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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life style and various clothing purchasing behaviors of female 

consumer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life style and clothing purchasing behaviors by 3 age groups（adolescen- 

ce, middle age, and senescence）. The subjects were 750 adult women aged from twenties to sixties who live in 

Daejeon and Chungnam province. The research method is a survey and research instruments consisted of life style 
questionnaire, clothing purchasing behaviors questionnaires, and demographic attribution.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variance analysi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 test, using SPSS program. The research re

sults are follows. First, 6 factors were emerged in life style（appearance-oriented, achieve-oriented, social life-ori

ented, economic- oriented, equality of sexes-oriented, and leisure- oriented）. Second, 5 factors were emerged in sho

pping orientation（resonable shopping, conspicuous shopping, voluptuous shopping, devoted shopping, and conveni

ent shopping）. Third, clothing purchasing behaviors of adult women showed many differences by age groups. Ado
lescence women considered more criterion including design, price, and color or pattern, purchased their clothing 

by psychological reason such as fashion change, and used internet as important source of clothing, whereas senes

cence women purchased by physical reason such as body size change and functional trouble, used friend and sales 

person as important source of clothing, and purchased clothing at department store and old style market.

Key words: life style（라이프 스타일）, clothing purchasing b아icMofs（의복 구매 행동）, clothing shopping orien- 
의복 쇼핑 성향）, age（연령）, female cons이mer（여성 소비자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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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인의 삶의 방식인 라이프 스타일 또한, 점점 다 

양화, 개성화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가치관이나 활동 영역, 관심 분야, 

태도 등에 의해 구체화된 생활 양식으로 시대적 상황 

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기성 세대 

와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도 많은 차이틀 보인다 

° 사람들의 소비 행동은 개 인이 속한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은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특히, 의복 구매 행동은 착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Eag目과 Blackwe『은 소비 자 행동은 라이프 스타 

일과 관련되어 개 인의 생활 패턴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특히, 의복 구매에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정혜영気 

은 라이프 스타일이 의류 산업에서 시장 세분화 및 

세분집단의 특성을 밝히는데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라이프 스타일은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활 

동이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생활 양식으로 

정의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의류학 관련 분야에서 소 

비자의 의복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인 

식되어 여러 연구에서 적용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는 근대화의 기치아래 산업화가 시 

작된 60년대 이후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빠른 성 

장과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한국 

사회의 각 세대, 또는 각 연령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및 의복 구매 행동 등에서 많 

은 차이를 가져왔다. 실제로 최근 세대 차이와 관련 

하여 산업화된 43개 국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 

를 실시한 한 연구 결과4)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조사 

된 국가 중에서 '가장 커다란 세대 차이를 보이는' 국 

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 구매 행동에서의 특성을 심도 있게 이 

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가 무엇이며, 

각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 구매 행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패션에 민감한 

주요 소비자층인 20〜30대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적다 사실 과거의 노년 

층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 -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위축되어 소비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없는 계층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노년층은 소득 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 참여의 증가 등으로 구매 력 

을 갖춘 거대한 잠재 수요 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2007년 7월에 행해진 통계청의 보도 자료를 살펴보 

면, 2006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인 

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2030년에는 그 비율이 24.3%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현재 13조 규모 

인 국내 실버 시장은 3년 후인 2010년에는 3배, 2020 

년엔 지금의 11배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미래의 잠재력 있는 

시장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노년층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더구나 한국 성인 여성 소비자 

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다양한 의 

복 구매 행동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 연 

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에서 60대에 걸친 성인 여 

성을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 쇼핑 성향 및 다양한 의복 구 

매 행동을 조사하고, 성인 여성 소비자의 연령 집단

1) 나영주, 이은희, 장경자, “대학생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과 의복 구매,” 한국의류산업학회 

지 6권 5호 (2004), pp. 585-594.
2) J. F. Eagel, R. D. Blackwell and P. W. Milliard, Consumer Behavior, 6th. ed., (Chicage: The Dryden Press, 

1990), p. 342.
3) 정혜영, 여대생의 패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자아개념, 쇼핑 성향, 상점애고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25권 (1995), pp. 201-213.
4) Ronald Inglehart,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

ties. Princeti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p. 67-107.
5) 통계청, 7월 11.일『세계인구의 날』에 즈음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 현황, 2007. 7.
6) 한국방송공사, “실버 산업, 걸음마 단계-활성화 시급,” ［온라인 게시판］ (2(X)7년 7월 4일 ［2007년 7월 8일 검 

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ghttpV/news.kbs.co.kr/news.phpVid^BSAlSS&km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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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라이프 스타일의 특성과 다양한 의복 구매 행동에 

서 의 차이를 비교 • 분석 함으로써, 앞으로의 한국 패 

션산업의 변화경향을 예측하고 여성 소비자의 각 세 

분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한다.

n. 이론적 배경

1.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은 한 개인의 생활, 즉 돈과 시간을 

쓰는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 또는 일부 사회 계 

층의 특징적이고 차별적연 삶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 

다,}. 김미영分은 라이프 스타일은 생활 의식, 생활 행 

동3 가치관，성격 등의 복합물로 다차원적인 개념이 

며 환경적 인 요인인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어 상품의 구매 및 소비 유형에 변! 

영된다고 하였다. 라이프 스타일은 심리적 - 행동적 

기준을 포괄하는 시장 세분화 변인으로서 총체 적 접 

근 방법은 포괄적인 소비자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제한적 접근 방법은 패션 시장, 자동차 시장 등과 같 

이 특정 제품의 카테고리에 대한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 자주 활용되고 있다.

