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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female college students' credit card usage characteristics and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buying propensity of clothing including impulse buying, consciousness, and conspicuous 
consumption among their buyer groups according to credit card us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The total of 588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Duncan's test. Female college 
students' arrear as well as credit card use have been increasing, and they tend to purchase low price clothing item 
using credit card. Buying propensity was classified into three factors. There were differences in buying propensity 
of clothing including impulse buying, fashion consciousness, and conspicuous consumption among buyer groups 
according to the credit card us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Students who have credit card and arrear experience, 
are heavy credit user, and purchase more clothing showed high impulse buying propensity. Students who purchase 
more clothing monthly with credit card were more fashion-conscious. Students who have credit card, are heavy credit 
user, and purchase more clothing showed high conspicuous consumption propensit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credit card（신용카드）, buying propensity（구매성 향）, impulse buyin응（충동구매）, fashion consciousness 
（유행추구）, conspicuous consumption（과시소비）.

플라스틱 시대, 플라스틱 버블 시대를 통칭하여 신

I . 서 론 용카드는 현대사회의 대명사라 불릴 만큼 현대인의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 우리나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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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카드 사용이 급증한 것은 1999년 국세청 이 '신용카 

드 소득공제 제도'와 '신용카드 복권제도'를 도입하 

면서 부터 이 다. 그로 인해 카드 발급 매수와 사용액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양적 팽창만 있었을 뿐 

질적 성장은 뒤따르지 않아 신용 불량자나 개인 파산 

의 증가, 그리고 일부 카드사의 부실 등 사회, 경제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 

구하고 최근 모바일 서비스 업체들이 교통, 외식, 영 

화 등에 사용이 가능한 통합카드를 다양한 연령층으 

로 확대 보급시키고 있고2), 특히 현재 진행중인 글로 

벌화와 유비쿼터스 시대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신용 

카드의 사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류는 백화점의 55.3%, 할인점의 19.1%, 통신판매 

의 18.3%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소비재인 

동시에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대표적 품목이다翁. 주 

로 20대 초반에 해 당되는 대 학생 소비자는 의류를 비 

롯한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이 높으며, 부모의 간섭 

없이 거의 독자적으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이 

다. 특히 이 시기에 형성된 구매 성향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학생층에도 카드 소지가 일반화되 었고, 심 

지어는 그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신용 불 

량자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기도 한다. 신용카드 연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 

면 20대이상 성인 인구 중 20-30대, 대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의 연체율이 가장 높고气 대학 

생 중에서는 여대생의 연체율이 더욱 높으며 주요 원 

인이 의류 소비로 보고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류 구매의 주요 결재 수단 

인 신용카드의 이용은 미래에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 

될 것으로 예측되고, 대학생의 신용카드로 인한 문제 

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용카드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신용카드 사용 

에 관하여 재무관리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이이'1 11) 주 

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패션 쇼핑 성향과 신용카드 

를 함께 고찰한 연구"m는 소수가 있을 뿐이고,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 강충식, ''신용카드의 빛과 그림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월간경영계 287권 (2002), pp. 56-57.
2) 대한상공회의소, “2005년 소비 키워드 전망 보고서” ［온라인게시판］ (2005년 1월 ［2005년 5월 28일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ww.samsungdesign.net
3) 박우혁, ''작년홈쇼핑시장더블신장,'' 어패럴뉴스, 2003년 7월 5일.

4) 나영주, 이은희, 장경자,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과 의복구매,'' 한구의류산업학회 

지 6권 5호 (2004), pp. 585-594.
5) YMCA시민중계실, "대학생 신용카드발급 및 사용실태,'' ［온라인게시판］ (2001년 II월 ［2004년 10월 28일검 

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consumer.ymca.or.kr/.
6) 김경자, "대학생들의 화폐태도와 개인 재무관리 실태,'' 소비문화연구 6권 3호 (2003) pp. 33-50.
7) 박미희, 여정성,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권 2호 (2005), pp. 

1-12.
8) YMCA신용사회운동, “대학생 용돈관리와 신용 의식 등 설문조사,'' ［온라인게시판］ (2004년 11월 ［2005년 4 

월 2일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ycredit.org/index.php
9) 김효정, ''신용카드 이용 여부에 따른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구생활과학회지《충북가 

정학회지) 14권 1호 (2005), pp. 95-105.
10) 박미희, 여정성, Op. at., pp. 1-12.
11) 정수경, 김용숙, ''신용카드 사용 의류구매자의 쇼핑성향과 점포선택기준,'' 복식 53권 2호 (2003), pp. 1-16.
12) 나영주, 이은희, 장경자, Op. cit., pp. 585-5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신용카드 사용 특 

성과 패션 구매 성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보유 여부, 연체 경험, 월평균 

결제 대금, 신용카드 이용 월평균 의복 구매액, 신용 

카드 이용 1회 평균 의복 구매액에 따른 구매 성향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여대생의 구매 성향 

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함으 

로써 신용카드 업계와 패션업계에 제품 개발이나 커 

뮤니케이션 등과 관련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마케 

팅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용어정의

* 신용카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 

금과 수표를 대신하는 제3의 화폐로서 은행, 전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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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백화점 신용카드가 포함된다.

