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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strategy for increasing the merchandising power of the SPA bran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ashion industry.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to 270 SPA 

brand customer who live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Gyeongi-do area. 240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f-test, crosstabs analysis, and one-way ANOVA using SPSSWIN 12.0 program.

The result were as follows: Importance of store attributes were categorized in five factors: store environment, 

service, product sales promotion, and convenience. A consumer's the importance of store attribute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at consum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major, grade etc..） and general product 

purchasing characteristics（purchasing expense）. This result should not be interpreted by expanding to the whole 

group of the consumer in SPA brand, as the sample used in this study is limited to those in Seoul and GyeongGi 

area.

Key words: store attribufes（점포 속성）, buying behaviors（구매행동）, SPA brand（SPA 브랜드）,

I. 서 론

최근 국내 의류 시장은 중국 소싱을 통해 가격 거 

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하는 브랜드들 

이 늘어나면서 중저가 시장이 블루오션 시장으로 주

+ 교신저자 E-mail : hjkim@swc.ac.kr 

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도 

트렌디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인 

터넷 쇼핑, 홈쇼핑을 통해 시즌별 유행상품을 가볍게 

입고 즐기는 방향으로 구매성향이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렌드 비중을 높이고 소싱력을 강화 

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 한국형 SPA(Specialty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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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ers of Private Label Apparel) 브랜드를 지 향하 

는 브랜드들은 SPA 브랜드의 합리적 인 가격과 트렌 

드를 빠르게 흡수하는 민첩성, 매장의 신상품 유지 

에 중점을 맞춘 브랜드 전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은 의식 및 소비 환경 

의 변화에 따라 의복 행동에 대한 자기 표현 의식이 

향상되면서 일방적인 패션 브랜드의 트렌드 선도에 

서 탈피하여 소비자 반응을 고려한 패션 머천다이징 

을 요구하게 되었다.

국내 SPA 브랜드는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백화점, 

가두점, 쇼핑몰을 넘나드는 유연한 유통 전략을 구 

사하고 있으며, SPA 브랜드에 관한 선행 연구2)에서 

도 SPA와 점포 이미지 및 점포 속성과는 중요한 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는 

SPA 브랜드의 점포 이미지와 소비자 만족도, 쇼핑 

성향과 점포속성중요도, 점포와 VMD 등에 중점이 

되어 왔으며 제품 구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 

자 구매행동과 관련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SPA 브랜드 구매행동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점포속성중요도와의 차이를 규 

명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SPA 브랜드 상 

품 기획 력 강화 및 점포의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의류 소매업에서의 효과적 

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

n. 이론적 배경

1. SPA 브랜드 시장동향

SPA는 패션 전문점이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사 

입하여 단순히 판매만 하는 소매 기능에서 더 나아 

가 직접 디자인을 기획, 생산하는 제조 기능까지 갖 

춘 전문점을 말하며, 그 유래는 미국 의류 전문 체인 

점 GAP사 도널드 휘셔 회장이 1987년에 발표한 SPA 

선언에서 유래되고 있다.

SPA 시스템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 

반 유통점이 오리지널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형태 

와 머)이커(기획제조)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아웃소싱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형태이고, 후자는 공장을 가 

지고 직접 생산하는 구조이다" SPA 브랜드의 기본 

요건으로는 명확한 컨셉과 풍부한 상품구성을 전제 

로 한 상품 공급과 기획단계에서부터 표준화, 매뉴 

얼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중심상품군 

의 최저가격 형성과 POS 운영의 영업력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고객의 편의성이 최대한 반영된 테마 

컨셉형 제안의 대형 매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SPA는 자사의 오리지널 브랜드에 의한 기 

획, 제조, 직판형 전문점으로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 

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스토어의 컨셉 

과 이미지를 소구하면서 상품 제공 방법과 공급 프 

로세스를 혁신하는 기업 전략이다.

대표적인 SPA 브랜드로는 이탈리아의 베네통(Bene

tton), 미국의 에스프리(ESPRIT), 리미티드(LIMITED), 

스페인의 자라(ZARA), 망고(Mango), 일본의 유니클 

로(Uniqlo) 등이 있으며, 국내 SPA 업체로는 쿠아(QUA), 

코데스컴바인, 캐쉬, 미아오, 플라스틱 아일랜드, 르 

샵, 칵테 일, H&T 등이 있다'. 실제 해외 SPA 브랜드 

들은 타겟층이 20대 중반을 메인 타겟으로 폭넓게

1) 텍스헤럴드, '，여성시장에 패스트 패션 시대가 됐다,'' 2005년 8월 31일자.

2) 이성아, “SPA 캐쥬얼 브랜드 이용 소비자의 의복쇼핑 성향과 의복 만족도-여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정준원, “SPA형 전문점 소비자의 쇼핑 성향과 점포속성중요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차영순, "SPA형 의류 소매점의 점포 이미지와 소비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3) 김경임, “SPA형 의류 소매점의 VMD에 관한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성아, Op. at.
이지현, ''국내 브랜드의 SPA 전략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정준원, Op. cit.
차영순, Op. cit.