총체적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안주아 등*은 대학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소극적 현실직시형, 진보적 패션추구 

형, 보수적 낙천주의형의 3가지로 유형화되었으며, 

이중 약 50%를 차지하는 진보적 패션 추구형은 능동 

적 이고 패션 관련 소비 지 향이며 브랜드 지향적 구매 

행동을 가장 많이 하지만 동시에 나름대로 계획적 소 

비를 하고 있으며, 소비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는 집단 

이 라고 하였다. 황상민과 김도환＜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을 연구한 결과, 전통 

주의적 보수형, 물질주의적 신봉건형, 현실주의적 동 

조형,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공동체적 개방형의 5가 

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가)〜30대는 모든 일의 

중심이 자신이며 타인과의 경쟁에 익숙하고 성취 지 

향적이며 동질적인 사람들에게만 개방적인 특성을 

지니는 개인주의적 보보스형과 공동체적 개방형이 

많은 반면, 40대 이후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눈치를 보며 대세를 따르는 현실주의적 동조형이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0, 60대는 전통적 성향 

이 강하고 상당히 보수적이며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시 

하는 전통주의적 보수형이 높았으며, 물질주의적 신봉 

건형은 모든 연령대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학 분야에서의 라이프 스타일 연구는 총체적 

인 측면보다는 패션과 관련된 제한적인 측면을 중심 

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수정⑴은 서울시내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패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유행지향형, 개성지향 

형, 실용주의형, 보수주의형, 의복무관심형 등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유행지 향형과 개성지향형은 

의복 구매시 디자인, 무늬, 색상 등을 고려하며 소유 

하고 있는 옷과의 조화를 위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실용주의형은 관리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브랜 

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 주부 

를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이부련⑵의 연 

구에서는 소비 지향, 경제 지향, 성취 지향, •보수 지 

향' 가족 지향의 5유형으로 분류되었고, 김미영⑶도 

주부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유형화하여 의복 평가 

기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취추구형은 신분 상 

징성과 유행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여가활동형은 신 

분상징성을 경시하였으며, 물질추구형은 비교적 신 

분상징성과 유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보수절

7) 유동근, 소비자 행동 원리 (서울 : 미래원, 1993), p. 152.
8) 김미영, 이은영, “생활 양식 유형과 의복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꿘 1호 (!992), pp. 3-21.
9) 안주아, 신명희, “우리나라 대학생 집단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 및 랂이프 스타일과 구매 행동의 관겨〕, 한국광 

고홍보학보 7권 1호 (2005), pp. 177-209.
10) 황상민, 김도환,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 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텔,'' 

한국심리햑회지 : 사회 및 성격 駅권 2호 (2004), pp. 31-47.
11) 이수정, “의생활 양식에 다른 의복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 31-32.
12) 이부련,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 구매 행동과의 관계 연구,” 복식 37권 (1998), pp, 17-32.
13) 김미영, Op. cit., pp.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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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형과 소극침체형은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지 외 2인은 50〜60 

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 노년 여성 

의 라이프 스타일은 전통적 가족 지향형, 과시적 외 

모 지향형, 실리적 물질추구형, 활동적 경제절약형의 

4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실리적 물질추구형과 활동 

적 경제절약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노년 여성들 

은 경제적인 절약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 한편, 중상층 노년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여러 라이프 스 

타일 요인 중 외모 지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 

어 노인 여성들도 외모에 많은 관심을 지니며, 사회적 

활동이나 여가 생활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成 

노인들도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니고 있으며, 의 

복 구매 행동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2. 의복 구매 행동

의복 구매 행동은 의복 쇼핑 성향, 의복 구매 동기, 

의복 선택 기준, 정보원의 이용, 구매 장소, 시간 등 

의복 구매와 관련된 모든 행동을 말한다.

청년층의 의복 구매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를 살펴보면, 최수현⑹은 20대 미혼 여성의 쇼핑 성 

향을 조사한 결과, 점포충성적, 여가선용적, 쇼핑 고 

관여, 경제적, 쇼핑 저관여자로 구분하였고, 이들의 

점포선택 유형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신수연은 여 

대생의 의복 쇼핑 성향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여대생들은 쇼핑을 즐기고 타인을 별로 의식하지 않 

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며 브랜드 충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획/실용 쇼핑 집단은 

가격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보원 이용이 활발하지 않 

은 반면, 상표 충성 집단은 패션 잡지와 매장 내 디스 

플레이를 정보원으로 많이 사용하며 가격은 덜 중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쇼핑 고관여 집단은 가격 요 

인을 제외한 모든 속성을 중시하며 잡지 광고, 매장 

내 디스플레이 친구나 주변 사람의 옷차림, 연예인의 의 

복을 주요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⑺

중년층의 의복 구매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를 살펴보면, 홍병숙은 30~50대의 기혼 여성의 의복 

구매 행동을 조사한 결과, 기성복 선택 기준에서 디 

자인과 스타일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색상, 품질, 가격, 사이즈를 중요하게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년층의 의복 구매 장소는 

의복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피 

스, 수트 등은 백화점이나 고급 전문점을 이용하였 

고, 블라우스, 스커 트 바지 등은 시 장이 나 동네 상가 

등 저렴한 상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⑻ 

이주은, 임숙자는 40대와 50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중년 여성은 의복 구매동기에 

따라 유행 추구, 자기 과시 , 경제 실리, 무개성 집단 

으로 구분되 었으며, 중년 여성 이 중요시하는 점포의 

속성은 품질, 가격, 서비스로 나타났다'分

노년층의 의복 구매 행동을 보면, 노년층 여성도 

의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매력적인 의복을 원하나, 

의복태도 및 행동에서는 과거에 지니고 있던 성향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60대 노 

