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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ative research is a method widely used in marketin응 research. However, the method has seldom been used 

in fashion marketing research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e that us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in main stage is much useful than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only in 

exploratory stage. Qualitative data were gathered by conducting Focus Grcmp Interview（FGI） with 48 college 

students. Quantitative data were gathered by surveying college students, and 487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an,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As a res니t, 

FGI, one of the tools used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as proved to be useful in revealing consumers' deep 

emotional needs as well as purchase motives. FGI also revealed information which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tools such as survey could have missed. Therefore, it is best to use m니tiple methods-simultaneous use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to understand fast changing consumers' needs and purchase motives.

Key words: quantitative research（양적 조사）, qualitative resea矿아i（질적 조사）, FGI（표적집단 면접법）, 다중측 

정방법（multiple methods）.

I. 서 론

급변하는 마케팅 환경에서 기업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고객욕구에 대한 이해와 통찰에서부터 출발 

한다，많은 패션기업들은 고객욕구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기존의 상업적 마케팅 

리서치들이 패션제품의 독특한 특성에 기인하여 소 

비자의 욕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대부분의 상업적 리서치들이 

지나치게 양적 연구방법에만 의존하거나, 아니면 일 

부 연구에서 행하여졌던 질적 연구방법들은 제한적 

으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 측면이란 

첫째, 고객반응의 피드백을 얻기 위한 예비조사단계 

에서만 활용되었거나 둘째, 그 분석과정이나 내용에 

관해 공개된 자료가 없음으로 인해 학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준 

거로서 이은영 등4 (2002)은 최근의 연구들은 양적 

연구방법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현상 전체를 보 

지 못하고 단지 변수화된 조각들만 보거나, 또한 측 

정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당성을 희생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 P. Kotler, Marketing Management （NJ : Prentice Hall, Inc., 2000）, p.136.
2） 이은영, 정인희, 의류학 연구 방법론 （서울 : 교문사, 2002）,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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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매자와 노부요시'는 양적 연구방법만을 이용 

할 경우의 문제점으로 첫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유나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며, 둘째, 컴퓨 

터 처리방법이 기본이 되는 양적 방법만으로는 무리 

인，예，혹은，아니오，만으로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양적 조사에서는 정보 

가 필연적으로 숫자화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 

들의 본래 음성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미묘한 차이 

를 포착해 내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넷째, 양적 연구 

만이 시행된 리서치는 거시적 측면의 견해에는 강하 

나 미시적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적 연구방법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법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의 필 

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Strauss 등，) (1990)은 통 

계적 절차에 따른 양적 연구방법에 의해서는 도출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중요한 접근법으로 질 

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밖으로 드 

러나는 현상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 

여 나타난 것이므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분을 분리하여 보기보다는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하며 이는 질적 연구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 

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현상을 보는 연구자의 시각과 

판단에 의한 맥락적 관점을 중요시하므로 연구자 

자체가 연구 도구(instrument)로서 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현재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시행되는 상업적 리 

서치에서도 과거의 연구방법을 보완하는 대안적 방 

법이 요구되는 전환적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가 병행 활용되는，다중측정방 

법 (multiple methods)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중측정 방 

법으로써는 표적집단 면접법(fbcus group interview; 

FGI)과 설문지조사를 예비조사 단계에서 뿐만 아니 

라 본 조사 단계에서 모두 병행 사용하였고, 특히 표 

적집단면접 결과로 나타난 고객 반응의 분석을 인지 

구조에 흐름에 따른 분석틀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다중측정방법이 기업에게 

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업적 마케팅 리서치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고 따라서 결과의 공 

개 여부는 연구자들의 중요한 윤리적 과제이므로 본 

연구는 분석된 결과 내용보다는 결과를 도출해 나가 

는 과정의 묘사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중측정방법의 학문적, 상업적 

가치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 

의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 있다.

n. 이론적 배경

1. 의류학에서의 질적 연구방법 경향

질적 연구방법이란 연구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적 

은 수의 표본을 가지고 진행하는 구조화되지 않은 

(unstructured)3 4 5 6 7* 탐색적 연구방법을 의미한다. 질적 연 

구와 양적 연구의 차이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 

되기도 하지만〈표 1〉과 같이 연구목적이나 표본의 

특성, 자료수집 과정, 분석방법, 결과의 해석 측면에 

서 비교된다.

3) 우매자와 노부요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서울: 엘지애드, 1987), pp.44-48.
4) A. Strauss and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Publications, 1990), p.17.
5) M. Q. Patton,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CA. Sage Publications, 1990), p.14.
6) 구조화의 의미는 측정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연령대사에게 공통 

적으로 적용되면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군희,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법문사, 2001, 
p.191).

7) Strauss 등, 앞의 책, p」8, p.20.

특정 연구주제가 결정되면 양적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 

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양적 연구 

의 결과를 보다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나, 응답 

자들이 대답하기를 꺼려하거나 응답자 자신도 인식 

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얻기 위해 질적 연구를 진행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결과해석에서 일반화 문 

제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Strauss 등"은 질적 연구에서는 첫째,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편견이 없어야 하며, 둘째, 정 

확하고 신뢰도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셋째, 현 상 

황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가설화시킬 수 

있는 추상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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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차이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연구목적 기초가 되는 원인에 대한 이해 발견된 사실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확장

표 본 적은 수의 대표성이 없는 표본 대표성을 갖는 많은 수의 표본

자료수집 구조화되어 있지 않음 구조화되어 있음

자료수집 통계분석을 사용하지 않음 통계분석

연구결과 현상에 대한 이해 최종결과

자료 : 이군희(20이),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서울법문사, P.163.

이를 위해서눈 연구자가 사회현상에 대해 민감해야 

되며, 관찰되어진 것을 이론적인 지식과 경험적 토 

대 위에서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하고, 관찰에 대한 정 

확성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나 이론에 도 

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분석적이고 해석적 

인 과정 (conceptualizing data)들을 거쳐야 하며 이를 

부호화(coding)라고 하였다.