4) 이호정, 패션유통산업,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6.
5) 패션채널, “영마켓, 토종 vs 글로벌 대격돌,” 2006년 10월호, pp. 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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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있는 반면, 국내 SPA 브랜드는 20대 초반 

과 30대 중반으로 이분화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쿠 

아', '숲(SOUP)，, '캐쉬(CASH)，등은 10대와 20대로 

영 캐주얼 마켓을 형성하고 있으며, '쉬즈미스', '샤 

트렌', '디아' 등은 3。〜40대를 겨냥한 좀더 현실적 

인 트렌드로 접근은 시도하고 있다. 실제 이태리 등 

유럽 국가들 역시 글로벌하게 전개되는 SPA 브랜드 

들과 경쟁하는 자국 SPA 브랜드들이 두텁게 형성되 

어 있다. 이들은 '메이드 인 이태리(Made in Italy)로 

상품력에 대한 신뢰도와 지역 상권에 맞게 탄력적으 

로 전개되는 유통망 전개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내수 패션업체들은 이 같은 타국의 선례를 

토대로 경쟁력 확보 기반 모색에 시급히 힘을 모아 

야 할 때이다°

2. SPA에 관한 선행 연구

SPA 는 자체 기획 브랜드에 의한어패럴 제조 직 

매전문점으로 GAP의 비즈니스 방식에서 유래되어 

국내에는 200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국내 

SPA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지현(2001)은 국내 브랜드의 SPA 전략 연구에서 

해외 각국에서 SPA 기업으로 대표되는 6개 브랜드를 

조사 분석하여 한국형 SPA 브랜드 전략을 브랜드 상 

품 기획을 위한 핵심적 아이템 검증화, 가격경쟁력을 

위한 글로벌 소싱, 직영 체제 및 브랜드 현실에 맞는 

규모의 유통 선택, 브랜드 고유의 차별화된 마케 팅 구 

사, 각 협력업체와의 협업 등을 제시하였다.

이성아(2002)는 여대생을 중심으로 SPA 캐쥬얼 브 

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쇼핑 성향에 따라 유형화 

하고 각 집단별 의복 만족도와 의복 구매행동을 연 

구한 결과, 의복 만족도는 의복의 성능, 상표, 활동성 

과 착용의 용이, 품질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 

며, 의복 구매행동은 편의성과 상품이 중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

김경임(2002沪은 SPA 의류 소매점의 VMD 에 관 

한 연구에서 SPA 의류 소매점의 VMD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VMD 계획은 상품 기획 단계 

에서부터 체계적인 연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매장 컨셉에 따라 정확하고 차별화된 시각적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김근애(2004户는 Brand Equity 향상을 위한 SPA 

브랜드의 마케팅 믹스 전략을 일반 의류 브랜드와의 

비교를 통해 연구한 결과 SPA 브랜드의 Brand Equity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지각된 품질에는 

가격, 매장 이미지, 광고가 영향을 미치며, 인지에는 

광고가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 연상에는 가격, 광고 

가 영향을 미치고, 충성도에는 가격, 광고가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SPA에 관한 연구는 국내 패션 산 

업이 제조 중심에서 소매 중심으로의 유통변화에 따 

라 브랜드 전략, SPA 브랜드 구매자의 구매유형, VMD 

등에 관한 연구에 중점이 되어왔다.

3. 점포 이미지와 점포 속성

점포 이미지는 많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차원은 소비자가 점포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 

지에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한다. 즉, 소비자는 여 

러 차원에서 점포를 지각하는데, 점포 이미지 차원 

의 수와 내용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장마 

다 다르며 연구자 범주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점포 속성은 점포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소비자가 점포를 방문하는 동안 다양한 마케팅 자극 

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이는 소비자들의 점포 애 

고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吐 즉, 특정 점포에 

대한 이미지가 호의적일수록 소비자들이 그 점포에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점포 속성은 점포 선

6) 패션뉴스, ''내수 패션업체 글로벌 SPA와 정면대응,'' 2006년 2월 22일자.

7) 패션채널, pp. 152-153.
8) 김경임, “SPA형 의류 소매점의 VMD에 관한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9) 김근애, “Brand Equity 향상을 위한 마케팅 믹스 전략-SPA 브랜드와 일반 캐쥬얼 의류 브랜드의 비교를 

중심 으로'' (경 희 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10) 김현주, “의류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18.
11) G. D. Hutcheson and L. Moutnho, "Measuring preferred Store Satisfaction Using Consumer Choice Criteria 

as a Mediating Factor,M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Vol. 14, No. 7 (1998), pp. 7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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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과 구매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연구자들에 비해 비교적 자세하게 점포 이 

미지를 설명한 연구자들인 쿤켈(J. H. Kunkel)과 베 

리(L. L. Berry)"〉에 의하면 점포 이미지는 12개의 요 

소인 상품가격, 상품품질, 상품구색, 상품유행성, 판 

매원, 입지 편의성, 기타 편의요소, 서비스, 판매촉 

진, 광고, 점포 분위기, 조정행동(adjustments)에 대한 

평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는 다시 여러 개 

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점포 이미지는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 

러 가지 점포 속성에 관해 소비자가 지니는 종합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점포 선택 결정시 이 

러한 점포 이미지 속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한다").