년층 여성의 의복 선택 기준을 조사한 선행 연구 결 

과를 살펴보면, 어떤 연구에서는 세탁과 관리의 용이 

성, 다른 옷과의 조화, 편안함 및 쾌적성, 가격, 품질 

과 같은 실용적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瓦当 다른 연구에서는 노년층 여성들

14) 한성지, 양리나, 김문숙, Op. cit., pp. 509-511.
15) 신혜봉, 이금룔, 임숙자, Op. cit., pp. 7-8.
16) 최수현, “미혼 여성의 가치관과 의복 쇼핑 성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38-61.
17) 신수연, “여대생들의 의복 쇼핑 성향에 따른 점포 속성 중요도, 정보원의 이용, 자기이미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권 6호 (1999), pp. 54-67.
18) 홍병숙, “기혼 여성의 의복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서울의 30〜50대 여성을 중심으로-” (중 

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19) 이주은, 임숙자, “의복 구매동기에 따른 점포 이미지 선호도에 관한 연구-중상층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14권 4호 (1990), pp. 252-261.
20) 한성지, 양리나, 김문숙, Op. 前, p. 516.
21) 이지은, “중 • 노년층 의복 구매 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실버 마켓의 개념을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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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중요한 의복 선택 기준을 조사한 결과, 의복의 

디자인 및 색상, 편안함, 가격 순으로 나타나 노인들 

도 의복의 디자인과 색상 등 미적인 측면이 가장 중 

요한 의복 선택 기준으로 나타났고当 또 다른 연구 

에서는 착용감과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 

로 나타나可 연구마다 결과에 차이를 보였다’ 노년기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패션 정보원에 대한 연구 결 

과를 살펴보면, 어떤 연구2令에서는 누년기 여성들은 

의복 구매시 백화점을 둘러보고 과거의 구매경험을 

주로 정보원으로 사용하며, 그 다음으로 타인의 의복 

관찰, 친구나 가족의 조언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노인 여성은 의복 구입시 친 

구, 가족 등 인적 정보원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비인 

적 정보원 중에서는 인쇄매체 광고와 점포의 쇼 윈도 

우가 중요한 정보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노인 소비자는 인적 정보원을 중시하 

며 주로 판매원을 통해서 의류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頌奇 노년기 여성들의 의복 구매 장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노년기 여성 

은 의류도매상가나 재래 시장 또는 할인 매장에서 구 

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부티 

크나 재래 시장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많고 백화점에 

서의 구매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 반 

면气 어떤 연구에서는 백화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 

으며, 다음으로 도매시장과 상설 할인 매장을 많이 

이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연구 결과가 일치하 

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노년층을 대상으 

로 한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일반적 인 노년층의 의복 구매 행동 패턴 

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버 마켓에 대 

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는 앞으로 노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皿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20대에서 60대에 걸친 성인 여성을 대 

상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 구매 행동을 살펴보고, 

성인 여성을 청년층, 중년층, 노년증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 집단별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 구매 행동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성인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성인 여성 소비자의 의복 쇼핑 성향, 

의복 선택 요인, 의복 구입 동기 등 다양한 의복 

구매 관련 행동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성인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과 의복 구매 행동이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의 

각 연령 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를 비 

교 분석해 본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60대의 성인 여성으로 

편의 표집 방법에 의해 乃0명이 본 연구를 위한 피험 

자로 선정되었다. 본 조사는 2006년 H월 18일〜12월 

H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설문 조사는 대전과 공주 

지역을 포함한 충청 지역에 거주한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총 7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733부가 회 

수되었고, 그 중에 질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를 제외하고 총 71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 도구

22) 이민정, “노년층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의복 구매 행동”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6), pp, 37-38.
23) 채진미, “50—60대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성과 의복 구매 행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p. 33-35.
24) 채진미, Op. cit, pp. 30-32.
25) J. R. Lumpkin and T. A. Festervand, ''Purchase information sources of the elderly/'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 27 No. 6 (1987). pp. 31-43.
26) J. R. Lumpkin, B. A. Greenberg and J. L. Goldstrucker, "Marketplace needs of the elderly: Determinant 

attributes and store choice,Journal of Retailing Vol. 654 No. 4 (1985), pp, 75-105.
27) 한경희, “노년기 여성의 의복 구매에 관한 연구,” 수원여대 논문집 30권, (2004), pp. 313-345.
28) 한성지, 양리나, 김문숙, Op. 两, pp. 5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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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크게 라이프 스타 

일, 의복 쇼핑 성향, 의복 구매 행동, 그리고 인구통 

계학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라이프 스타일 측정 도구는 청년층, 중년층, 노년 

층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류숙희 외, 2002; 한성자 

외, 2002; 이승희 외, 2000; 권보애 외, 2004; 김지연, 

2003; 김건수, 2004; 신현아 외, 2001 등)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을 조사한 후, 이 중에서 모든 연령층에 걸 

쳐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제시된 문항을 선정하여 제 

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라이프 스타일 측정 도 

구는 총 30문항으로 5점의 Likert 척도로 제시되었으 

며, 예비 조사 결과 신뢰도(CronbachWz)는 .56~.83으 

로 나타났다.

의복 구매 행동 측정 도구는 소비자의 다양한 의 

복 구매 관련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의복 쇼핑 성향, 

의복 구매동기, 의복 평가 기준, 정보원 이용, 쇼핑 

장소, 시간 및 빈도, 최근 3개월간 구입한 의복의 개 

수와 비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선행 연구(김 

소영 외, 1994; 최영은 외, 2002; 김지현 외, 2000; 김 

윤희 외, 2001; 김현기, 2004 등)에서 사용된 문항과 

연구자에 의해 제작된 문항 등을 예비 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의복 구매 행동 측정 도 

구는 의복 쇼핑 성향에 대한 24문항과 그 외 의복 구 

매 행동에 대한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제시되었고, 신뢰도는 .60〜£0이었다. 그 외 

에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연 

령, 결혼 여부, 학려 사회 계층 용돈, 직업 등에 대한 

6 문항이 포함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PSS for win- 

dow(version 11.5)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측정 도구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도 

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 

a)를,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 쇼핑 성향의 구성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라 

이프 스타일과 다양한 의복 구매 행동에서 각 연령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변량 분석 

및 Duncan의 다중 범위 검정과 교차분석 및 %2 test 

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라이프 스타일

1) 라이프 스타일의 구성 요인

성인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 여성 소비자 

의 라이프 스타일은 외모 지향형, 성취 지향형, 사교 

지향형, 경제 지향형, 양성평등지향형, 여가 지향형 

의 총 6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5.80 

% 였다.