질적 연구를 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Strauss 등踏은 

대 이 론(grounded theory), 문화관찰법 (ethnography), 현 

상학적 ^(phenomenological approach), life history, 

대화분석(conversational analysis)등을 제 시 하였고, Pa- 
ttoi宀(1990)은 문화관찰법(ethnography), 현상학(phe

nomenology), 발견적 해결법(heuristics), ethnometho- 

dology,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 

생태학적 심리학(ecological psychology), 시스템이 론 

(systems theory), 무질서 이론(chaos theory), 해석학 

(hermeneutics), orientational qualitative를 제시하였다. 

이군희'"는 응답자에게 연구목적을 알려주는 여부에 

따라 직접법(direct method)과 간접법 (indirect method) 

으로 구분하고 직접법의 대표적 방법으로 표적집단 

면접과 심층면접을 들고 있다.

인류학과 사회학적 접근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온 

질적 연구방법들은 최근 의류학 영역에서도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는데미국의 의류학 연구에서는 인 

류학이 나 사회 학에서 와 같이 현상을 설명 하여 줄 수 

있는 대이론(ground theory)"〉에 치중해 있으며 하나 

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Arthur '”는 미국 여자 대학생의 그룹(sororities)에서 

의 의복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거하고 

분석하는 과정동안 대이론을 이용하였으며 데이터 

는 관찰, 현장보고(field notes), 면접을 통해 수집하였 

다. Hawley '"의 Amish에 있어서 의 의복의 역 할 또는 

의미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문화관찰법을 이용한 

대이론이 근거가 되었다. Hamilton 등''은 Karen부족 

과의 생활에 참여하여(participant~observation) 의복의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는 대이론을 이용하였다. 패션 

산업과 연관되어서는 Scheller 등")이 의류생산자의

8) Strauss 등, 앞의 책, p.21.
9) Patton, 앞의 책, pp.73-89.

10) 이군희, 앞의 책, p.161.
11) M. C. D지y, "Use of the ethnographic approach as interpretive science with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Textile & clothing as an examp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3) (1984), pp.354-362. J. Hamilton, 
"A. Dress and the dynamics of culture: Implications for theory, method and content", Social Science Aspects 
of Dress: New Directions^Special Publication #5) (1993), pp.48-56.

12) 실증적인 세계와의 직접적 접촉 또는 밀접한 참여를 통하여 이론을 설립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귀납적 전략이 

다. B. G. Glaser and A. L. Strauss,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IL: 
Aldine, 1967), pp.237-250.

13) L. B. Arthur, "Dres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in two sororiti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2) (1999), pp.85-93.

14) J. M. Hawley, Amish/English entrepreneurial activity as a function of culture and world view. Conceptions 
of responsibility,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nd suc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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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류학회지(1990 〜2001)에 나타난 질 

적 연구 사례 수

질적 연구의 사용유형 연구 건수

1차 예비조사 단계에서 사용 20 건

본조사 단계에서 

사용

양적 연구방법과 병행 4 건

질적 연구방법만 사용 5건

관점에서 의류제품의 질에 대한 정의를 도출하기 위 

해 대이론을 이용하였으며 자유응답 면접과 관찰법 

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질적 연구가 대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에 비해 1990년 이후 한국의류학지에 게재 

된 연구들 중 29건의 질적 연구 경향 (표 2)을 보면 

국내연구는 문항개 발의 전단계나 1차 예비조사를 위 

한 탐색적 연구단계에서 질적 연구가 주로 활용되었 

다.

그러나 1차 예비조사 단계에서 사용된 20건의 연 

구들에서 질적 연구의 절차나 구체적인 본 조사에의 

적용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시가 없었다. 또한 

본 조사 단계에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병행한 

4건의 연구에서도 질적 방법의 결과보다는 주로 양 

적 방법의 결과에 의해 연구결론을 도출하고 있어 

이는 병행이라기 보다는 보완적이라는 것이 더 정확 

한 듯하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한 연구로는 

박은주")의 의복구매 상황과 의복평가 기준과의 관 

계연구를 들 수 있으며 이 연구는 여대생 3 집단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의복을 구매할 때 경험 

한 적이 있는 구매상황을 범주화하여 분석한 후 설 

문지법을 사용하여 의복구매 상황과 의복평가 기준 

을 측정하였다. 진병호”)의 의복구매 시 소비자가 지 

각하는 가격에서는 선행연구가 모든 의복가격 차원 

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 해석을 

위한 질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표적집단 면접을 병 

행하였으며, 차인숙 등의 백화점 소비자의 의복쇼 

핑 성향과 점포선택 기준에 관한 연구에서는 백화점 

에서 쇼핑하는 부산거주 여성 47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10명에 대하여 

쇼핑관련 행동에 대한 관찰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과정과 결과에 반영된 질적 연구의 내용이 구체적으 

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이은실 등剪 

의 성 지향 및 불안심리에 따른 의복태도와 의복선 

호도 연구에서는 조사 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과 면 

접법을 사용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질적 연구방 

법의 구체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질적 연구만을 통해 본 조사가 이루어진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다. 유혜경기)의 중국 의류 

소비자 특성 고찰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실무 

자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인지하는 중국 소비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 12명의 실무자를 개별 

면접하였다. 정인희 등2즈의 의복착용 동기와 유행현 

상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에서 의 

복 착용의 동기를 탐색하고 의복착용 동기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며, 각 집단의 특성을 묘사하는데 

있어 심층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유연실 등为)의 의복 

구매의사 결정 과정 중 문제인식 단계의 개념과 구 

조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론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의복 구매 문제인식 과정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40명의 피면접자를 대상으로 구입 당시의 상황을 회

15) J. A. Hamilton and J. W. Hamilton, "Dress as a reflection and sustainer over social reality: A cross cultural 
perspectiv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2) (1989), pp. 16-22.

16) H. P. Scheller and G. I. Kunz, "Toward a grounded theory of apparel product qual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6(2) (1998), pp.57-67.