심(Shim)"은 점포 속성을 제품 차원과 서비스 차 

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제품 차원은 품질, 종류, 패션 

성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고, 이주은은 평가 기준 

또는 점포 이미지 속성에 포함되어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점포 속성에 대한 중요도는 소비자의 점포 

선택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고애란과 진병호”)는 상설 할인 매장 애고에 관한 

연구에서 점포 속성의 중요도를 수선 및 교환, 상점 

의 고급성, 돈에 비해 품질 그리고 편의성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연구 결과 상설 할인 매장 애 

고집단이 비애고 집단보다 상점의 고급스런 분위기, 

신용카드의 이용, 주차시설과 같은 편의성을 덜 중 

요시한다고 밝혔다.

신수연과 나현정®)은 해외 명품 브랜드 구매자들 

이 쇼핑시 중요시하는 점포 속성은 상품 및 점포 서 

비스 요인, 가격 관심 요인, 구매 편의 요인, 이 3가지 

로 추출하여 백화점 애고 소비자는 상품 및 점포 서 

비스 요인 및 구매 편의 요인을, 인터넷 쇼핑몰과 재 

래시장의 대형 쇼핑몰 그리고 면세점 애고 소비자는 

가격 관련 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유진切은 대형 할인점의 점포 특성과 구매 경험 

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분석한 결과, 점포 속성은 '상 

품', '광고', '판매원 서비스', '정책 서비스', '디스플 

레이，, '입지，의 7개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대형 할 

인점의 점포 신뢰에는 점포 특성과 구매 경험, 의류 

제품 평가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김연희2。)는 점포 속성과 점포 애고의 관계를 검증 

하였는데, 점포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점포 속성 

은 쇼핑 편의성과 품질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타인 

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포 속성은 점포 지명도, 품질, 

다양성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로 볼 때 점포 속성의 중요성 

이 점포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 

며,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시 여러 점포 속성을 통해 

구매행동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4. SPA와 점포 속성

국내 SPA 브랜드와 점포 이미지 및 점포 속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SPA의 점포 이미지와 소비자 만

12) 임숙자, 김선희, “의류유통업태의 점포 이미지와 의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구의류학회지 23권 2호 

(1999), pp. 185-196.
13) John. H. Kunkel and Leonard L. Berry, "A Behavioral Conception of Retail Image," Journal of Marketing 32 

October (1968), pp. 21-27.
14) 김현주, 김문숙, 유동근, “의류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패션라이프스타일, 자 

아이미지, 상황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5호 (1995), pp. 774-789. .
15) S. Shim, “Patronage behavior of apparel shopping: Part I, Shopping orientations, store attributes, information 

sources, and person이 characteristic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0(2) (1992), pp, 48-57.
16) 이주은, “패션점포 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특성과 점포 속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17) 고애란, 진병호, “상설 할인 매장 애고소비자의 구매성향, 상점속성 중요도 및 정보원 이용연구,'' 한국의 

류학희지 19권 1호 (1995), pp. 104-115.
18) 신수연, 나현정, “애고점포에 따른 명품브랜드 소비자의 쇼핑 성향 및 점포 속성중요도,'' 복식문화연구 

11권 4호 (2003), pp. 474-486.
19) 권유진, “태형 할인점의 점포 속성이 의류제품 구매자의 점포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0) 김연희, “쇼핑 성향과 점포 속성이 점포 애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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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쇼핑 성향과 점포속성중요도 등에 관한 연구 

로 구분되고 있다.

정준원(2002)은 SPA 형 전문점 소비자가 중시하는 

점포 속성에 대하여 점포 서비스, 점포의 입지 및 교 

통편의, 환경 및 설비, 판매 촉진, 제품의 5가지 요인 

으로 구분하여 점포 애호 유형에 따라 점포속성중요 

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애호 집 

단이 판매 촉진을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영순(2005)은 점포 이미지와 소비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소비자들은 점포 이미지 속성 중 분위 

기, 서비스, 상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 

였고, 매장 이미지 속성에 대한 인식은 소비자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품질, 

디자인, 가격, 구성력의 우수, 분위기의 적합성, 서비 

스, 이용시설의 편리성, 광고 및 판매 촉진 등에 대해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 와 같은 선행 연구를 볼 때 SPA 브랜드 구매행 

동과 점포 이미지 및 점포 속성은 소비자 만족도와 

연결되므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됨을 알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n.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과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과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과제 1: SPA 브랜드 소비자의 일반적인 구매 

행동을 분석한다.

연구과제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SPA 브랜드 

구매행동의 차이를 분석한다.

2-1: 의복구입비와 전공 여부에 따른 정보원의 

차이를 분석한다.