외모 지향형은 자신의 외모를 중시하고 멋진 외모 

를 가꾸는 데 가치를 두는 라이프 스타일로서 23.53 

%의 설명력을 보여 성인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 

성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외모를 중시하는 현대의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취 지향형은 자신의 

능력을 중시하고 자신감이 강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에서 중추적 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현대 여성의 라이 

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8.14%의 설명력을 지 

녔다. 사교 지향형은 자신의 삶에서 친구, 모임 등 사 

람들과의 관계 및 활동에 가치를 두는 라이프 스타일 

을 말하며, 경제 지향형은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경제 

성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양성평등지 

향형은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등에 대한 

개방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 

하며, 여가 지향형은 삶에서 돈이나 일에서의 성공보 

다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취미 활동이나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을 의미한다.

요인 점수의 해석은 각 요인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를 중시하고 성취욕구가 강하며, 사교 지향적이 

고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며 개방적인 가치관을 지 

니고 여가를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연령 집단별 라이프 스타일의 특성

성인 여성 소비자의 연령 집단에 따라 라이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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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라이프 스타일의 구성 요인

요인명 요인 구성 문항
요인 

적재치

설명변량 

(누적 변랑) 

신뢰도계수

외모

지향형

외모를 꾸미는 것은 나의 생활과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외모나 미용에 관심이 많다.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몸치장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나는 체중이나 몸매에 항상 신경을 쓴다.

나는 친구들보다 옷을 잘 입으려고 노력한다.

.80

.75

.74

.70

.69

23.53

(23.53)

.83

성취 

지향형

나는 모든 일에 항상 자신감을 갖고 있다.

나는 마음먹은 일이면 꼭 해내고야 만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개인적인 능력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편이다.

나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전을 좋아한다*

.77

.70

.61

.60

.51

8.14 

(31.67) 

.74

사교

지향형

나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모임을 갖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 동창회 등의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나는 친구들이 없으면 매우 외롭게 느낀다*

나는 많은 사람들과 사귀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69

.68

.67

.61

.54

7,67

(39.34)

.72

경제

지향형

나는 물건을 살 때 가능하면 여러 상점을 둘러본다.

집에서 멀어도 싼 할인 매장이나 재래 시장을 자주 이용한다. 

물건을 살 때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가격을 살펴본다. 

나는 가격할인 광고를 잘 살펴보는 편이다.

나는 정보를 모아서 상품에 대한 비교를 한 후 물건을 산다.

.69

.68

.68

.67

.65

6.44

(45.78)

.75

양성평등 

지향형

여성은 직장일보다 가정에 더 충실해야 한다

집안의 주요한 일은 가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편도 가정에 돌아오면 주부와 함께 가사를 돌보아야 한다. 

취업시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77

.72

.62

.50

5.46

(51.25)

.62

여가 

지향형

나는 돈보다 여가 생활을 원한다.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외식이나 여행을 자주 한다.

취미 홢동이나 레저 활동을 즐기려고 노력한다.

.87

.53

.50

4.55

(55.80)

.56

타일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20~39세는 

청 년층으로, 40~59세는 중년층으로, 60세 이 상은 노 

년층으로 구분하여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성 인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 중 사교 지향형을 제 

외한 5개 요인에서 연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지향형 요인에서는 청년층이 중년층이나 노 

년층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외모 지향형 문항의 연령 집단별 평균점수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노년층도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 

내어(M=3,45) 외모를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 인 여성은 연령과 상관없 

이 모두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상대적인 정도에 

서 청년층이 중년층이나 노년층보다 더 자신의 외모 

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취 지향형 

요인에서는 청년층과 중년층이 노년층보다 성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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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령 집단별 라이프 스타일

독립 변인

종속 변인 、、、

연 령

戶값청년층

(护312)

Nr日N 亏 넌'5
(n=256)

노년층 

(n=86)

라 

이 

프 

스 

타 

일

외모 지향형 .19 a -.19 b -.15 b 11.63***

성취 지향형 .08 a -.02 a .30 b 413*

사교 지향형 .05 -.07 ,04 1.59

경제 지향형 .20 a -.12 b -.42 c 14.84***

개방 지향형 .34 a -.22 b -.72 c 49.40***

역가 지향형 .13 a -.25 b 5.61**

* pv.O5, *^01, **铲.001.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경제 지향형 요인에서는 청년층이 가장 경제성 

을 고려한 소비와 합리적인 계획 구매를 중시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중년층, 노년층으로 갈수록 경제성 

과 합리적 소비를 덜 증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방 지향형 요인에서는 연령대가 젊은 집단일수록 가 

정과 사회예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개방적인 사고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방 지향형 요 

인은 성인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 요인 중 가장 집단 

간 차이 가 큰 요인으로 밝혀졌다. 여가 지 향형 요인 

에서는 청년증이 노년증보다 여가틀 중시하는 라이 

프 스타일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여가 

지향형 문항의 평균점수는 2.84로 평균 이하로 나타 

났는데, 이는 어려운 시기를 겪어온 노년 여성들에게 

는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과거의 가치관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는 것 

이라 생각된다.

2. 의복 쇼핑 성향

1) 의복 쇼핑 성향의 구성 요인

의복 쇼핑 성향의 구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주 

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리적 쇼핑 성향, 과시적 쇼핑 성향, 

쾌락적 쇼핑 성향, 상표 및 점포 충성적 쇼핑 성향, 

편의적 쇼핑 성향 등의 5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6.29%였다.

