점과 전문점, 상설할인점 애고자는 자신이 

애고하는 상점유형에서 정장을 주로 구매하였으 

나 대리점, 보세점, 재래시장 애고자들은 정장구 

매시 백화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블라우스/남방 구매시 각 소매점애고자의 구 

매차이를 살펴본 결과 애고자 유형별로 각 상점 

유형 이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각 소 

매점 애고자는 자신이 애고하는 점포유형을 이용 

하여 블라우스/남방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적으로는 블라우스/남방을 구매할 때 

보세점 (26.2%)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상설할인점이 20.9%, 백화점이 17.3%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전문점이용도가 가장 낮았다.

티셔츠 구매시 애고소비자의 각 소매점 유형의 

이용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전문점 애고소비자만 주로 보세점을 이 

용하여 구매하며 나머지 5개 점포 애고소비자는 

자신이 가장 애고하는 소매점을 이용하여 티셔츠 

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보 

세점 이용도가 3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재 

래시장이 22.4%로 높았으며 전문점의 이용도가 

가장 낮았다.

바지/스커트와 청바지 구매시 애고소비자의 

상점이용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모든 소매점 애고소비자의 대부분이 

자신이 가장 애고하는 점포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바지 /스커트 

의 경우 보세점이 20.8%로 가장 높은 이용율을 

보였고 백화점, 상설할인점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이용도를 보였다.

청바지는 상설할인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되었 

고 전문점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이용율을 보였다. 

바지/스커트, 청바지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각 상점유형의 이용율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대학생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의 

복의 품목에 따라서 주로 구매하는 상점유형에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로 자신이 평소에 자주 가 

는 유형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 

격이 높은 코트나 정장의 경우 상점이용도가 백 

화점, 전문점으로 집중되어 있었고 블라우스/남 

방, 바지 /스커트는 티셔츠와 같이 보세점에서 

주로 구입하였으나 이용율 자체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청 바지 의 경 우도 가장 높은 상설할인점 

의 이용도가 21%정 도로 코트, 정 장, 티 셔츠와 같 

이 편중된 이용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류 소매점을 백화점, 전문점, 대리 

점, 상설할인점, 보세점, 재래시장으로 유형화하 

여 업태별 애고소비자의 특성 및 구매행동을 비 

교•분석함으로서 타겟마켓에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의류 구매시 백화점애고자는 상점선택에 

필요한 정보원으로 이전의 구매경험을 주 

로 이용하며, 가족/친척과 동행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sale기간을 이용 

하여 쇼핑하며 대체로 현금으로 대금을 지 

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류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의류 구매시 백화점을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애고자의 각 

소매점 유형 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 전문점, 대리점, 상설할인점, 보세 

점, 재래시장 순으로 높았으며 상점선택시 

상품의 다양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품질, 

서비스/매장분위기, 가격과 상품의 유행 

성 순서로 나타났다.

(2) 전문점애고자는 정보원으로 이전의 구매 

경험을 가장 중요시하고 쇼핑시 주로 친구 

와 동행하며 할인여부가 구매에 영향을 미 

치지 않고 현금을 선호하여 대금을 지불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품목에 따른 소 

매점선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코트, 정장, 

블라우스/남방, 스커트/바지, 청바지 구 

매시는 주로 전문점을 이용하며, 티셔츠 

구매시만 보세점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소매점 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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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전문점, 대리점, 백화점, 상설할인점, 

재래시장, 보세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3) 대리점애고자는 정보원으로서 이전의 구 

매경험에 가장 영향을 받고 쇼핑시 주로 

친구와 동행하며 할인 여부에 상관없이 구 

매하며 대금지불방법으로 현금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소매점 선택 

이용도를 보면 코트, 블라우스/남방, 티 

셔츠, 스커트, 청바지 구매시는 대리점을 

정장구매시에는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매점 이용만족도를 

살펴보면 대리점, 전문점, 백화점과 상설 

할인점, 보세점, 재래시장 순으로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4) 상설할인점애고자의 경우 정보원으로 이 

전의 구매경험을 가장 중요시하고 쇼핑시 

주로 친구와 동행하며 sale기간을 이용하 

며 현금을 선호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품목별 소매점 선택 이용도를 보면 범위 

를 준 6개 모든 품목 구매시 상설할인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점 이용만 

족도는 상설할인점, 전문점, 대리점, 보세 

점, 백화점, 재래시장의 순으로 높은 점수 

를 나타냈다.

(5) 보세점애고자는 정보원으로서 이전의 구 

매경험에 가장 영향을 받고 쇼핑시 주로 

친구와 동행하며 할인 여부에 상관없이 구 

매하며 대금지불방법으로 현금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소매점 선택 

이용도를 보면 코트와 정장구매는 백화점 

을 주로 이용하며 나머지 단품류는 보세점 

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매 

점 이용만족도는 보세점, 상설할인점, 전 

문점, 대리점, 백화점, 재래시장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6) 재래시장애고자는 정보원으로서 이전의 

구매경험에 가장 영향을 받고 쇼핑시 주로 

친구와 동행하며 할인 여부에 상관없이 구 

매하며 대금지불방법으로 현금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소매점 선택 

이용도를 보면 보세점과 마찬가지로 코트 

와 정장구매시 백화점을, 나머지 품목은 

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소매점 이용만족도는 재래시장, 보세 

점, 상설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대리점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

(7) 상점선택시 중요요인으로는 업태별로 구 

분을 할 수 있었는데 백화점, 전문점, 대리 

점의 경우는 상품의 다양성, 품질, 가격의 

순이었으며 상설할인점, 보세점, 재래시장 

의 경우는 상품의 다양성, 가격, 품질의 순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백화점과 

전문점, 대리점 애고자끼리는 비숫한 성향을 지 

니며 보세점은 재래시장 애고자와 비숫한 성향을 

띠고 상설할인점 애고자는 양쪽의 성격을 다 갖 

춘 중간적인 위치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 

한 결과에 작용한 요소는 가격과 품질이 가장 영 

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백화점과 전문 

점, 대리점과 같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품을 취 

급하는 소매점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대해 상품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부가가치를 향 

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류품목에 따른 애고실태 조사 결과에 의 하면 

보세점과 재래시장 애고자는 코트와 정장구매시 

백화점 이용율이 높은데 이것은 저렴한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자도 고관여 제품을 구입시에는 품 

질을 더욱 중요시한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보세 

점과 재래시장도 향후 보다 높은 품질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제품관리에 대한 투자가 필요 

하리 라 본다. 또한 본 연구에 의 하면 보세점과 재 

래시장의 경우, 소비자가 상점선택시 상품구비의 

다양성이나 가격, 유행성 둥에 비해 품질과 서비 

스 /매장분위 기 둥을 중요시 하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나, 향후 서비스 개선과 품질로 인한 고 

객 만족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 

므로 보세점과 재래시장도 더 높은 서비스와 구 

매시 불편요인을 해소하며 고품질을 추구함으로 

서 보다 타업태와의 경쟁력을 성장시킬수 있으리 

라 본다.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 표집 

하여 업태를 6가지로 분류하여 연구하였으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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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연구에서는 다양하게 둥장하고 있는 신의류유 

통업태를 포함한 비교 • 분석 연구와 각 애고소비 

자의 의복태도관련 연구도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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