* 구매성향: 충동구매성향, 과시적 소비성향, 유행 

추구성향을 포함한다.

n. 문헌 고찰

1.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 

금과 수표를 대신하는 저］3의 화폐로서 은행, 전문회 

사, 백화점 신용카드가 이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는 거 

래 당사자인 회원에게 대금 지급뿐만 아니라 카드 이 

용 시와 대금 청구 시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 증명 기 

능을 한다. 또한 소비자 신용 확보 기능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시간과 장소가 기록되 

는 정보 수집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 

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 그 규모가 비 약 

적으로 확대되 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카드대 

금 결제 연체로 인한 신용 불량자 증가와 카드사의 부 

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신용 대 란을 일으켰던 2003년 

말보다는 하락하였지만 2005년 3월말 전업 신용카드 

사 연체율은 15.4%에 이른다”）.

신용카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9월말 신 

용카드 발급 매수는 8,639만매로 2002년말 발급매수 

였던 1억 480만매 이후 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關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 

해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신용카드 발급 수매는 

1인당 2장꼴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용카드 소비액은 2003년 

2/4분기부터 주춤하다가 2004년 3/4분기부터 다시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5월 카드 소비액은 16조 

490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3조 5천억 원보다 18.9%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5년 월간 최대치에 도달하였 

고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신용카드 이용 실적을 

신용 판매와 현금 대출로 구분하여 보면, 20泌년 상 

반기의 경우 신용 판매 금액은 111.6조원으로 전년 

동기（130.3조원） 대비 14.4% 감소한 반면, 현금 대출 

금액은 73.8조원으로 전년 동기（159.8조원） 대비 

53.8% 급감하였다. 따라서 금융감독원（20四）은 ”3년 

4분기 이후 신용 판매 금액이 현금 대출 금액을 지속 

적으로 초과하고 있어 결제 서비스 중심의 영업이 점 

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되어진 신용카드 관련 연구들은 경 

영학이나 소비자학 분야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다루 

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의류 

구매와 함께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지만,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신용카드 사용자의 특성에 관련된 연 

구들이 있는데 김효정"）은 신용카드 이용 집단은 비 

이용 집단에 비해 '미래에 대한 준비'항목의 평균값 

이 높은 반면 '인색한 태도와 계획적 태도'에 대한 평 

균값은 낮다고 하였다. 박미희와 여정성''은 20대부 

터 50대까지 신용카드 연체자의 특성을 조사한 연구 

에서 20-30대, 미혼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들이 연체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고, 심리적 특 

성으로는 연체 집단이 과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점수 

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서울 YMCA 시민중계실切의 연 

구에서는 대 학생 의 40.7%가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 

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응답자의 36.4%가, 여학생은 

응답자의 47.0%가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여 학생 

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8%가 연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용 용 

도는 화장품과 의류 구입이 30.2%, 술이나 외식 등 교 

제유흥비가 2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21

13） 금융감독원, ''최근 신용카드사 경영현황'' ［온라인게시판］ （2005년 5월 ［2005년 5월 12일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ww.fss.or.kr

1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제2004-35호）” （2004년 11월 ［2005년 5월 16일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ww.fss.or.kr

15） 연합뉴스, ''신용카드 발급 1 인당 2장꼴…세계 2위” （2004년 8월23일 ［2005년 6월 3일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yonhapnews.co.kr

16） 연합뉴스 "카드 소비, 5월에도 두자릿수 증가'' （2005년 6월 3일 ［2005년 6월 3일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yonhapnews.co.kr

17） 김효정, Op. cit., pp. 95-105.
18） 박미희, 여정성, Op. cit., pp. 1-12.
19） YMCA시민중계실, Op. c比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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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연체 경험과 채무 경험에 대해 

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채무의 원인 

으로는 남학생의 경우는 통신비 지출, 여학생의 경우 

는 의류비 지출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理 한편, 

여대생과 주부의 돈과 신용에 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에서 김정훈纨은 여대생은 돈과 신용을 실질적인 도 

구로서 생각하는 현실적인 개념을 갖기 보다는 감성 

이나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신용카드와 의류를 함께 고찰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정수경 과 김용숙浴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성 인 

여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유수와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 의 류 구매비 를 기 준으로 다카드 소유 소사용 집 