의복 쇼핑 성향의 요인을 살펴보면, 합리적 쇼핑 

성향은 무조건 싼 제품을 선호하는 것 이 아니라 가격 

대 품질의 가치를 중시하며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구 

매 행동을 보이는 쇼핑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27.19 

%의 설명력을 지녀 성인 여성의 의복 쇼핑 성향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것 

은 1997년 IMF 이후 '똑똑한 소비자'에 가치를 두기 

시작한 청년층을 위주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중시 

하게 된 사회적 현상의 영향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과시 적 쇼핑 성 향은 유명 상표나 디자이너 의 제품을 

선호하며 자신의 경제수준보다 더 고가의 제품을 구 

매하고자 하는 쇼핑 성향을 의미하며, 총 10.46%의 

설명력을 지녀 성인 여성의 쇼핑 성향 중 2번째로 높 

은 설명력을 지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 

의 명품 선호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 성인 여 

성의 쇼핑 성향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을 말해주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쾌락적 쇼핑 성향은 쇼핑이 단 

지 물건을 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여가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쇼핑 자체 

를 좋아하고 쇼핑을 통해 심리적 즐거움을 얻는 쇼핑 

성향을 말한다. 상표/점포 충성적 쇼핑 성향은 어떤 

상점 또는 상표에 대해 충성도를 지니고 반복적인 구 

매를 하는 쇼핑 성향을 의미하며, 편의적 쇼핑 성향 

은 쇼핑할 때 교통, 주차, 휴식 공간 및 편의 시설 등 

서비스 측면을 중시하고 한 번에 여러 상품이나 상표 

를 살펴볼 수 있는 편리함을 중시하는 쇼핑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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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복 쇼핑 성향의 구성 요인

요인명 요인 구성 문항
요인 

적재치

설명 변량

（누적 변랑） 

신뢰도계수

합리적

쇼핑 성향

나는 여러 의류 점포를 비교해서 스타일과 가격을 검토한다. 

가격을 미리 알아보고 나면 나중에 옷을 살 때 도움이 된다. 

나는 세일할 때를 기다려 옷을 사는 편이다.

나는 옷을 사기 위해 외출할 때 미리 예산을 세우는 편이다. 

좋은 품질이면서 저렴한 옷을 사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다른 품목을 사러 백화점에 가더라도 의류 점포를 둘러본다. 

앞으로의 구매 계획을 세우기 위해 예비 조사차 옷을 보러 간다.

.71

.69

.68

.65

.64

.55

.49

27.19

(27.19)

.80

과시 적

쇼핑 성향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유명 회사가 만든 옷을 산다.

나는 유명 상표나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구매하는 편이다.

나보다 수입이 많은 사람이 구입할만한 의복을 구입하는 편이다. 

나는 주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제품을 구입한다.

.80

.77

.71

.65

10.46

(37.65)

.78

쾌락적

쇼핑 성향

나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옷을 사는 것 자체가 내게 즐거움을 준다.

간장되고 근심 있을 때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80

.77

.68

7.92

(45.57)

.77

상표/점포 

충성적 

쇼핑 성향

옷을 살 때 주로 단귤 점포를 이용한다.

어떤 상표의 옷이 마음에 들면 계속해서 그 상표의 옷을 산다.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점포를 발견하면 계속 그 점포를 이용한다. 

나는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상표가 있다.

.75

.66

.65

.64

5.50 

(51.07) 

.73

편의적

쇼핑 성향

시간 절약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쇼핑을 한다.

나는 주로 다양한 품목이나 상표가 있어 한 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점포를 이용한다.

나는 옷을 살 때 쇼핑이 편리한 점포를 이용한다.

나는 편의 시설과 휴식 공간이 많은 점포에서 쇼핑하기를 즐긴다.

.70

.66

.64

.58

5.23

(56.29)

.60

말한다. 의복 쇼핑 성향의 요인 점수의 해석은 각 요 

인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합리적, 과시적, 쾌락적, 상 

표/점포 충성적, 편의적 쇼핑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 

을 의미한다.

2） 연령 집단별 의복 쇼핑 성향의 특성

성인 여성 소비자가 연령 집단에 따라 의복 쇼핑 

성향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 분석과 

Dunean의 다중 범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합리적 쇼 

핑 성향과 쾌락적 쇼핑 성향 요인에서 연령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쇼핑 성향 요인에서는 체 연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청년층이 가장 가격 대 품질의 

가치를 고려하며 계획적이고 합리적 소비 성향을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층은 합리적 쇼핑 

성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쾌락적 쇼핑 성 

향 요인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중년층보다 쾌락 

적 쇼핑 성 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라이프 스타일 분석에서도 외모를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걸 즐기며 외모관리 측면에서 자신에게 어울 

리는 의복을 찾고 구매하는 의복 쇼핑 행동을 통해 

심리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경향이 큰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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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령 집단별 의복 쇼핑 성향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연 령

F 값청년층 

(n=31.2)

중년층 

(n=256)

노년층 

(n=86)

의복 

쇼핑 

성향

합리적 쇼핑 성향 .25 a -.15 b -.51 c 23.57***

과시적 쇼핑 성향 36 -.00 -.14 .92

쾌락적 쇼핑 성향 .20 a -.24 b .02 a 13.82***

충성적 쇼핑 성향 -.05 .07 -.05 1.24

편의적 쇼핑 성향 .00 .06 -.20 1.92

*** pv.001.

생각된다. 한편, 노년층의 쾌락적 쇼핑성향은 자녀의 

독립, 퇴직 및 사회활동의 감소 등으로 시간적인 여 

유가 늘어난 반면, 관심을 쏟을 일은 줄어들어 무료 

한 일상생활에서 쇼핑 등을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찾 

는 경향이 증가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에 반해 중 

년층은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의 시기이며, 자녀양육 

과 결혼준비, 노후대책 등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인 측면에서 바쁜 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쾌락적 