2-2: SPA 브랜드 평가 기준을 유형화하고 평가 

기준과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연구과제 3: SPA 브랜드의 점포 속성을 유형화하 

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SPA 점포속성중요도 

와의 차이를 규명한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조사는 2006년 2월 20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이 

루어졌으며, 표본은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SPA 브랜드 

구매 경험이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70부 

의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으며, 이 중 자료 수집에 적 

합한 230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여대생들의 SPA 브랜드 점포 

속성을 유형화하기 위해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 

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검증(reliability)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대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SPA 

브랜드 구매행동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검증과 

일원분산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SPSSWIN V.12.0을 사용하였다.

4. 측정도구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에 대 

한 용어를 정의하고 측정방법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1) 인구봉계적 특성

여대생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전공 계열, 의류 전공

〈표 1> 측정도구

조사항목 조사내용 문항수

인구통계적 특성
전공 계열, 의류 전공 여부, 학년, 한달 평균 용돈, 한달 평균 의복비, 의복 구입 빈도, 

거주지
.7

구매 행동 최근 구입 브랜드, 선호 브랜드, 구매 품목, 가격대, 정보원, 구매 동기, 평가 기준, 만족도 8

점포 속성

품질, 판매원 서비스, 정보 제공, 휴식 공간, 색상/사이즈의 다양성, 마일리지 포인트, 

인기 상품, 점포 분위기, 탈의실, 최신 스타일 판매, 독특한 스타일 판매, 코디네이션, 

편리한 정보 이용, 교환 환불 용이, 광고, 가격성, 교통 편리성, 번화가, 근접성, 매장 

공간 배치, A/S 편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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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학년, 한달 평균 용돈, 한 달 평균 의복비, 의복 

구입 빈도로 구분하였다.

2) SPA 브랜드 구매행동

여대생의 SPA 브랜드 구매행동에 관한 특성을 다 

른 매장과의 다른 점, 최근 구입 브랜드, 최근 구매 

품목, 구매 품목의 가격대, 좋아하는 SPA 브랜드, 정 

보원, 구매 동기, 구매시 평가 기준, 만족도로 구분하 

였다.

3) SPA 브랜드 점포 속성

SPA 브랜드 점포 속성에 대한 문항은 II 장의 선 

행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가 수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총 20개의 문항에 대해 '매우 중요 

하다'어】 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어】 5점을 주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전공 계 

열, 의류 전공 여부, 학년, 한 달 평균 용돈, 한 달 평 

균 의복비, 의복 구입 빈도, 거주지를 구분하여 빈도 

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본 결과〈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전공 계열은 인문사회 계열이 67명(29.1%) 

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1학년이 63명(25.4%), 2학 

년 57명(24.8%) 순이었고, 의류 전공자는 97명(42.2%), 

비전공자는 133명(57.8%)이었다. 거주지는 서울이 114 

명(49.6%), 경기 지역이 116명(50.4%)이었으며, 한 달 

평균 용돈은 응답자의 75명(32.6%)이 5〜25만원 미 

만이었고, 한달 평균 의복구입비는 5〜10만원 미만 

이 89명(38.7%) 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의복 구입 빈 

도는 한 달에 한 번이 83명(36.1%)으로 제일 높은 순 

위였다.

2. SPA 브랜드의 구매행동

SPA 브랜드의 구매 특성을 최근 구입한 브랜드, 

선호 브랜드, 구매 품목, 가격대 등으로 구분하여 빈 

도분석을 통한 빈도와 백분율로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다.

가장 최근에 구입한 SPA 브랜드는〈그림 1〉과 같이 

후아유가 38명(1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 

오다노(35명, 15.2%), SOUP(33명, 14.3%), QUA(26명,

(단위: 명, %)〈표 2>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의•보건계열

67( 29.1)
56( 24.3)
63( 27.4)
44( 19.1)

한 달 평균 용돈

15만원 미만

15〜25만원 미만

25〜35만원 미만

35〜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60( 26.1)
75( 32.6)
58( 25.2)
24( 10.4)
13( 5.7)

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63( 27.4)
57( 24.8)
54( 23.5)
56( 24.3)

한 달 평균 의복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3( 23.0)
89( 38.7)
50( 21.7)
18( 7.8)
20( 6.7)

전공 여부
의류 전공

비전공

97( 42.2)
133( 57.8)

의복 구입 빈도

1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번 

특별한 경우 

기타

17( 7.4)
57( 24.8)
83( 36.1)
57( 24.8)
16( 7.0)

거주지
서울 

경기

114( 49.6)
116( 50.4)

계 230(100.0) 계 2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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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최근 구입한 SPA 브랜드.

〈그림 4〉선호하는 SPA 브랜드.

〈그림 2〉최근 구입 품목

한편, SPA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구매행동을 구매 

동기, 정보원, 만족도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 

와 백분율로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다(그림 5, 6, 표 4).

평소 SPA 브랜드 의류의 구매 동기는〈그림 5〉와 

같이，할인 판매 기간에 저렴히 구입하려고，가 20.5% 

(98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 

로，다른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83명, 17.3%), '계절 

이 바뀌어서，(82명, 17.1%) 순으로 나타났다.