단, 다카드 소유 다사용 집단, 소카드 소유 소사용 집 

단으로 유형화하여 쇼핑 성향과 점포 선택 기준의 차 

이를 규명하였다. 계획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집 

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다카드 소유 소사용 집 

단은 자신감과 경제성이 높고, 쾌락성, 상표성, 유행 

추구 성향은 낮았다. 또한 다카드 소유 다사용 집단은 

쾌락성, 상표충성, 계획성, 유행 추구, 자신감은 높았 

으나, 경제성은 가장 낮았다. 소카드 소유 소사용 집단 

은 쾌락성, 상표충성, 유행 추구, 자신감, 경제성 등 모 

든 요인이 타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 

생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태도를 연구한 나영주, 이은희, 장경자跄의 연구 

에서는 연구 대상 대학생들의 42.9%가 신용카드를 소 

유하고 있었으며, 1주일에 약 L4-1.8회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소지자의 26.4%가 연체 경 

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사용처는 의류 구입이 압도적 

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레저, 식사비 순이었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태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유행 및 외모를 추구하거나 전 

통가치관 현실 향유 대학생들은 신용카드를 비계획적 

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2. 충동 구매 성향

여대생이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구 

매 성향을 보면 이러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충동 구매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26). 충동 구매 성향은 신용카드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서울 YMCA시민중계실의 연구勺 

결과를 보면 신용카드 이용 후 소비 지출 변화가 '매 

우 증가하거나 다소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63.7%로 신용카드 사용 이후 충동 구매 행동을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 외 여러 연구들에서 충동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 

다쪼29) 반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정수진과 강경자3。) 

의 연구에서는 신용카드가 충동 구매 와 유의하지 않 

다는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는 여대생들이 신용카드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충동 구매 

성향과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의 관계를 보면 나이 

가 어릴수록母 대학생들의 경우 용돈이 많을수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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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YMCA신용사회운동, Op. cit.
21) 김정훈, “여대생과 주부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0권 3호 (2002), pp. 1-11.
22) 정수경, 김용숙, Op. cit., pp. 1-16.
23) 나영주, 이은희, 장경자, Op. cit., pp. 585-594.
24) 박현정, 나영주, ''여대생의 감각추구 및 쇼핑성향에 따른 패션스타일 선호도,'' 한구의류산업학회지 5권 5호 

(2003), pp. 495-502.
25) 송순영, ''대학생의 소비태도에 관한 연구: 일반국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문제 

22호 (1999).
26) 장은영, ''의류소비상향에 따른 소비유형분석: 20대 신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복식 48권, (1999), pp. 37-52.
27) YMCA시민중계실, Op. cit.
28) R. A. Feinberg, "Credit cards as spending facilitating stimuli'. A conditioning interpretation," Journal oj 

Consumer Research Vol. 13, (1986), pp. 348-356.
29) 주문자, 김영신, ''대학생 소비자의 충동구매 성향에 대한 인과적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인, 신용카드 변인, 

플로우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권 5호 (2004), pp. 47-58.
30) 정수진, 강경자,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여대생의 충동구매 예측변수에 관한 연구 - 마케팅 자극요인과 정보원 

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6권 4호 (1998), pp. 104-119.
31) 박철, ''청소년의 충동구매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권 (1996), pp. 103-120.
32) 주문자, 김영신, Op. cit., pp. 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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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時 의류 구매 시 충 

동 구매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 유행 추구 성향

'대학생의 경제적 불안과 유행 추구적 의복 소비 태 

도'어】 대한 이은숙과 서정희33 34 35 36 37 38 39)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행 추 

구적 의복 소비 태도가 높게 나타났고, 월 평균 가계 

소득 200만원 이상 집 단이 120만원 미 만 집단보다 높 

았으며, 소득 유입 액수의 불규칙성이 낮을수록 유행 

추구적 의복 소비 태도가 높다고 하였다. 여대생을 대 

상으로 한 구자명과 이명희의 연구%)에서 유행 몰입에 

전공이 유의하다고 하였는데, 예체능계 학생이 인문 

계, 자연계보다 유행 몰입을 하는 성향이 강하였고, 가 

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유행 추구 성향이 높았다. 그러 

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선화와 이영선의 '유행 

선도력 과 쇼핑 관련 특성 에 관한 연구'旳에서 유행 선 

도력과 가족의 총수입과는 관계가 없었으나, 월 평균 

의복 지출액이 많을수록 유행 선도력이 높다고 하였 

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류은정과 김수경功의 연구 

에서도 용돈이 많을수록,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감각 

추구 성향이 높았으며, 유행 선도력이 증가하였다. 이 

상과 같이 인구통계적 특성과 유행 추구 성향은 선행 

33) 신수연, 이정미, “여성 캐릭터 의류 브랜드 구매자의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요인과 브랜드 이미지 

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7호 (1998), pp. 833-842.
34) 이은숙, 서정희, “대학생의 경제적 불안과 유행추구적 소비태도,'' 울산대학고 생활과학 논昌집 1권 1호 