17) 박은주, "의복구매 상황과 의복평가 기준과의 관계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5권 제2호 (1991), pp.163-171.
18) 진병호, ”의복구매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격(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제22권 제5호 (1998), pp.628-638.
19) 차인숙, 안소현, 이경희, "백화점 소비자의 의복쇼핑성향과 점포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3 

권 제2호 (1999), pp.284-295.
20) 이은실, 이명회, "성 지향 및 불안심리에 따른 의복태도와 의복선호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5권 제2호 

(2001), pp.424-235.
21) 유혜경, ”중국 의류소비자 특성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제22권 제2호 (1998), pp.233-240.
22) 정인희, 이은영, "의복의 착용 동기와 유행 현상의 상호작용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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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여 말하게 하였다. 최근 연구로는 김현정 등约의 

인터넷을 통한 패션상품 구매행동의 탐색적 연구에 

서 1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및 직접 관 

찰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한 패션상품의 구매의사결 

정 과정의 단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유연실”)의 한국 

어패럴 머천다이저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는 역시 

한국 어패럴 산업에서 머천다이저가 수행하는 역할 

을 알기 위해 국내 유수 어패럴업체의 머천다이저 7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이와 같이 의류학과 상업적 마케팅 리서치 모두 

에서 제기되고 있는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 Pattoi?®은 연구자의 방법적 기술, 민감성, 성실 

의 정도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결정된다고 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 의 타당도와 신 

뢰도의 검토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안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 제시 

는 앞으로 상업적인 마케팅 리서치의 다양한 연구방 

법의 개발이나 국내 의류학 연구의 실용적 전환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용하리라 본다.

2. 마케팅 리서치에서의 질적 연구방법 경향 (표 

적집단 면접법)

상업적 마케팅 리서치에서는 광고효과 측정이나 

특정 지역 또는 브랜드의 소비자 특성 파악을 위한 

조사에서 질적 연구가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 특성상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어 실제 사용실태에 대한 분석이 어려울 뿐 아 

니라 그 접근방법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검토 

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패션 마케팅 

리서치에서는 통계적 처리가 가능한 양적 접근방법 

이 주를 이루고. 다만 하나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질 

적 연구가 행하여졌다. 그 중에서도 표적집단면접법 

(FGI)”)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 의복 평가 기준을 연구한 Eckman 등찌은 

연구자가 질문을 제시하고 응답자는 질문에 표시만 

하는 자기 응답 방식에 의해 자료 수집을 할 경우, 

측정의 피상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근본 동기들이 유 

추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비자 의복 선택의 본질 

적 동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을 병행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상업적 마케 

팅 조사에서는 표적집단 면접법이 설문지 조사를 위 

한 기초단계로서만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纳

Zikmund期는 마케팅 리서치에 있어서 탐색적 연 

구를 본 조사를 행하기 앞서 실시하는 유용한 단계 

로 정의하였다. 그 종류로 경험적 조사, 이차자료분 

석, 사례연구, pilot study가 있으며, 여기서 표적집단 

면접법은 pilot study"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는 표적집단면접법의 단점을 두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자신에 찬 참여자로 인한 후광효과(halo effect) 

로 틀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둘째, 참여자가 표적 

시장의 소비자를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Zikmund®는 결과에 내재해 있는 주관성과

23) 유연실, 이은영, "의복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중 문제인식 단계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2권 제6호 (1998), pp. 760-771.
24) 김현정, 이은영, 박재옥, "인터넷을 통한 패션상품 구매행동의 탐색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4권 제8호 

(2000), pp.907-917.
25) 유연실, "한국 어패럴 머천다이저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4권 저)7호 (2000), pp.995-1003.
26) Patton, 앞의 책, p.l 1.
27) 적은 수의 응답자로 구성된 그룹을 대상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진행하며，훈련된 

사회자｛moderator)가 이러한 과정의 토의를 주도하는 조사방법을 의미한다. R- M. Weiers,. Marketing Research 
(NJ: Prentice-Hall, 1984), p.224.

28) M. Eckman, M. L. Damhorst and S. J. Kadolph, "Toward a model of the in-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ng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990), 
pp. 13-22.

29) R. Parker, "Conversational interaction: Directions for qualitative marketing and consumer research", Research 
in Consumer Behavior 3 (1988), pp.211-245.

30) W. G. Zikmund,. Essentials of marketing research (FL: The Dryden Press, 1999), pp.86-101.
31) Pilot Study란 샘플수집을 하되 모집단으로부터 정확한 양적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엄격한 기준을 

좀더 유통성 있게 사용하는 리서치 방법이다. Weiers,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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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터뷰 데이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론에 도 

달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단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리서치에 있어 

질적 연구 중 표적집단 면접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개인의 반응보다는 그룹 전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 

으며 group synergy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선적 

으로 들 수 있다33）. 또한 표적집단의 자연스러운 토 

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가 미쳐 발견하지 못한 새 

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여 관심 대상이 되는 연구주제 

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기도 하다.

Zikmund 旳는 표적집단면접법을 몇 사람을 동시 

에 면접하여 그룹의 결합에 의해서 야기된 각 개인 

의 반응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지위와 수용이 관여하지 않는 단계로 동기나 

태도 및 의견에 관한 연구에 이용된다고 하였다. 또 

한 다른 방법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다양한 아이디 

어를 다이내믹한 집단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으며, 

비구조적인 조사를 통해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 

여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소비자 행동의 비논리 

성과 무의식성을 생생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가설 

과 상식이라는 틀이 얽매이지 않고 소비자의 사고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우매자 

와 32 33 34 35） 는 또한 표적집단 면접법이 양적 조사의 예비 

단계만이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부족 

한 점을 보완해 주는，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라 

고 주장하였다. 즉, 양적 조사 편중의 위험을 지적하 

고, 양적 조사와 표적집단 면접법을 병용함으로써 

많은 돈을 들여 하는 기업의 조사가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32) Zikmund, 앞의 책, pp.91-95.
33) Zikmund, 앞의 책, pp.91-95.
34) Zikmund, 앞의 책, pp,91-95.
35) 우매자와, 앞의 책, p.44.

이처럼 설문지 조사와의 병행적 방법으로서 표적 

집단 면접법에 대한 관심과 활용은 활발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사례의 제시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상업적 마케팅 리서치에서 표적집단면접 결과 

의 분석과정과 또한 설문지 결과의 심층적 해석을 

위한 도구로써의 다중측정방법의 가치를 실증적으 

로 검토하고자 한다.

in. 연구방법

i. 연구문제

본 연구는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양적 연구인 설문지 조사와 질적 연구인 표 

적집단 면접법을 병행하는 다중측정방법으로 시행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1.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표적 

집단 면접법을 통해 조사한다.