13.5%), 아이겐포스트(31명, 13.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구매 품목은〈그림 2〉와 같이 셔츠가 67명 

(29.1%)으로 가장 많았고 스웨터/가디건(41명, 17.8%), 

재킷/점퍼(35명, 15.2%)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한 품 

목의 가격대는 3~5만원 미만이 79명(34.3%)으로 가 

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으며, 3만원 미만(69명 

30%), 5〜10만원 미만이 50명(21.7%) 순이었다(그림 

3).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SOUP(52명, 22.6%)이 었 

으며, 다음으로 후아유(30명, 13%), QUA(28 명, 12.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이미지와조화 

유행올따르려고 

충동구매 

기분전환 

행사시필요 

저렴히구입 

계절이바뀌어 

다른의복과조화

询5

B0.8
----- ------------ '

----■-一「1 -7

-
15.2

二_1 12.9
.

____ 14
ZJ6.5

… \\r.i
i

. ____ _  i.t

155 10 20 25

〈그림 5> 구매 동기2D.

〈그림 3> 구입 품목의 가격대.

0

치타 

디스플레이 

과거구매경험 

인터넷 

판매원 

친구 

가족,친지 

TV

0.4 :

꿔26
±343
3 1.7

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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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매정보원.

0

21) 중복응답에 대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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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브랜드 의류 구입의 주된 정보원은〈그림 6> 

과 같이，매장의 디스플레이'가 54.3%(125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TV, 

신문, 잡지 등의 광고'(31명, 13.5%), '과거의 구매 경 

험(31명, 13.5%)，순인 것으로 보아 매장의 디스플레 

이와 VMD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SPA 브랜드 구매에 대한 만족도는〈표 3〉에서와 

같이 디자인(78.9%), 가격 범위(72.2%), 색상(70%), 사 

이즈(62.2%), A/S의 개선(61.7%), 소재(53.4%) 순으 

로 모든 요인에서 '만족한다'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 

고 있으며,，소재의 다양성'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 

도를 보여주고 있다.

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SPA 브랜드 구매행동 

차이

1) 의복 구입비/전공 여부에 따른 정보원

SPA 브랜드 의류 구매시 영향을 받는 정보원과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변수간의 차이검증을 위해 

서 독립인 두 집단에 대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SPA 브랜드 의류 구매시 이용하는 정보원에 관한 

분석결과는〈표 4〉에서와 같이 의복 구입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pM0.014)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은 의복 구입비의 범위 모두에서 SPA 브랜 

드 의류 구입시，매장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장 많 

은 정보를 얻고 있으며, 다음으로 'TV • 잡지 등 광 

고', '과거 구매 경험'순으로 나타났다

또한〈표 5〉와 같이 SPA 브랜드 의류 구매시 전 

공 여부에 따라 이용하는 정보원에서 비교적 유의한 

차이(pM0.054)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전 

공자, 비전공자 모두 매장의 디스플레이'를 가장 많

(단위: 명, %)〈표 3> SPA 브랜드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계

가격범위 51(22.2) 115(50.0) 58(25.2) 4(1.7) 4(1.7) 230(100)

디자인 90(39.1) 91(39.6) 43(18.7) 5(2.2) 5(2.2) 230(100)

색상 56(24.3) 107(46.5) 59(25.7) 8(3.5) 8(3.5) 230(100)

소재 44(19.1) 79(34.3) 86(37.4) 21(9.1) 21(9.1) 230(100)

사이즈 59(25.7) 84(36.5) 69(30.0) 18(7.8) 18(7.8) 230(100)

A/S 개선 73(31.7) 69(30.0) 76(33.0) 10(4.3) 10(4.3) 230(100)

** ^<0.05.

〈표 4> 의복 구입비에 따른 정보원 (단위: 명, %)

읜^구입비 

정보원
5만원 미만

5 〜 10만원 

미만

10~15 만원 

미만

15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계

TV, 잡지 등 광고 1( 1.9) 21( 23.6) 5( 10.0) 3( 16.7) 1( 5.0) 31( 13.5)

가족 및 친지 - 3( 3.4) - 1( 5.6) - 4( 1.7)

친구 4( 7-5) 4( 4.5) 1( 2.0) 1( 5.6) - 10( 4.3)

판매원 4( 7-5) 2( 2.2) - - - 6( 2.6)

인터넷 5( 9.4) 6( 6.7) 6( 12.0) 1( 5.6) 4( 20.0) 22( 9.6)

과거 구매 경험 8( 15.1) 12( 13.5) 7( 14.0) 1( 5.6) 3( 15.0) 31( 13.5)

매장 디스플레이 31( 58.5) 41( 46.1) 31( 62.0) 11( 61.1) 11( 55.0) 125( 54.3)

기타 - - - 1( 5.6) - 1( 0.4)

계 53(100.0) 89(100.0) 50(100.0) 18(100.0) 20(100.0) 230(100.0)

%2 = 46.872**

-376 -



제 15 권 제 3 호 김현주•이서희 9

(단위 명, %)〈표 5> 전공 여부에 따른 정보원

전공 여부 

정보원
의류 전공 의류 비전공 계

TV, 잡지 등 광고 19( 19.6) 12( 9.0) 31( 13.5)

가족 및 친지 1( L0) 3( 2.3) 4( 1.7)

친구 4( 4.1) 6( 4.5) 10( 4.3)

판매원 - 6( 4.5) 6( 2.6)

인터넷 12( 12.4) 10( 7.5) 22( 9.6)

과거 구매 경험 14( 14.4) 17( 12.8) 31( 13.5)

매장 디스플레이 46( 62.0) 79( 59.4) 125( 54.3)

기타 1( 1-0) - 1( 0.4)

계 97(100.0) 133(100.0) 230(100.0)

Z2 = 13.87*

* p<0.10.