(1999), pp. 79-92.
35) 구자명, 이명희, Op. cit., pp. 35-45.
36) 김선화, 이영선, “유행선도력과 쇼핑관련특성과의 관계 연구 - 쇼핑동가, 지속적 정보탐색, 충동구매와 관련 

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5권 1호 (2001), pp. 162-172.
37) 류은정, 김수경, Op. 血, pp. 477-485.
38) 장은영, Op. cit., pp. 37-52.
39) L. N. Moye and D. H. Kincade. ''Shopping orientation segments; Exploring differences in store patronage and 

attitude toward retail store environments among female apparel consum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Vol. 27 No. 1 (2003), pp. 58-71.

40) 김성엽, “신세대 소비자의 카드소지와 과시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마케팅관리연구 3권 1호 (1997).
41) 구자명, 이명회, ''여대생의 의복 충동구매차원과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의异학회지 21권 

1호 (1997), pp. 35-45.
42) 김응수, “신용카드 사용자의 구매행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43) 류은정, 김수경, “의복의 과시소비성향 및 관련변수와 의복구매행동과의 관계연구 - 여대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8권 3호 (2000), pp. 477-485.
44) 류은정, 김수경, Qz at., pp. 477-485.
45) 이윤금, 이남숙, “대학생의 과시소비성향과 관련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권 5호 (1999), pp. 1-11.
46) 류은정, 김수경, Op. cit., pp. 477-485.
괘7) 김선영, “신세대여성소비자의 과시적 의복소비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연구들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유행 추구 성향과 

신용카드 사용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과시 소비 성향

과시적 동기도 20대 여성의 의류 구매 시 보이는 성향 

중 하나인데3中), 과시적 소비 성향과 신용카드와의 관 

련성에 대해서 김성엽40 41 42 43 44 45 46)의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소지는 

과시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러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구자명과 이명희*)의 

연구에서 신용카드 이용 등 마케팅 자극 요인이 클수록 

유명 상표를 선호하며 과시적인 소비를 하지만 전공은 

유명 상표 선호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 신용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김응수의 '신 

용카드 이용자의 구매행위에 관한 연구'物에서 신용카 

드가 과시적 인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70.5%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등히 높았다. 과시적 소비 성향 

과 여대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의복 

비가 많을수록顿, 용돈이 많을수록“㈣, 주관적 소득 수 

준이 높을수록的 의복의 과시적 소비 성향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 여대생은 아니지만 서울시내에 거주하 

는 20-35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선영的의 신세대 

여성 소비자의 과시적 의복 소비에 관한 연구에서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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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많을수록 과시적 소비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고찰을 종합해 보면 충동 구 

매 성향, 유행 추구 성향, 과시적 소비 성향이 여대생 

이나 20대 여성의 특징적인 패션 구매 성향인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대학생층에 있어서도 신용카드 사 

용이 일반적인 지불방법으로 정착되었고, 또한 대학 

생은 또한 비슷한 연령층이나 전후의 연령층에게 소 

비 준거집단으로서 또는 소비 모델로서의 역할도 수 

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대학생층을 겨 

냥하여 마케팅 활동을 하고的 있으므로 대학생의 신 

용카드사용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의류는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대표적인 품목이고 대부분 20 

대 초반인 여대생들의 주요 관심사이므로 여대생들 

의 신용카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의류 제품 구매 

시 신용카드와 여대생들의 구매 성향인 충동 구매 성 

향, 유행 추구 성향, 과시적 소비 성향을 접목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n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구체 적 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대생들의 신용카드 사용 특성을 밝 

힌다.

연구문제 2. 여대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전공, 

이성 교제 유무, 한달 용돈, 주관적 소득 수준)에 따른 

구매 집단간 충동 구매 성 향, 유행 추구 성 향, 과시 소 

비 성향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3. 신용카드 사용 특성(신용카드 보유 여 

부, 연체 경험, 월평균 결제 대금, 신용카드 이용 월평 

균 의복 구매액, 신용카드 이용 1회 평균 의복 구매액) 

에 따른 구매 집단간 충동 구매 성향, 유행 추구 성 향, 

과시 소비 성향의 차이를 밝힌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는 크게 신용카 

드 사용 특성, 구매 성향,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신용카드 사용 특성에 

대한 측정 문항은 선행 연구何를 토대로 신용카드 사 

용여부, 연체 경험, 월평균 결제 대금, 신용카드 이용 

월평균 의복 구매액, 신용카드 이용 1회 평균 의복 구 

매액을 묻는 6문항으로 구성하여 명목 척도로 측정하 

였다. 구매 성향은 문헌 고찰에서 언급된 선행 연구5心2) 