쇼핑 성향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적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3. 의복 선택 요인

성인 여성 소비자의 의복 선택 요인을 조사한 결 

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이즈와 몸에 맞는 정도 

(fitting)였으며, 그 다음으로 디자인과 가격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표의 이미지와 명성은 

의복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의복 선택 요인에서 연령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의복 선택 요인에서 연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디자 

인, 가격, 색상이나 무늬는 청년층이 다른 연령 집단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소 

유한 옷과의 조화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소유한 옷과 

의 조화를 의복 구입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표의 이미지와 명성은 청년층과 

중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의복 구입시 모든 연 

령층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사이즈와 

몸에 맞는 정도였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외모에 관심이 많으므로 의복에 대한 관여 또한, 높 

아 의복을 구입할 때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의복 선 

택 요인의 다양한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은 사이즈 다음으로 실용성과 가격 

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층에 비해 소유 

한 옷과의 조화와 상표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의복 선택 

요인은 사이즈와 가격이었으며, 상표의 이미지는 중 

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층 여성의 경우, 

가격, 관리성, 안락감 등의 실용적 측면이 중요하며, 

착용감과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고 한 

선행 연구 결과2照。)의 내용을 지지한다.

4. 의복 구입 동기

성인 여성 소비자의 의복 구입 동기를 조사한 결 

과，소유한 의복이 낡거나 몸에 맞지 않아서，의 기 

능적인 측면과，가지고 있는 의복이 유행에 뒤떨어져 

서'의 심리적인 측면이 거의 비슷하게 의복을 구입 

하는 중요한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집단에 따라 의복 구입 동기에 차이가 있어(；广= 

52.6广*), 청년층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유행 변화

29) 채진미, Op. 前, pp. 33-35.
30) 한성지, 양리나, 김문숙, Op. cit, pp. 5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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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연령 집단별 의복 선택 요인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연 령

歹값청년층 

（垣=324）
중년층 

(n=276)
노년층

（护 86）

디자인（형태） 4.36 a 4.03 b 3.93 b 27.95***

가격 
이

4.26 a 4.08 b 4.05 b 7,50***

보 색상이나 무늬 4.19 a 4.04 b 3.93 b 8.10***

선 소유한 옷과의 조화 425 a 3.88 b 3.65 c 41.80***
택 품질（소재, 바느질, 재단） 4.03 4.05 3.88 1.84

U 사이즈/몸에 맞는 정도 4.37 4.29 4.23 2.43
」 실용성/관리의 편의성 4.09 4.12 3.98 1.45

상표의 이미지/명성 3.17 a 3.12 a 2.84 b 4.05*

*，v.O5, ***卩＜0이L

에 의한 의복 구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중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소유한 의복이 낡거나 몸에 

맞지 않아서가 가장 중요한 의복 구입 동기로 나타났 

으며, 노년층이 중년층보다 더 그러한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젊을수록 의복 구입 

시 심리적인 동기가 중요한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능적인 동기가 의복 구입시 더 중요한 동기로 작용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전환 

을 위한 쾌락적 동기는 청년증과 중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의복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원

성인 여성 소비자가 패션 경향을 이해하거나 의복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원을 조사한 결과, 매장 

디스플레이, TV나 패션 잡지, 친구나 주변 사람, 인 

터넷 등이 중요한 정보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연 

예인의 의복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는 

달리 성인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원이 아닌 것으 

로 나타났다.

각 연령 집단 간에 의복 구입시 사용하는 정보원 

에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매장 디스플레이 

와 연예인의 의복을 제외한 정보원 이용에서 연령 집 

단 간에 빦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广 

=127.29*°）. 청년층은 다른 연령 집단과는 두드러지 

게 인터넷을 매우 중요한 정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판매원을 통한 정보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은 매장 디스플레이, TV나 

패션 잡지, 친구나 주변 사람, 판매원 등 비교적 다양

0=699(%))〈표 6> 연령 집단별 의복 구입 동기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연 령

전 체 光2 값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소유한 의복이 낡거나 몸예 맞지 않아서 狱釦.3） 123(43.9) 54(58.7) 276(39.5)

의복 가지고 있는 의복이 유행예 뒤떨어져서 12仪3&5) 1(^37.9) 34(37.0) 266(38.1)

구입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을 위해 54(16.5) 37(13.2) 2( 2.2) 93(13.3)
52.68

***
동기 주위사람의 의복을 보고 좋아보여서 13( 4.0) 8( 2.9) 0( 0.0) 21( 3.0)

기타 의견 35(10.7) 6(2.1) 2( 2.2) 43( 6.2)

*** /K.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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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6狱％))〈표 7> 연령 집단별 정보원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연 령

전 체 舟 값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정 

호 

원

판매원 8(2.57) 41(14.8) 14(15.6) 63( 9.1)

127.29
***

TV나 패션 잡지 74(22.9) 63(22.7) 8( 8.9) 145⑵仞

친구나 주변 사람 43(13.3) 56(20.2) 32(35.6) 131(19.0)

연예인의 의복 11( 3.4) 12( 4.3) (X 0.0) 23( 33)

매장 디스플레이 99(30.7) 88(31.8) 3 时).0) 223(32.3)

인터넷 87(26.9) 14( 5.1) (X 0.0) 101(14.6)

기타 1( 0.3) 3( i.l) (X 0.0) 4( 0.6)

*** ^<.001.

한 정보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 

년층은 TV나 패션 잡지를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는 매우 적은 반면, 친구나 주변 사람의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 보면, 청년층은 인적 정 

보원보다는 정보적 정보원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노 

년층은 인적 정보원을 중요한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년 여성은 의복 

구입시 가족, 친구 등 인적 정보원을 주요 정보원으 

로 사용하며, 비인적 정보원 중에서는 인쇄매체 광고 

와 점포의 쇼 윈도우가 중요한 정보원으로 나타났다 

는 선행 연구 결과那를 지지한다.