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TV, 신문 등 광고', 

'과거 구매 경험', '인터넷'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SPA 브랜드 평가 기준의 유형화

SPA 브랜드 평가 기준을 요인분석한 결과는〈표 

6〉과 같다. 요인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회전시 요인들간의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며 요인을 회전하는 직각회전 

(orthogonal rotation)의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6> SPA 브랜드 평가 기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요인 변수
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
고유치

(Eigenvalue)
분산비율

(% of variance)
Chronbach- a

품잘 특성

A/S
품질

재단/봉재상태

소재

세탁/관리의 용이성

0.803
0.788
0.764
0.683
0.519

5.201 28.89 0.8162

미적 특성

심미성

세련미

맞음새

나만의 이미지 표현 

착용 상황의 적합성 

사이즈

0.627
0.603
0.588
0.561
0.548
0.404

1.874 10.41 0.7001

디자인 특성

색상/무늬

디자인

다른 옷과의 조화

0.825
0.809
0.492

1.642 9.12 0.6949

가격 특성
경제성 

가격

0.825
0.745

1.290 7.17 0.6415

실용 특성
편안함

실용성

0.862
0.854

1.079 6.00 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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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요인에서 중심 

이 되는 주요 요소에 따라 품질 특성, 미적 특성, 디 

자인 특성, 가격 특성, 실용 특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들의 총 설명력은 61.59%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요인별 변수들의 신뢰도 검정 

을 위하여 chronbach- a 계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 

품질 특성, 미적 특성, 디자인 특성 가격 특성 실용 

특성은 각각 신뢰도(a값)가 81.62%, 70.01%, 69.49%, 

64.15%, 76.26% 로서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 

여주고 있다.

3) SPA 브랜드 평가 기준과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계

품질 특성, 미적 특성, 디자인 특성, 가격 특성, 실 

용 특성 등 다섯 가지 브랜드 평가 기준과 여대생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구매 특성의 차이검증을 위해 t- 

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표 

7〉과 같다.

〈표 7> SPA 브랜드 평가 기준과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계

전공 여부 

평가기준

의류 전공

(正=97)
비전공 

(n=33)
/-value

미적 특성
평균 

표준편차

2.26
0.98

2.03
0.90

1.795*

전공 계열 

평가기준

인문사회

(祯7)
자연과학

(护56)
예•체능계열 

(n=63)
의-보건계열 

(n=44)
F-value

미적 특성
평균 

표준편차

2.99
1.06

0.17
0.99

7.42
1.00

-0.37
0.83

2.741**

학년

평가 기준

1 학년 

(n=63)
2 학년 

(n=57)
3 학년 

(n=54)
4 학년 

(n=56)
lvalue

미적 특성
평균 

표준편차

0.21
1.02

0.11
0.99

-6.5
1.06

-0.29
0.85

3.047**

실용적 특성
평균 

표준편차

0.16
1.00

-0.10
0.93

0.21
1.15

-0.21
0.86

2.203*

평균 용돈 

평가기준

15믄!원 미믄T 
(n=60)

15~25 만원

(1】=75)
25~35만원 

(n=58)
35~50만원 

(n=24)
50만원 이상 

(n=13)
lvalue

품질 특성
평균 

표준편차

-0.32
0.77

1.56
1.02

0.18
1.10

030
0.97

1.04
1.04

2.714**

가격 특성
평균 

표준편차

-0.25
0.99

3.56
0.13

0.26
1.01

-0.15
0.91

5.84
0.69

2.161*

퍼균 의복비 

평가 기준

5만원 미만 

(n=53)
5 〜 10만원 

(n=89)
10~15만원 

(n=50)
15 〜20 만원 

(n=18)
20만원 이상 

(n=20)
F-value

가격 특성
평균 

표준편차

-0.28
0.99

-3.70
0.95

0.27
1.08

0.27
0.79

-1.30
0.98

2.423**

실용적 특성
평균 

표준편차

-4.40
0.71

-0.10
1.00

1.55
1.00

0.63
1.14

-4.70
1.09

2.130*

의兰 구입 빈도 

평가기준

1주에 한번

(护 17)
2주에 한번 

(n=57)
한달에 한번

(n=83)
특별한 경우

(n=57)
기타 

(n=16)
兄 value

가격 특성
평균 

표준편차

0.56
1.13

0.31
0.89

-0.17
0.94

-0.26
1.00

0.10
1.01

4.746***

*p<0.10, **^<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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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전공 여부별 평가 기준의 차이를 보면, 미적 

특성(pM0.Q74)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의류 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 미적 요인을 중요시하 

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공 여부와 평가 기준의 차이를 보면 미적 특성 

0MO.O4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 예 

체능 계열이 미적 특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반면, 의 , 

보건 계열이 매우 낮은 평가 기준을 보이고 있다.