로부터 추출한 문항을 토대로 충동 구매, 유행 추구, 

과시 소비 성향을 포함하도록 하여 총 19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까 

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 

인구학적 사항으로는 전공, 이성 교재 여부, 한달 용 

돈, 그리고 주관적 소득 수준를 묻는 4문항을 명목 척 

도로 측정하였다.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Test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값이 전 문항에 

서 .70이상으로 만족할만한 신뢰도 수준임을 확인하 

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조사에 앞서 여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정확한 이해 여부 및 문항의 

내적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수집을 위 

해 서울지역 4개 대학교(E, S, S, D대학교)를 임의로 

선정한 후, 여학생들에게 2002년 12월 예비조사를 통 

해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600부를 배 

포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88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252명(42.86%), 자연계열 108명 

(18.37%), 예체능계열 130명(22.11%), 사범계열 44명 

(7.48%), 의 과계 열 14명(2.38%), 기 타 40명(6.80%)이 었 

으며, 이성 교재 여부는 185명(31.46%)이，예', 403명 

(68.54%)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한달 용돈은 20 

만원 미만이 154명(26.15%), 20만원 이상~30만원 미

48) 서경의,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49) YMCA시민중계실, Op. cit.
50) 고선영, "의류제품의 충동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51) 송순영 Op. cit.
52) 장은영, Op. cit., pp. 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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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1기명(29.03%),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이 124 

명(21.05%), 40만원 이상이 140명(23.77%)이었으며, 

주관적 소득 수준은 하 60명(10.22%), 중 346명 (58.77 

%), 상 182명⑶.01%)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 10.0 

을 사용하여 백분율산출, 요인분석, /-test, ANONA, 

Duncan's test를 실시하였다. '

N. 분석결과 및 논의

1. 신용카드 사용 특성

여대생들의 신용카드 사용 특성은〈표 1〉과 같다.

155

총 응답자 588명 중 본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는 본 

인 카드 이 용자가 257명(43.70%), 가족 카드를 이 용하 

는 이용자가 148명(25.17%), 비이용자가 183명(31.13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 

였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나영주 외洵의 연구 

에서 나타난 42.9%와 비슷한 수준으로, 서경의53 54 55)의 연 

구에서의 27.7%, YMCA시민중계실%)의 연구에서의 

40.7%와 종합하여 비교헤 볼 때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 나영주, 이은희, 장경자, Op. cit., pp. 585-594.
54) 서경의, Op. cit.
55) YMCA시민중계실, Op. cit.

본인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연체 경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183 

(71.20%)명이 없다, 74명(28.80%)가 있다고 응답했다.

〈표 1> 신용카드 이용 특성

신용카드 사용 특성 빈 도; 백분율(%)

카드보유

본인카드 257 43.70

가족카드 148 25.17

비소지 183 31.13

합 계 588 100

연체 경험
연체 경험 없음 183 71.20

연체 경험 있음 74 28.80

결재 대금

10만원 미만 106 41.25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63 24.51

20만원 이상 88 34.24

결재자
본인 196 76.26

부모님 61 23.74

신용카드 이용 

월평균 의복 구매 금액

5만원 미만 106 41.24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71 27.63

10만원 이상 80 31.13

신용카드 이용

1회 평균 의복 구매 금액

5만원 미만 94 36.58

5만원 이상 〜 W만원 미만 82 31.91

10만원 이상 81 31.51

합 계 25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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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26.4%가 연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나영주 외찌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며, 서경의” 

의 19.8%, Y1脱CA시민중계실女)의 20.8%과 비교해 볼 

때 신용카드 보급 확산과 더불어 연체 경험자도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신용카드 결재 대금은 10만원 미만이 106 

명(41.25%),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63명(24.51%), 

20만원 이상이 88명(34.24%)였다. 신용카드 대금의 

결재자를 묻는 질문에는 본인 196명(76.26%), 부모님 

61명(23.74%)으로 대부분 본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 시 대 

금 결제를 위해 본인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41.7%)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다<26.2%)는 YMCA시 