6. 의복 구입 장소

성인 여성 소비자의 의복 구입 장소를 살펴본 결 

과, 모든 연령층에 걸쳐 피험자의 약 40%가 백화점 

에서 주로 의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백화점이 

성인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의복 구입 장소로 나타났 

으며, 그 외에 대리점이나 전문점, 상설 할인 매장이 

주요 구입 장소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집단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의복 구입 장소에 차이가 있었는테(；『 

044.32***), 청년층은 인터넷을 통한 의복 구입이 

20% 이상으로 조사되어 인터넷 쇼핑몰이 백화점 다 

음으로 중요한 의복 구입 장소로 나타난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의복 구입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중년층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백화점 

에서 의복을 구입하는 경향이 더 강하였으며, 대리점 

이나 전문점, 상설 할인 매장, 대형 쇼핑 센터 등 비 

교적 다양한 장소에서 의복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은 재래 시장을 통한 의복 

구입이 백화점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보여 재래 시장 

을 주요한 의복 구입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층은 백화점을 가장 많 

이 이용하며, 그 다음으로 도매시장과 상설 할인 매 

장을 많이 이용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初틀 지지한다’

7. 의복 쇼핑 빈도

성인 여성 소비자의 의복 쇼핑 빈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성인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계절 

에 한 번 정도 쇼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 

한 쇼핑 빈도는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疽=44」广*).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청 

년층에서는 2 주일에 한 번 쇼핑을 하는 경우도 많은 

반면 노년층에서는 한 계절에 한 번 쇼핑을 하는 경 

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성인 여성의 쇼핑 빈도는 나이의 

증가와 함께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8. 의복 쇼핑 시간

성인 여성 소비자가 한 번 쇼핑을 할 때 사용하는

31) 남윤자, 이인숙, ''한국 노인여성들의 의복 구매 행동과 의복 불만,” 복식문화연구 6권 2호 (1998), pp. 162-174.
32) 한성지, 양리나, 김문숙, Op. cit, pp. 5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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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령 집단별 의복 구입 장소 (n=687(%))

독립 변인

종속 변인 ^、7***^

연 령

전 체 X2 값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의 

보•

구 

입 

장 

소

백화점 114(35.5) 122(44.2) 34(37.8) 270(39.3)

144.32
***

대리점, 전문점 36(11.2) 47(17.0) 8( 8.9) 91(13.2)

상설 할인 매장 55(17.1) 43(15,6) 14(15.6) 112(16.3)

대형 쇼핑 센터 28( 8.7) 32(1 L6) 8( 8.9) 68( 9.9)

보세 점 21( 6.5) 18( 6.5) 8( 8.9) 47( 6.8)

재래 시장 2( 0.6) 5( 1.8) 16(17.8) 23( 3.3)

TV 홈쇼핑, 카달로그 0( 0.0) 仪 2.2) 0( 0.0) 6( 0.9)

인터넷 65(20.2) 3( 1-1) 2( 2.2) 70(10,2)

*** k(x)l

〈표 9〉연령 집단별 의복 쇼핑 빈도 (n-698(%))

Jf***、^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연 령

전 체 X2 값
청년층 중년 층 노년층

쇼 

핑 

빈 

두

1주일에 1번 정도 16( 4.9) 1(X 3.6) 2( 2.2) 28( 4.0)

44.11
***

2주일에 1번 정도 68(20.8) 3 照 3.9) 4( 4.4) 111(15.9)

한 달에 1번 정도 152(46.5) 1(探3&8) 28(31.1) 289(41.4)

한 계절에 !번 정도 91(27.8) 123(43.8) 56(622) 270(38.7)

*** /K001.

시간을 조사한 결과, 53.5%가 한 번 쇼핑할 때 1〜2 

시간 정도 쇼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 3〜4시간 정도(32.읍%) 쇼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의복 쇼핑 시간이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 젊은 층은 1〜2시간 정도(47.7%) 

와 3〜4시간(41.3%)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년층은 1〜2시간 정도(58.7%)가 가장 많으며, 1시 

간 미만(19.6%)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부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 여성의

〈표 10> 연령층별 의복 쇼핑 시간 (『701(%))

*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연 령

전 체 X2 값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쇼 

핑 

시 

간

［시간 미만 18( 5.5) 32(11.3) 18(19.6) 68( 9.7)

39.95
***

1〜2시간 정도 156(47.7) 165(58.5) 54(58.7) 375(53.5)

3~4시간 정도 135(41.3) 79(28.0) 16(17.4) 230(32.8)

5시간 이상 18( 5.5) 6( 2.1) 4(4.3) 28( 4.0)

*** /X.0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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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령 집단별 의복 구입 개수 （n=701（%））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연 령

전 체 %2 값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의복

구입

개 수

구입 안함 11( 3.4) 26( 9.2) 14(15,2) 51( 7.3)

65.93
***

1 〜3벌 19^60.9) 205(72.7) 74(80.4) 478(68.2)

4~ 6벌 87(26.6) 47(16.7) 4(43) 138(19.7)

7벌 이상 3<X 9.2) 4( 1.4) (X 0.0) 34( 49)

*** ^<.001.

쇼핑 시간은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广 

=39.95"）,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의 의복 쇼핑 시간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9, 의복 구입 개수

성인 여성 소비자가 최근 3개월간 구입한 의복 개 

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피 험자의 6&2%가 1~3벌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4〜6벌을 구입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19.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각 연령 집단 