2.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설문 

지를 통해 조사한다.

3. 다중측정방법의 적용과 해석 과정을 구조화한 

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20이년 5월堀월에 행하여졌으며 연구 

모형은〈그림 1〉과 같다.

3. 연구과정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도 다중측정으로 진행되 

었다. 양적 방법에 따른 조사는 자유 응답식 설문지 

（패션전공 연구원생 17명）를 이용하여 선호상표와 

브랜드 A에 대한 의복구매행동 （소유제품 수, 최근 6 

개월간 구매횟수）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료에 기초하 

여 경쟁상표로 '브랜드 B', 브랜드 C'를 선정하였으며 

브랜드 A' 제품을 최근 6개월간 3벌 이상 구매한 응 

답자를 충성고객으로, 지난 1년간 브랜드 A，의 제품 

을 한번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을 비충성고객으로 결 

정하였다. 또한 질적 방법에 따른 조사인 표적집단 

면접（충성고객, 비충성고객 각 7명으로 구성된 의류 

학과 여학생 14명）을 통해，브랜드 A' 청바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는 본 

조사 설문문항의 기초자료와 또한 본 조사 표적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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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표 3> 표적집단 면접 참여자의 그룹구성

성별 학 교 구매 경험 인원 그룹

여자 한양대, 숭실대

충성 7 GROUP1

비충성 7 GROUP2

남자 한양대, 숭실대
충성 7 GROUP3

비충성 7 GROUP4

면접의 논의진행계획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 의류 

전공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한 이유는 브랜드 A와 

의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대상자들의 피드백을 통 

해 설문지와 표적집단면접의 논의진행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2） 본 조사

（I） 표적집단면접

본조사에서 표적집단면접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가） 인터뷰 대상자 선정

본 조사단계에서의 표적집단 면접에는 의류 비전 

공자 28명（4집단）이 참가하였다. 각 집단은 학교, 성 

별. 학년, 최근 일정기간 동안의 '브랜드 A' 구매 유 

무에 따라 통제되어 각 그룹은 동질성을 갖되 전체4 

그룹이 모이면 모집단의 다양한 샘플을 대표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표 3）. 샘플선정은 예비조사에 근 

거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모집은 한양대 와 숭실대 의 

2학년 교양강좌수업에서 행하여졌으며 모두 자발적 

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나） 인터뷰 방법

인터뷰는 가능한 편안하고 자연스러 운 상황을 위 

하여 해당학교의 강의실에서 행하여졌다. 본 연구의 

수행 자인 의 류학과 박사학위 소지 자 2명 과 박사과정 

수료생 1명이 표적집단 면접의 사회자로서 참여하였 

다. 사회자는 참여자의 자발적인 반응과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자유로운 분위기와 고른 발언기회 

를 유도하였다. 또한 주제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방 

지하면서 한 질문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했다고 생 

각하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재량권을 사회자 

에게 부여하였다. 표적집단면접의 실시 시 참여자에 

게 인터뷰의 취지를 설명하면 참여자들이 더욱 협조 

적으로 참여하므로*）, 인터뷰의 시작에 앞서 사회자 

가 그룹 인터뷰의 주제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다） 인터뷰 내용

Zikmund”〉는 표적집단 면접을 통해 예기치 않았 

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있는 논 

의계획이 유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 

제에 대한 단계별 개괄적인 인터뷰 내용과 허용시간 

을 제시하는 유연성 있는 논의계획을 세웠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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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적집단면접 질문의 구조와 내용의 예(충성고객)

단계 질문구조 문제영 역 질문문항 시간

1 단계 일반적 질문 예

캐주얼에 대한 개념

선호 캐주얼 스타일 

선호 캐주얼 상표

캐주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캐주얼을 좋아하는가?

어떤 스타일의 캐주얼을 좋아하는가? 이유는?

캐주얼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는?

20 분

2 단계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구체적 질문 예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전반적 평가

'브랜드 A 청바지 구매 시

고려요언

브랜트 A 청바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주위 친구들의 평은?

'브랜드 A 청바지'를 구매하는 이유는?

，브랜드 A 청바지'를 구매할 때 어떠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30 분

3 단계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대조적 질문 예

경쟁상표군 평가

'브랜드 A 청바지'의

구체적 평가

'브랜드 A 청바지 구매 시 비교하는 브랜드는?

'브랜드 A 청바지'가 타브랜드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30 분

4 단계 마무리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제언
브랜드 A 청바지'어〕대해 하고 싶은 말은? 10분

계획은 Spradley히에 의한 발전식 연구순서(develop

mental research sequence)를 따라 '일반적 질문 —» 구 

체적 질문 - 대조적 질문'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논 

의계획에서 질문의 구조와 내용은 예비조사 표적집 

단면접의 결과에 기초하여〈표 4〉와 같이 구성되었 

다. 그러나 참여자 그룹의 충성도 수준에 따라 일부 

주저】(제품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논의 

계획이 준비되었다. 표적집단면접의 모든 내용은 테 

이프로 녹음, 분석하였다.

라) 자료 정리 및 분석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기초로 사회자들 

은 자료를 코딩하였다. 코딩에서 유의할 점은 문제 

요소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이를 개념화시키지 말고 

소비자의 언어 그대로 묘사하면 문제요소에 대한 정 

확한 느낌을 파악하기도 좋고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 

디어도 더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끼. 코딩의 

단계에서는 3명의 연구자가 각각 읽고 내용의 분류 

및 분석에 동의한 문항을 전개자료화하였다. 결과제 

시를 위한 분석은 Patton")의 제안에 따라 크게 3단 

계로 구성되었다. 원자료를 기초로 모든 소비자의 

반응을 연구목적에 따라 유형화하는 서술 단계(de

scription)，, 또한 이를 의미 있게 만드는 해석의 작업 

인，일반화단계 (generalization)，와，해석단계 (explana

tion)，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순차적이기보다 

는 연속적인 상호작용의 단계이므로 3단계는 서로 

지속적으로 피드백되었다.