학년별 평가 기준의 차이를 보면 미적 특성 

0.03)과 실용적 특성3^0.089)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1학년인 경우, 미적 특성을 가장 중요 

시하고, 3학년은 실용적 특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한 달 평균 용돈과 평가 기준의 차이를 보면 품질 

특성3^0.031), 가격 특성(pM0.074)에서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고 있다. 한 달 평균 용돈이 '15〜25만원 미 

만'인 집단은 품질 특성을 중시하고, '50만원 이상' 

인 집단은 가격 특성을 중요하게 여김을 의미한다. 

평균 용돈이 많은 여대생일수록 가격 특성을 중시하 

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달 평균 의복비와 평가 기준의 차이를 보면 가 

격 특성(pM0.049)과 실용적 특성(pM0.078)에서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 평균 의복비가 '10〜15만원 미 

만'인 여대생은 가격 특성과 실용적 특성을 중시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균 의복비가 '20만원 이상' 

인 여대생은 실용적 특성을 보다 덜 중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의복 구입 빈도와 평가 기준의 차이를 보면 의복 

구입 빈도가 T주일에 한번'인 .구입 빈도가 높은 여 

대생은 구입 빈도가 낮은 여대생보다 가격 특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SPA 점포 속성 유형화 및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SPA 점포속성중요도 차이

1) SPA 점포 속성 유형화

SPA 브랜드 점포 속성을 유형화하기 위한 요인분 

석한 결과는〈표 8〉과 같다. 요인분석을 하는데 있

〈표 8> 점포속성중요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요인 변수
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
고유치

(Eigenvalue)
분산비율

(% of variance)
chronbach- a

점포

환경

요인

점포 분위기가 쾌적하다.

점포 내 쾌적한 탈의실이 있다.

쇼윈도우가 점포 이미지에 맞게 잘 꾸며져 있다 

인기 상품이나 신상품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다.

교환/환불이 용이하다.

0.790
0.721
0.663
0.587
0.431
0.342

5.164 25.82 0.6148

서비스 

요인

폼질이 좋다.

판매원의 서비스가 좋다.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0.731
0.694
0.690
0.524

1.676 8.38 0.7266

제품 

요인

최신 유행의 옷을 판매한다.

디자인이 독특하다.

상품간 코디네이션이 쉬워 구입이 편하다. 

색상과 사이즈가 다양하다.

0.781
0.756
0.541
0.499

1.564 7.82 0.6805

판매

촉진

요인

매장 내 부대 시설 이용이 편하다

상품 및 점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신문, 잡지 등 광고를 많이 한다.

점포 내 휴식 공간이 있다.

0.809
0.679
0.551
0.470

1.316 6.58 0.6033

편리성 

요인

교통이 편리하다•

번화가에 있어 다른 쇼핑이 편하다.

0.838
0.709

1.292 6.46 0.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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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회 

전시 요인들간의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며 요인을 회 

전하는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 의 varimax 방법 

을 사용하였다. 모두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요인에서 중심이 되는 주요 요소에 따라 점포 환경 

요인, 서비스 요인, 제품 요인, 판매 촉진 요인, 편리 

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들의 총 설명력은 55.06%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요인별 변수들의 신뢰도 검 

정을 위하여 chronbach- a 계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 

점포 횐경 요인, 서비스 요인, 제품 요인, 판매 촉진 요 

인, 편리성 요인은 각각 신뢰도( a 값)가 61.48%, 72.66%, 

68.05%, 60.33%, 64.56%로서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 

도를 보여주고 있다.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SPA 점포속성중요도 

차이

점포 환경 요인, 서비스 요인, 제품 요인, 판매 촉 

진 요인, 편리성 요인 등 다섯 가지 점포 속성 유형 

과 여대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구매 특성과의 차이 

검증을 위해 卜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표 9〉와 같다.

의류 전공 여부별 점포 속성의 중요도 차이를 보 

면 판매 촉진 요인3^0.089)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 이는 의류 비전공자가 전공자보다 매장의 판매 

촉진 요인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년별 점포 속성의 중요도 차이를 보면 편리성 

요인(pM0.087)에서 학년이 저학년일수록 교통이 편 

리한 번화가에서의 쇼핑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달 평균 의복비와 점포속성중요도의 차이를 보 

면 평균 의복비가 '5〜10만원 미만，의 여대생이 디 

자인, 유행성, 색상 등 제품요인3^0.086)을 매우 중 

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SPA 브랜드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SPA 브랜드 상품 기획력 강화 및 점포의 전략 

적 방안 제시를 위하여, SPA 브랜드 구매행동을 조 

사,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점포속성중요도와의 차이 

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경기 거주 여대생들은 SPA 브랜드 중 

'SOUP', ,WH0.A.U,, 'QUA，를 가장 선호하고, 셔츠, 

스웨터/가디건, 재킷/점퍼 등 주로 상의를 구입하며, 

주로 '3 〜5만원'이나 '3만원 미만'의 품목을 구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PA 브랜드 주된 정보원은 '매장의 디스플 