민중계실5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월 

평균 신용카드 의류 결제 대금은 5만원 미만이 106명 

(41.24%), 5만원~10만원 미만이 기명(27.63%), 10만원 

이상이 80명⑶.13%)이었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의 

복의 1회 평균 구매 금액은 5만원 미만이 94명(36.58 

%), 5만원~10만원 미만이 82명(31.91%), 10만원 이상 

이 81명(31.51%)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여대생들 

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로 구매 하는 의복의 가격 

대는 그리 높지 않으며, 횟수도 많지 않음을 알 수 있

〈표 2> 구매 성향 요인 분석 결과

요인 문 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분산 

(누적설명분산)
Cronbach's a

(요인 1)
과시소비

비슷한 옷이라도 유명브랜드의 제품을 산다. .83

5.67 32.72 .71

의류구매 시 유명브랜드를 구입하기를 좋아한다. .83

옷을 살 때 유명브랜드인지 고려한다. .80

유명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이 남에게 더 나은 인상을 준다고 

생각한다.
.75

선물을 고를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유명브랜드를 산다. .71

사람들 앞에게 자주 이용하게 되는 패션상품의 경우 같은 값 

이면 유명브랜드의 제품을 산다.
.70

싼 옷을 입으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66

(요인 2)
유행 추구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83

2.67
15.70 

(48.42%)
.87

나는 유행에 앞서 가는 의복을 많이 가지고 있다. .83

나는 최신 유행경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2

최신 유행하는 옷을 구입하기를 좋아한다. .77

유행패션을 알기 위해 패션잡지를 자주 본다. .75

(요인 3) 
충동구매

주변의 권유나 판매원의 친절 등으로 계획에 없던 옷을 구입 

하기도 한다.
.72

2.36
13.43 

(61.58%)
.88신용카드를 가지고 나가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구입하게 

된다.
.81

카드로 구입한 후 대금결제 시 후회할 때가 많은 편이다. .83

56) 나영주, 이은희, 장경자, Op. cit., pp. 585-594.
57) 서경의, Op. cit.
58) YMCA시민중계실, Op. cit.
5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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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와 그 규모가 증가됨 

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 구매성향

구매성향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어느 한 요인에 뚜렷이 높은 적재 량을 보이지 않은 3문 

항을 제외하였다. 고유치와 scree plot을 기준으로 최종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설명력은 61.58%였다. 

각 요인별 문항들을 기준으로 하여 1요인은 과시 소비 

성향 요인, 2요인은 유행 추구 성향 요인, 3요인은 충동 

구매 성 향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로 결정된 문 

항 내용 및 부하량, 신뢰도 등은〈표 2〉와 같다.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구매 성향의 차이

사회 인구학적 인 특성에 따른 구매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test와 ANOVA, 그리고 사후검정으로 Durmcan's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3〉과 같다. 전공 

에 따른 집단간 여대생 소비자의 구매 성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충동 구매 성 향과 과시 소비 성 향에는 차 

이가 없었으며, 유행 추구 성향에 있어서만 예체능계 

열이 자연계열을 제외한 모든 다른 전공집단보다 유의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구매성향의 차이

'J---- 一一一______ 구매성향

인구통계학적 특성 f''f~一一一

평균값

충동구매 유행추구 과시소비

전공

인문사회 3=252) 2.38 2.56b 3.05

자연과학 (护108) 2.52 2.8俨 3.10

예체능 (”=130) 2.62 3.12a 2.96

사범 (冷=44) 2.45 2.45b 3.12

의과 (0=14) 2.79 2.54b 3.45

기타 («=40) 2.62 2.88阳 2.99

足Value 1.68 10.07** 1.29

이성 교제 여부

이성 교제함 3=185) 2.61 2.90 3.15

이성 교제 안함 (hM03) 2.43 2.67 3.00

/-Value 2.02* 3.28** 2.22*

한달 용돈

20만원 미만 3=154) 2.506 2.50c 2.86c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3=170) 2.76a 2.76b 3.11e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i=124) 2.8” 2.94a 3.10b

40만원 이상 (〃=140) 2.91a 2.86^ 3.26a

F-Value 6.90*** 8.39*** 8.15***

주관적 소득 수준

하 (护60) 2.41b 2.33c 2.58c

중(77=346) 2.83a 2.72b 3.02b

상 3=182) 2.78a 2.98a 3.36a

5.42** 11.30*** 15.76***

전체 (N드588) 2.49 2.72 3.05

*pv.O5, **pv•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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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예체능계열 학생들 

이 유행 몰입도가 높다는 구자명과 이명희")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성 교제 여부에 따라서는 충동 구매 성향, 유행 

추구 성향, 과시 소비 성향의 모든 구매성향에서 이성 

교제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 교 

제를 하는 집단이 하지 않는 집단보다 모든 구매 성 향 

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용돈에 따른 구매 성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충동 

구매 성향에서는 20만원 이상 집단이 20만원 미만 집 

단보다, 유행 추구 성향은 30만원 이상 집단이 20만원 

미 만 집단보다, 그리고 2(430만원 집단이 20만원 미 

만 집단보다, 과시 소비 성 향은 40만원 이상 집단이 

40만원 미 만 집 단보다, 그리고 20만원 이상 집 단이 20 

만원 미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여대생 소비자의 용돈이 많을수록 충동 구매")와 

과시 소비陞”성향이 높아진다고 한 선행 연구 결과들 

을 지지하는 것이다.