(2) 설문조사

홍성태邳는 LG전자의 마케팅 리서치에서 결과적 

인 시장변화의 관찰을 통하여 고객행동의 동기를 유 

추하고 이를 기초로 잠재된 고객욕구를 파악하는 접 

근법을 제시하였다. 이 접근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 

에서는 예비조사 단계의 표적집단 면접에서 나타난 

고객의 반응을 통해 잠재된 고객욕구를 유추하여 5 

가지 욕구로 분류되었다(표 5). 이러한 분석 과정을 

행한 후, 일반적 의복행동에 대한 이규혜"), 이유리 

43), 김선희44,의 설문문항과 청바지를 대상으로 한 임 

정선”), 이미현“)의 설문문항을 참조하여〈표 5〉와 

같은 10가지 변인을 청바지 제품평가의 항목으로 선

37) Zikmund, 앞의 책, pp.91-95.
38) 김혜정, "패션브랜드 자산의 형성과정에

39) 홍성태, 보이지 않는 뿌리 (서울:박영사,

40) Patton, 앞의 책, pp.381-390.
41) 홍성태, 앞의 책, pp.245-247.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p.56. 
1999),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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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예비조사 표적집단 면접을 통해 유추된 고객욕구와 본 조사의 제품평가 문항

예비조사 표적집단면접 결과 분석
본조사 설문 문항

예비조사 원 자료 고객 욕구

브랜드 A 청바지는 친구들이 별로라고 해서 구매 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요 브랜드 A에 대한 

주위의 긍정적 인식

① 내가 입었을 때 주위의 평가가 

긍정적이다

브랜드 A 청바지는 싸구려 같데요.

청바지를 사려고 브랜드 A에 가지는 않아요.

세일을 많이 하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가격의 인하

② 제품의 여러 측면 (디자인, 서 

비스, 품질, 상표명성)을 고려 

해 볼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가격이다

브랜드 A의 청바지는 B나 C브랜드에 비해 너무 비싸요

청바지는 4만원이 넘어가면 안되지 않나요?

청바지는 디자인만 예쁘면 만원짜리라도 사는데..

디자인의 개선

③ 디자인 종류가 다양하다.

® 색상이 세련되었다.

⑤ 세탁 및 관리가 편하다
브랜드 A의 청바지에는 살만한 색상이 없어서 정말 곤란해요.

브랜드 A의 청바지는 너무 한가지밖에 없어.. 디자인이 정말 없고 

다양하지 않아요.

브랜드 A의 청바지는 별로 예쁘지 않아요.

브랜드 B는 주머니, 바느질 모양까지도 뛰어나잖아요.

전 히프가 커서 히프가 작아보이는 청바지만 사는데, 브랜드 A청바 

지는 디자인이 달라요.... 한마디로 체형의 결점을 커버하지 못해요. 패턴 (체형결점 보완, 

편안함)의 개선

⑥ 입으면 날씬 해 보인다

⑦ 입어서 편안하다.

⑧ 사이즈의 구색이 충분하다입어서 불편한데 누가 입겠어요?

작은 사이즈는 미리 다 빠져 버리는 것 같아요.

브랜드 A의 청바지는 유행에 뒤지지 않니?

유행의 추구

⑨ 디자인(실루엣,형태)이 최신유 

행을 따르고 있다.

⑩ 골반바지이다 n
보세 청바지에서는 최신디자인 외에는 기대하지 않아요.

브랜드 B,C는 요즘 유행하는 골반바지 스타일이죠?

정하였으며, 설문지 문항 제시에서 '브랜드 A 청바지 

구매 시'라는 단서가 항상 주어졌다. 그리하여 최종 

설문지의 구성은 질적 연구 결과 분석된 고객욕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제품평가 기준, 그리고 기 

업에서 요구하는 문항을 통합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골반바지이다와 같은 문항은 당시 기업이 청바지 

제품의 유행성과 피트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하는 제품전략의 하나로 이에 대한 고객의 반응 

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또한 내가 입었을 때 주위의 

평가가 긍정적이다 문항은 브랜드 A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난 고객의 반응은 곧 기업에게는 부정 

적 인식을 극복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의미에서 

채택되었다.

최종 본 조사의 설문지는〈표 6〉과 같이 구성되었

42) 이규헤, "의복가격의 다차원적 지각과 구매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43) 이유리,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상표지향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44) 김선희, ”의복소비가치의 구조와 의복관여 및 유행선도력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가5) 임정선, ”고등학생의 진의류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상표충성차원을 기준으로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1997).
46) 이미현, "여대생의 소비특성과 청바지의 외재적 단서가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1998).
47) 유행에 대한 추구에서는 연구 당시 상황에서 가장 대중적 인 유행의 상징 인 골반바지 스타일 청바지에 대한 

욕구를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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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본 조사 설문지 구성

설문구성 설문문항 문항 수

1 부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평가 3 개

2 부
브랜드 A청바지의 경쟁브랜드 

(2개) 제품에 대한 비교 평가

① 제품의 여러 측면-디자인, 서비스, 품질, 상표명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가격이다

② 디자인-실루엣, 형태-이 최신 유행을 따르고 있다

③ 입으면 날씬해 보인다

④ 세탁 및 관리가 편하다

⑤ 색상이 세련되었다

⑥ 내가 이것을 입었을 때 주위의 평가가 긍정적이다

⑦ 입어서 편안하다

⑧ 디자인 종류가 다양하다

⑨ 골반바지이다

⑩ 사이즈의 구색이 충분하다

브랜드 별 

각 10문항

3 부

의복행동 연령, 성별, 거주 지역

8문항
인구통계적 변인

월평균 용돈, 월평균 의복지출비, 월평균 캐주얼 의류 구 

매횟수, 브랜드 A 매장 월평균 방문횟수, 브랜드 A 청바지 

제품 소유 갯수

고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조사대상은 서울의 남 

녀공학 4개 대학교의 2,3학년으로써 교양 전공수업 

이후에 행하여졌으며, 회수된 527부 중에서 487부가 

통계처리에 이용되었다. 성별은 남자 40%(n=194), 여 

자 60%(n=290)이며 거주지역은 강남 41.9%(n=204), 

강북 34.7%(n=169), 기타 23.4%(n=113) 순으로 나타 

났다. 의복행동으로 월평균 용돈은 20만원 이상〜30 

만원 미만 37乃(n=17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24% (n=117),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0%(n = 98), 