레이，이며, 의복 구매 동기는 '할인 판매 기간에 저 

렴히 구입하려고' 및 '가지고 있는 의복과의 조화，를

〈표 9> 점포속성중요도와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계

전공 여부

점포 속성

의류 전공

(n=97)

비전공 

>33)
△value

판매촉진요인
평균 

표준편차

-0.13
0.95

7.41
0.99

-1.71*

ff'--학년 

점포 속성

1 학년

(n=63)
2 학년 

(n=57)
3 학년 

(n=54)
4 학년 

(n=56)
Rvalue

편리성요인
평균 

표준편차

0.16
1.13

0.14
0.88

-0.10
0.99

-0.23
0.91

2.218*

평균의복비

점포 속성

5만원 미만 

«】=53)
5~10만원 

(n=89)
10〜 15 만원 

(n=50)
15 〜20만원 

(n=18)
20만원 이상 

(n=20)
兄 value

제품요언
평균 

표준편차

0.18
1.05

637
0.98

-0.27
1.01

0.19
0.69

-0.26
1.00

2.069*

*p<0.10.

-380



제 15 권 제 3 호 김현주•이서희 13

위해서였다. 또한 SPA 평가기준을 요인분석한 결과 

품질 특성, 미적 특성, 디자인 특성, 가격 특성, 실용 

특성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소비자 

가 SPA 브랜드 구매시 고려하는 평가 기준은 의류 

전공 여부, 전공 계열, 학년, 한달 평균 용돈, 평균 의 

복비, 의복 구입 빈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대생을 타겟으로 하는 업 

체는 상품 기획시 연령이 낮을수록 실용적 특성보다 

는 미적인 특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SPA 브랜드의 점포속성중요도를 위한 점포 

속성 요인 분석 결과, 점포 환경 요인, 서비스 요인, 

제품 요인, 판매 촉진 요인, 편리성 요인 등 다섯 가 

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소비자가 SPA 브랜 

드 구매시 고려하는 점포 속성 요인은 의류 전공 여 

부, 학년 및 한 달 평균 의복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전공자보다 비전공자인 경우, 

매장의 판매 촉진 요인을 더 중시하며, 저학년일수 

록 교통이 편리하고 번화가에서의 쇼핑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SPA 브랜드 이용 

고객은 제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인구통 

계적 특성에 따라 SPA 브랜드 의류 구매행동과 점 

포속성중요도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 

시해 보면,

첫째, 여대생들은 셔츠, 스웨터/가디건, 재킷, 점퍼 

등의 단품을 선호하고 3〜5만원, 3만원 미만의 경제 

적인 제품 구매 성향이 있음에 따라 여대생을 타겟 

으로 하는 SPA 브랜드의 상품기획시 저가의 전략 

상품군과 단품의 비중을 높이며, 특히 다른 의복과 

의 코디네이트가 가능한 단품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실용성보다는 미적 

특성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유행성이나 디자 

인력이 뒷받침된 상품기획을 제안해 본다.

현재 국내 SPA 브랜드의 계속되는 런칭 및 리뉴 

얼과 세계적인 SPA 브랜드의 국내 진입 등의 현 상 

황에서 각 브랜드와의 차별화와 상표 충성도가 높은 

고객 유인을 위해 기존의 'SPA=저가，인식에서 탈피 

하여 세계적인 브랜드인 H&M의，COS，런칭과 같이 

프리미엄 상품을 실험하고 디자이너와 협력한 컬렉 

션을 운영하면서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획을 제안해본다.

둘째, 여대생들의 SPA 브랜드 주 정보원으로 매 

장의 디스플레이，가 가장 선호됨에 따라 매장 내 

VMD 전략을 강화하며 특히 점포 내 디스플레이에 

중점을 둔 VP, PP IP 등 제품 프리젠테이션 기법을 

차별화하고 신속한 제품 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대생들이 매장의 판매 촉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아 SPA 브랜드의 점포 특성인 대 

형 매장의 각 지점별 점포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대 

상으로 한 CRM 활용, 이벤트 등을 통한 다양한 프 

로모션 전략을 통해 타 브랜드와의 경쟁 우위를 확 

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대생들은 매장의 입지 편리성 및 판매 촉 

진 전략을 선호함에 따라 SPA 브랜드간 효율적인 

점포 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편리한 매장 입 

지 전략(교통의 편리함, 상권 활성화 지역 입지 등) 

과 함께 스토어 아이덴티티(SI)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매장 전략, 상품 편집 기술, 서비스나 시스템 

등 스토어 전체의 설계를 타겟 소비자의 기호와 가 

치관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제안해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표본을 서울, 경기 지역 여대 

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전체 여대생 집단이나 전체 

소비자로 확대, 해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본에 따른 SPA 브랜드도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와 여성 캐주얼 브랜드로 한정되었기에 전체 

SPA 브랜드에 확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의 연령 범위와 성 

별을 확대해 조사,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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