주관적 소득 수준도 용돈과 마찬가지로 상류층으 

로 갈수록 충동 구매, 유행 추구, 과시 소비의 모든 구 

매 성향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즉, 충 

동 구매 성 향에서는 중류층과 상류층이 하류층보다, 

유행 추구 성향과 과시 소비 성향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순으로 높았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충 

동 구매60 61 62 63 64 65 66 67 68) 또는 과시 소비㈣가 잘 일어난다는 선행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60) 구자명, 이명희, Op. cit., pp. 35-45
61) 주문자, 김영신, Op. cit., pp. 47-58.
62) 류은정, 김수경, Op. cit., pp. 477-485.
63) 이윤금, 이남숙, Op. cit., pp. 1-11.
64) 신수연, 이정미, Op. cit., pp. 833-842.
65) 류은정, 김수경, Op. cit., pp. 477-485.
66) 구자명, 이명희, Op. cit., pp. 35-45.
67) 정수진, 강경자, Op. cit., pp. 104-119.
68) 박미희, 여정성, Op. cit., pp. 1-12.
69) 정수경, 김용숙, Op. cit., pp. 1-16.

4. 신용카드 사용 특성에 따른 구매 성향의 차이

앞서 설명한 5가지의 신용카드 사용 특성에 따른 

구매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est와 ANOVA, 

그리고 사후 검정으로 Duncan's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4〉와 같다.

신용카드 보유 여부에 따른 집단간 여대생 구매 성 

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충동 구매 성향과 과시 소 

비 성향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유행 추 

구 성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충동 구매 성향과 과시 

소비 성향 모두 본인명 의 신용카드 이용자와 가족 카 

드 이용자가 신용카드 비이용자보다 높았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음으 

로 인하여 계획에 없던 충동적인 구매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구자명과 이명희佝 등 

의 선행 연구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이러한 결 

과는 신용카드가 충동 구매와 유의하지 않다는 정수 

진과 강경자町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인데 이는 

최근 신용카드가 여대생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었고 

사용한도도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 연체 여부에 따른 소비자의 구 

매 성 향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충동 구매 성 향에 있어 

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유행 추구와 과시 소비 성 

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연체 경험이 있는 집단 

이 연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충동 구매 성향이 높았 

는더L 이는 결제 대금 연체 경험은 충동적인 구매로 

인하여 능력 이상의 구매를 함으로써 결제 대금 상환 

을 적시에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신용카드 연체 집단의 과시 소비 성향 

이 높다고 한 박미희와 여정성的의 연구 결과와는 다 

른 결과인데 연구 대상자의 연령이 20대이상으로 본 

연구대상과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신용카드 월평균 결재 대금 액수에 따른 구매 성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행 추구 성향에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동 구매 성향과 과시 소비 성향게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월평균 결재대금이 

20만원 이상 집단이 20만원 미만 집단보다 충동 구매와 

과시 소비 성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용카드를 많 

이 소유하고 많이 사용하는 20대 성인 여성들이 과시 소 

비 성향을 보이며 유행을 추구한다는 정수경과 김용숙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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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용카드 사용 특성에 따른 구매 성향의 차이

J'f'一一一一구매 성향 

신용카드 사용 특성 ■ J-'J一一

평균값

충동구매 유행 추구 과시소비

카드 보유

본인 카드 (”=257) 2.77& 2.77 3.11a

가족 카드 (户148) 2.55a 2.55 3.16a

비 소지 (債183) 2.04b 2.04 2.88b

足Value 35.21*** 1.46 6.97***

연체 경험

연체 경험 없음 3=183) 2.69 2.81 3.13

연체 경험 있음 ("=74) 3.01 2.72 3.06

/-Value 0.01* 0.42 0.52

결재 대口

10만원 미만 3=106) 2.52b 2.72 2.96b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h-63) 2.72b 2.68 2.95b

20만원 이상 (厅=88) 3.14a 2.92 3.42a

T^Value 11.83*** 2.14 11.28***

신용카드 이용

월평균

의복 구매 금액

5만원 미만 어=106) 2.42b 2.55b 2.80c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71) 2.97a 2.73B 3.1罗

10만원 이상 (於80) 3.09* 3.12a 3.5(沪

/^Value 15.46*** 12.50*** 22.14***

신용카드 이용

1회 평균 

의복 구매 금액

5만원 미만 («=94) 2.56b 2.58b 2.77b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82) 2.86* 2" 3.24a

10만원 이상 («=81) 2.9矿 2如 3.41a

F-Value 5.19** 4.9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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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연구 결과의 일부만을 지지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이용 월평균 의복 구매액에 따른 성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충동 구매 성향, 유행 추구 성향, 그 

리고 과시 소비 성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월평균 의복 구매액의 경우 5만원 이상 집단들이 5만원 

미만 집단보다 충동 구매 성향이, 10만원 이상 집단들 

이 10만원 미만 집단들보다 유행 추구 성향이, 10만원 

이상 집단,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집단, 5만원 미만 

집단 순으로 과시 소비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신용카드 이용 1회 평균 의복 구매액에 따른 구매 