40만원 이상 12%(n=57), 10만원 미만 7%(n=35) 순이 

었다. 월평균 의복 지출비는 10만원 미만%(n=293),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33%(n=159), 20만원 이 

상〜30만원 미만 4%(n=20), 30만원 이상 2%(n=1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2.14S](SD=1.69) 캐주 

얼의류를 구매하였으며, 브랜드 A 매장을 월평균 

1.99회(SEX2.00) 방문하였고, 브랜드 A 제품을 평균 

4.75개(SD=3.21) 보유하고 그 중 청바지는 0.20개 

(SD=.5O)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논의

1. 설문지 분석

설문지에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브랜드 A 청바지 

에 대한 평가는〈표 7〉과 같다. 각 문항의 평균을 비 

교해 보면，입어서 편하다' (M=5.02, SD=1.36)와，세 

탁 및 관리 가 편하다' (M=5.00, SD=L29)가 가장 긍정 

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해, '골반바지이다，(M=3.77, 

SD=1.35)와 '날씬해 보인다，(M=3.99, SD=1.11)가 부 

정적 평가를 받고 있었다.

2. 표적집단면접 분석

본 조사 단계의 4회에 걸친 표적집단 면접을 코딩 

한 전개자료를 연구자 3명이 각각 읽고 분석한 결과, 

총 1,042개의 소비자 반응이 도출되었다(표 8).

이들 중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브랜드 A 제 

품에 관한 소비자평가 627 문항을 분류한 뒤 여기서 

청바지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반응 50항목을 선별하 

였다. 이의 분석은 홍성태48)가 카프리 맥주 수용의 

병목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문제 

요소를 인식에서부터 구매 후 재평가까지 분류하고 

이의 해결책을 단계별로 제시한 분석과정을 기초로 

시행되었다. 이는 소비자의 수용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요소를 인지과정 흐름에 따라 파악하는 것으로, 

즉 한 제품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득하여 구매에 이르게 하기까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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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브랜드 A청바지에 대한 평가

문 항

브랜드 A 청바지 

평가

브랜드 B 
청바지 평가

브랜드 C 
청바지 평가

M SD M SD M SD

내가 입었을 때 주위의 평가가 긍정적이다. 4.35 1.30 4.97 1.31 4.08 1.32
제품의 여러 측면（디자인, 서비스 품질, 상표명성）을 4.44 1.40 3.91 1.46 4.16 1.36
고려해볼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가격이다.

디자인 종류가 다양하다 4.00 1.23 4.89 1.27 4.40 1.28
색상이 세련되었다. 4.25 1.26 5.04 1.30 4.24 1.23
세탁 및 관리가 편하다. 5.00 1.29 5.01 1.18 4.62 1.28
입으면 날씬해 보인다. 3.99 1.11 4.73 1.27 4.32 1.36
입어서 편안하다. 5.02 1.36 4.86 1.27 4.기 2.67
사이즈의 구색이 충분하다. 4.58 1.33 4.80 1.28 4.38 1.25
디자인（실루엣, 형태）이 최신 유행을 따르고 있다. 4.26 1.22 4.70 1.38 4.34 1.27
골반바지 이다. 3.77 1.35 4.47 1.38 4.28 1.35

〈표 8> 표적집단면접에 의한 소비자 반응 분류

문항분류 총 1042문항

캐주얼 일반평가 163 문항

브랜드 A 제품 평가 627 문항

브랜드 B 제품 평가 35 문항

기타 브랜드（C포함）제품 평가 217 문항

반적으로 인지-감정-행동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시장에 진입한 제품이 원활히 판매되지 못하는 것은 

이 과정상 어딘가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叫. 따라서 본 조사 결과 선별된 브 

랜드 A 청바지에 대한 50개 반응은 인지, 감정, 행동 

의 태도 단계에 따른 문제요소로서 분류되었다〈표 

9>. 특히 인지와 감정단계에서 묘사된 많은 문제요 

소 때문에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 

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문제요소의 극복을 위한 

기업의 전략지침이 제안되는 준거가 될 수 있는 것 

이다.

3. 다중측정 방법에서의 통합적 해석

다중측정방법의 결과를 통합하는 자료의 해석과 

정에서 표적집단 면접의 분석결과를 설문지에 포함 

된 청바지 비교속성 10가지（합리적 가격, 디자인의 

유행성, 패턴의 개선,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 색상, 

주위의 평가, 착용감, 디자인의 다양성, 골반바지, 사 

이즈의 다양성）의 결과와 보완하여 설명한 것 중 일 

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 

체적인 소비자 반응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이 제안되 

고 이는 마케팅 전략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1） 청바지 패턴의 개선

설문지조사결과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평가에 

서 '입으면 날씬해 보인다（M=3.99），, '골반바지이다. 

（M=3.77），의 두 항목이 비교속성 10가지 중 가장 낮 

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표 7）. 이러한 결과는 표 

적집단 면접의 브랜드 A의 청바지 패턴에 대한 불만 

과 일맥상통하게 나타났으며（표 10）, 표적집단 면접 

데이터는 양적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청바지 패 

턴에 대한 불만의 구체적인 이유와 소비자의 내면 

욕구를 드러냄으로써 양적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의 

보완적 역할을 하였다.

2）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디자 

인 개선

설문지 결과 분석에서 '주위 평가가 긍정적이다 

（M=4.07）',，디자인 종류가 다양하다（M=4.00），,，색상

48) 홍성태, 앞의 책, pp.252-255.
49) 홍성태, 앞의 책, pp.2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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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소비자 수용단계에 따른 소비자 반응 분류

수용단계 문제요소의 묘사

인지단계

인식

（11개 항목）

■ 브랜드 A는 청바지가 구석에 있어 안 보여서 물어보아야 해요.

• 청바지를 사려고 브랜드 A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 꼭 청바지를 사러 간 것은 아니었지만 길 가다가 보았어요.

• 청바지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 브랜드 A와 청바지는 너무 안 어울려서 탤런트 A, B가 선전할 때 조차도 청바지 

와는 연결이 안되요.

• 가격이 싸더라도 청과 브랜드 A는 상표가 연결이 안되는데요.

• 청바지는 주력상품이 아닌듯해요.

• 브랜드 A는 이름 때문에 캐주얼 브랜드인지 몰랐다. 그러나 TV광고 이후 캐주얼 

브랜드인지 알았어요.

• 이전에도 청바지를 알고는 있었죠.

• 루즈 핏이 있는지 몰랐고 살 생각도 안했는데...

• 청바지의 홍보가 인식이 안된 것 같죠?

지식

（14개 항목）

• 주머니나 세세한 부분의 디자인이 떨어져요.

- 청바지를 보면 색이 너무 유행이 지난 듯한 색이었지?

- 저는 진한 색을 사고 싶은데 대부분 흐린 색이던데요.

- 바늘땀도 지나치게 크고 색도 너무 강하고...

- 브랜드 A 청바지는 엉덩이 부분이 별로 안 예뻐요.

• 나팔형과 같은 디자인성이 없어요.

•세미 힙합이 좋은데 일자형이 많이 나오더라.

• 브랜드 A 청바지는 다른 제품에 비해 좀 비싸요.

• 브랜드 A 청바지는 59000이라서 다른 면바지보다는 비싸요.

• 청바지를 만든 지가 별로 안되어 주머니나 세세한 부분의 디자인이 떨어져요.

- 헐렁한 것은 세미 힙합으로 너무 배바지 같아 티셔츠를 받쳐 입기에 나빠요.

- 청바지는 다양하지 않은 듯해요.

- 청바지 전시된 것을 보면 유행이 지난 듯한 색으로 쫙 깔았던데요.

• 청바지 라인이 요새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예요.

평가

（9개 항목）

• 뚱뚱해 보이고 허벅지가 두꺼워 보여요.

• 청바지는 보세라할지라도 제품의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 청바지 이미지가 일반사람이 입으면 별로 일 것 같다고 광고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 브랜드 A 청바지는 엉덩이 부분이 별로 안 예뻐요.

• 허벅지가 붙는 느낌이 있어서 그 뒤로 잘 안 사게 되었어요.

• 막상 가 보면 종류가 너무 다양하지 않고....

• 탤런트 A와 B가 입었던 청바지를 입어 보았는데 전혀 다르더라.

• 색이 별로 안 예쁘다.

• 브랜드 A 청바지를 입으면 불편해서 브랜드 C 것을 사요.

감정단계
선호도

（5개 항목）

• 저는 붙는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브랜드 B가 슬림해요

• 생각보다 별로이지 않아요? 그래서 딴 것은 오죽할까? 하는 회의를 지니게 되요.

• 전체적인 진의 디자인은 괜찮았는데…

• 색상이 좀 진해서 싫어요

• 탤런트 B양의 청바지 광고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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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계속

감정단계
구매의사

（9개 항목）

• 매장에 갔을 때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어보지는 않았어요.

• 루즈 핏이 있는지 몰랐고 살 생각도 안했어요..

• 힙합은 안사지만 9부가 나오면 살 거예요.

• 브랜드 A의 외국사이트는 청바지 종류가 많고 가격도 싸서 주문판매를 하면 살 거 

예요

• 보세 청바지도 탈색도 잘 되어 있어서 구입해요.

• 보세와 비교해 가격이 싸면 브랜드 A를 살거예요

- 청바지를 살 때 브랜드 A는 전혀 고려를 안한다.

• 브랜드 A 청바지는 세일을 해도 안 살 것이다.

• 그런데 브랜드 A 청바지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행동단계
구매

（2개 항목）

- 친구와 함께 가서 충동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 다른 것을 사러 가서 청바지를 산 적도 있죠.

〈표 10〉청바지 패턴에 대한 표적집단 면접 결과

표적집단면접 원 자료 고객욕구 문제 해결방안

난 히프가 커서 히프가 작아보이는 청바지만 사는데, 브랜드 A청바 

지는 디자인이 달라요.... 한마디로 체형의 결점을 커버하지 못해요.
패턴의 불만 

（체형결점 보완, 편안함）

브랜드 A 
청바지의 패턴 

개선
입어서 불편한데 누가 입겠어요?

밑위길이가 길어서 뚱뚱해 보여요.

〈표 11> 청방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디자인에 대한 표적집단면접 결과

표적집단면접 원 자료 고객욕구 문제 해결 방안

브랜드 A 청바지는 친구들이 별로라고 해서 구매 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요.
청바지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유도
청바지를 사려고 브랜드 A에 가지는 않는데…

브랜드 A의 청바지는 입지 않을 거예요.

브랜드 A의 청바지는 유행에 뒤지지 않니? 그렇지?

정바지 디자인에 

대한 불만

브랜드 A 청바지 

디자인 개선

브랜드 A의 청바지에는 살만한 색상이 없어서 정말 곤란해....

브랜드 A의 청바지는 너무 한가지밖에 없어.. 디자인이 정말 없고 

다양하지 않아요.

브랜드 A의 청바지는 별로 예쁘지 않아요.

〈표 12〉경쟁브랜드 청바지 선호에 대한 표적집단면접 결과

표적집단면접 （원 자료） 고객욕구 문제 해결 방안

브랜드 B 청바지는 주머니 모양, 바느질 모양까지도 뛰어나잖아요.
브랜드 B, C 제품 

디자인의 선호, 유행 

추구

경쟁브랜드 제품전략의 

벤치마킹
브랜드 B 청바지를 입으면 스타일이 살면서 세련되었어요.

브랜드 B, C 청바지는 요즘 유행하는 골반바지 스타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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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련되었다 (M =4.⑵의 세 문항이 설문지 척도에 

서 의 '보통이 다 (4점)，에 또는 이 에 가깝게 나타나 소 

비자가 주위의 평가, 색상 및 디자인 종류에 만족, 불 

만족도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와 표적집단면접 데이터의 해석에서 나타난 청바지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디자인에 대한 불만인〈표 

11〉은 서로 상이하였다. 그러나 표적집단면접의 데 

이터가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과 디자인에 대한 불만 

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양적 조 

사의 결과를 이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중립적이기보 

다는 불만족의 상황에 가깝다고 발전 해석하였다. 