성향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충동 구매 성 향, 유행 추 

구 성향, 그리고 과시 소비 성 향 모두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의복 구매액의 경우도 5 

만원 이상 구매 집단들이 5만원 미 만 구매 집단보다 

모든 구매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여대생들의 의복 소비에 신용카드가 과시적인 소 

비를 유도한다는 김성엽'")의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 

하는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70) 김성엽,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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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신용카드 사용 특성과 구 

매 성향을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의류 산업 

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68.82%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이 중 43.61%가 본인 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다. 연체 경험자도 28.46%로 신용카드 사용과 함 

께 연체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용 

카드를 사용한 월평균 의복 지출비와 1회 평균 의복 

지출비는 5만원 이하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나 여대생들의 신용카드를 통해 구입하는 

의복의 가격대가 높지 않고 횟수도 그리 많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대생들의 신용카드 사용 

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다. 둘째, 여대생의 구매 성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과시 소비 성향, 유행 추구 성향, 충동 구매 성향의 3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구매 성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성 교 

제를 하는 집단이, 용돈이 많은 집단이, 그리고 주관 

적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충동 구매 성향과 과시 소비 

성향이 높았다. 한편, 유행 추구 성행은 예체능계열, 

이 성 교제를 하는 집 단, 용돈을 3(*40만원 받는 집 단,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높았다. 넷째, 신용카 

드 사용 특성 에 따른 집 단간 구매성 향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충동구매 성 향은 카드를 보유하고 연체 경험 

이 있고, 월평균 결제액, 월평균 의복비 결제액, 그리 

고 1회 평균 의복비 결재액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 추구 경향은 월평균 의복구매액과 1 

회 평균 의복 구매액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과시 소비 성향은 카드를 보유하고, 월평균 결제 

액, 월평균 의복 구매액, 그리고 1회 평균 의복 구매액 

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마케팅.전략 

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고소득,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결제 대금이 

많고, 의복을 많이 구매하는 소비자일수록 충동 구매 

와 과시 소비 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므로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고가 제품 전략이 필요하 

다. 특히 신용카드와 관련된 경품 제시, 마일리지 적 

립, 할부정책 및 구매 시점 판촉 전략을 활용하면 이 

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충동 구매 와 과시 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리 라 사료된다. 또한 충동 구매 와 과시 

소비 성향은 의류 제품 관련 신용카드 사용뿐만 아니 

라 전반적인 카드 사용 특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므 

로 의류뿐 아니라 다른 제품군과 연계한 신용카드 사 

용 의류 판매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신용카 

드 연체가 유일하게 충동 구매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 연 

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설명과 상기도 함께 제공되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반면, 연체는 충동 구매 성 

향과만 관련이 있고 과시 소비나 유행 추구 성향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신용카드를 이 

용하여 과시나 유행을 강조하는 제품의 구매를 유인 

하는 전략도 효과적인 장기 전략으로 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유행 추구 성향은 전반적으로 고소득 소비자 

일수록 또한 의복을 많이 구매하는 소비자일수록, 신 

용카드 결제 대금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유의하게 높 

았으므로 유행성 이 높은 상품의 고가 전략도 효과적 

일 것으로 사료된다. 유행 추구 성향은 전반적인 신용 

카드 사용 특성보다는 의류 구매에 대한 신용카드 사 

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유행성에 소구하는 전략은 다른 제품과의 연계 전 

략보다는 의류의 유행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더욱 효 

과적일 것이다. 또한, 유행 추구 성향에 있어서 유일 

하게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예체능 

계열 학생들의 유행 추구 성향이 다른 전공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패션 기업은 유행의 수용이 빠 

른 이들을 패션 리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 

여 자사 브랜드 및 신상품의 빠른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높은 과시 소비 성향에 기초하여 브랜드 인 

지 및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최근 소비자의 취향이 고급화되고 과시소비가 

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의류업체들은 브랜드 아이 

덴티티 구축을 통한 충성도 증진 등 과시 소비 성향의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전략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이성 교제를 하는 집단이 충동 구매, 유행 추 

구, 과시 소비 성향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므로,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 및 이벤트 

를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나 이들을 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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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기획 전략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 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매 성향 

중 충동 구매, 유행 추구, 과시 소비 성 향만을 다루었 

는데, 신용카드 사용 특성과 실용성, 경제성, 쾌락성과 

같은 다른 구매 성 향과의 관계에 대 한 연구도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신용카드는 아직 역사가 짧고 국내,외 

사회나 경제적 환경 등 시대상황에 민감한 주제이므 

로,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서울 소재의 여대생만을 연구 대상으 

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전국적인 여대생에게 일반화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의 확대 및 비교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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