이는 양적 조사의 숫자적인 통계자료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질적 조사의 구체적 자료에 의해 보완 

수정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3) 경쟁브랜드 청바지 제품에 대한 선호

양적 조사에서의 경쟁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t-test 

를 실시하여 비교하여 보면 '디자인이 최신 유행을 

따르고 있다' 문항에 대하여 브랜드 A제품 (M = 4.26) 

에 대한 평가가 브랜드 B(M=4.70)와 브랜드 C(M = 

4.34)에 대한 평가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s<.05). 

또한，골반바지이다' 문항에 대하여 브랜드 A제품 

(M = 3.77)에 대한 평가가 브랜드 B(M = 4.47)와 브랜 

드 C (M = 4.28)에 대한 평가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ps<.05), 이러한 결과에 대해 표적집단면접 분석은 

B, C 제품의 디자인 선호 이유를 상세하게 제시해줌 

으로써(표 12) 구체적인 대안개발의 지침이 될 수 있 

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가 병행 활용되 

는 '다중측정방법'을 상업적 마케팅 리서치에서 이용 

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 

이 지니는 제품전략 개발에서의 실용적 가치와 의류 

학에서의 실험적 접근법으로서의 의미를 검토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중측정방법으로써는 표적 

집단 면접법과 설문지조사를 예비조사 단계에서 뿐 

만 아니라 본 조사 단계에서 모두 병행하였다. 특히 

표적집단면접 결과로 나타난 고객의 반응은 두가지 

분석과정을 통해 고객욕구를 유추하고 고객의 반응 

을 인지과정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이를 문제해결과 

전략개발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적집단 

면접의 분석결과는 다시 설문 조사결과와 통합됨으 

로써 타당도와 신뢰성의 제한적 측면을 보완함과 동 

시에 설문 조사결과의 심층적 해석과 보완을 가능하 

게 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마케팅 전략 개발의 

지침이 된다.

첫째, 표적집단면접 결과 분석된 소비자의 5가지 

욕구는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마케팅 믹스 개선의 

기초가 되었다(표 13).

둘째, 표적집단면접 결과에 대한 두번째 분석과정 

은 고객 반응을 고객 인지과정에 따라 분류한 것으 

로서〈표 9〉를 기초로 각 수용단계별 장애요인이 발 

생하는 부분을 찾아 이를 해결해 주는 마케팅 전략 

이 제안되었다(표 14).

이처럼 다중측정방법에 따른 접근은 양적 연구조 

사와 질적 연구조사의 결과에 대한 심층적 해석과 

발전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표 13〉에 의한 결과, 

브랜드 A는 경쟁브랜드에서 파생된 2가지 욕구인 ' 

디자인과 가격을 모두 만족시키는 청바지에 대한 욕 

구'와 '유행에 대한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자사제품에서 발견된 고객의 4가지 욕구 

인，적절한 프로모션의 제공，, '가격의 인하，,，디자인 

의 개선', 패턴의 개선을 적절한 마케팅 수단을 통해 

충족시킬 것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지에 

의한 양적 결과와 통합하여, 마케팅 전략 제언 시 양 

적 결과를 심층적으로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표 14〉을 통해 효율적 VMD 제안,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환, 제품속성별 개선, 상대적 우위를 

위한 제품전략 대안 모색, 긍정적 상표 감정을 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구매의사를 적극적 

으로 유발할 수 있는 가격인하와 같은 공격적 대안 

제시, 적극적 구매유도(판매원, 판촉행사)와 같은 구 

체적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다중측정방법이란 사회학에서 발전된 질 

적 연구를 양적 연구에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심리 

적 특성 이 현저한 패션제품에 대 한 소비자의 욕구와 

태도를 밝히기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기업에게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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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고객욕구 파악을 통한 마케팅 믹스의 수정 전략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인식 부족 

브랜드 A 청바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자신이 구매하는 청바지 상표에 

대한 주위의 긍정적 반응 획득

IMC（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를 통한 브랜드 A 이미지의 전환

브랜드 A 청바지의 고가격정책에 

대한 불만

동일 브랜드 타제품에 비해 고가 

인 청바지 가격의 인하

가격 라인의 수정, 고가격에 따른 제 

품의 고급화

브랜드 A 청바지의 디자인에 대한 불만 디자인, 색상 등의 개선

신제품 개발 및 디자인（패턴, 색상, 

실루엣） 개선
브랜드 B, C 청바지 디자인의 선호 유행에 대한 욕구

브랜드 A 청바지의 패턴에 대한 불만 체형 결점의 커버

〈표 14〉소비자 수용단계에 따른 마케팅 전략 개발

소비자 수용단계 마케팅 전략 대안

인지단계

인 식
매장 내에서 청바지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 효율적인 VMD 제안 

청바지 상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크리에이티브로 전환

지 식 파악된 제품 속성별（패턴, 색상, 실루엣）로 개선

평 가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 우위를 소비자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제품개발 대안 모 

색

감정단계
선호도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소비자의 상표 감정을 유지하여 청바지 제품으로 전이 시 

키기 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개발

구매의사 구매의사를 적극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공격적 전략대안 제시 （가격인하 등）

행동단계 구 매 판매원 정책, 구매시점 판촉행사와 같은 적극적 구매유도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즉, 표적집단 면접법은 

양적 조사 결과로 인해 도출된 수많은 수치와 통계 

량의 의미를 해석하고 소비자 내부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욕구를 파악하여서 기업으로 하여금 차별화되 

고 효과적인 마케 팅 전략을 수립 가능하게 한다. 따 

라서 상업적 마케팅 리서치를 위한 효율적인 접근방 

법의 하나로서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 모두 

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 

었다. 또한 양적 연구만으로 소비자행동을 파악하고 

자 하는 의류학 분야에서도 학문적 인 제고가 이루어 

져야 하며 학문적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한 시도가 

의류학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상업적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자료공개 

의 제한적 측면으로 인해 분석결과 내용보다는 분석 

과정에 대한 접근이 주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 

구의 학문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과 

정을 이용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 

째, 본 연구는 청바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체 의류제품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제품범주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표적집단 

면접법을 분석하는 틀로 홍성태而의 분석과정을 이 

용하였으나 의류제품에 더욱 적합하고 객관적인 분 

석 틀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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