볕 의복 구입 개수에 차이가 있어（烂=65.93山）, 청년 

층은 4〜6벌을 구입한 경우가 26.5%, 중년층은 16.7 

%, 노년층은 겨우 4.3%로 나타난 반면, 구입을 안 한 

경우는 청년증이 3.4%, 중년증은 9.2%, 노년증은 

技.2%로 나타나", 성인 여성의 의복 구입 개수는 일반 

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0. 의복 구입 비용

성인 여성 소비자가 최근 3개월간 지출한 의복 구 

입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으¥45.5% 

가 11 〜3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에 10만원 이하가 243%, 31 〜50만원이 16.4%로 나타 

났다, 의복 구입 비용은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 가 있 

었는데（妒=4337“）, 중년층은 5LM00만원을 지출 

하는 경우가 12.8%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많았으 

며, 노년층은 10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청년층은 의복 구입 개 

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으나, 구입 비용은 중년 

층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은 비교적 저렴한 

품목을 다량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년층은 

의복 구입 개수는 적으나 고가의 의류를 구입하는 경 

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층은 구입 

개수나 구입 비용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복 구입 비

(n=684(%))〈표 12〉연령층별 의복 구입 비용

'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연 령

전 체 %2 값
청년층 중년층 七― 1日 스、

의복 

구입 

비용

10만원 이하 76(23.7) 52(19.0) 38(42.2) 166(24.3)

43.37
***

H 〜30만원 156(48.6) 119(43.6) 36(40.0) 311(45.5)

31~5。만원 58(18.1) 50(18.3) 4( 4.4) 112(16.4)

51 ~ 100만원 18( 5.6) 35(12.8) 8( 8.9) 61( 8.9)

101 〜 15。만원 8( 2.5) 13( 4.8) (X 0.0) 21( 3.1)

151만원 이상 5( 1.6) 4( 15) 4( 4.4) 13( 1.9)

*** /K.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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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15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는 노년층이 다 

른 연령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에서도 다 

양한 의복 구매 패턴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 

편, 의복 구입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연령별 

로 살펴보면, 청년층이 4.1%, 중년층이 6.3%, 노년층 

이 4.4%로 비슷한 분표를 보여, 의복 구입 비용은 연 

령 집단에 따른 차이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월소 

득 또는 사회 계층 등과 같은 다른 측정 변인이 중요 

한 결정 변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대 〜6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라이 

프 스타일과 의복 구매 행동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각 연령 집단별 라이 

프 스타일과 의복 구매 행동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은 자신의 외모를 매우 중시하고 외 

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성취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며, 남녀 평등사 

상이 매우 높고 돈보다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선호한다. 의복 쇼핑 성향에서는 계획 구매, 다양한 

정보추구 및 비교 등의 합리적 쇼핑 성향이 매우 강 

하며 쇼핑을 하나의 여가처럼 즐기는 쾌락적 경향을 

보인다, 의복 선택시에는 디자인, 색상, 사이즈, 가격 

등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의 

복을 구입하려는 똑똑한 소비자들이며, 유행 변화, 

스트레스 해소 등의 심리적 요인이 의복을 구매하는 

주요 동기이다. 주로 사용하는 정보원은 중립적 정보 

원으로 매장 디스플레이와 인터넷을 선호하며 인적 

정보원은 별로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청년층이 개성을 중시하고 타인을 별로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가치관, 선호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 의복 구입 장소로는 백화점과 인터넷 

을 선호하고 자주, 또 오랜 시간 동안 쇼핑을 즐기며 

일반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다량 구매하는 성향을 보 

였다.

둘째, 중년증은 청년증보다는 외모를 덜 중시하고 

성취 지향적이며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계획 구매 등의 합리적 

인 소비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며 남녀 평등을 추구하 

긴 하나 그 정도는 온건하다. 의복 구매 행동을 살펴 

보면, 합리적인 의복 쇼핑 성향을 추구하고 의복 구 

매 시에는 실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의복 구입 

동기에서는 출산, 연령의 증가와 함께 체형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므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동기가 청년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보 

원 사용과 의복 구입 장소는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다양하며 고가의 제품을 소량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 

다,

셋째, 노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외모를 중시 

하는 경향이 낮으며 자신의 성취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합 

리적인 소비보다는 근검절약을 중시하고 남녀에 대 

한 사회적 가치관에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고 

방식을 지니며 일을 중시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선택 기준에서는 가격을 매우 중시하 

며，사이즈 변화나 낡아서，와 같은 기능적인 동기에 

의해 의복을 주로 구입하였다. 정보원으로는 인적 정 

보원을 중시하였는데, 판매원보다는 친구나 주변 사 

람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화점과 재 

래 시장이 주요 의복 구입 장소였다. 신체 노화로 인 

해 긴 시간 쇼핑이 어려우므로 가끔, 짧은 시간 내에 

쇼핑을 끝내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러 장소를 다니기 

보다는 소수의 점포에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경향 

이 강하였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저렴한 제품을 소 

량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인 여성을 연령 집단에 따라 비교 • 분석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 여성은 상대적인 차이는 

있으나 모두 외모를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 

며 백화점에서 1〜2시간 쇼핑을 하면서 의복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매장 디스플레이를 잘 살펴보 

고, 구매 시에는 사이즈와 fitting을 가장 중요하게 고 

려한다는 몇 가지의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연령 집단 

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자 행동을 설명,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인 라이프 스 

타일에서는 사교 지향형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연 

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성인 여성은 연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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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따라 삶의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였으 

며, 쇼핑 성향에서도 합리적 쇼핑 성향과 쾌락적 쇼 

핑 성향에서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그 외에 의 

복 선택 기준, 사용정보원, 구매 장소, 쇼핑 및 구매 

패턴 등 다양한 의복 구매 행동에서도 연령 집단에 

따라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어 각 연령층에 맞는 마 

케 팅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 

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노년 여성은 아직까 

지 소극적 인 소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재 

로서는 의류시장에서 이들이 갖는 비중이 상대적으 

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가의 의복 지출 

비를 보인 집단에서는 연령층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 

었으며, 현재 노년 여성 중에서도 일부는 이미 의복 

구입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 

다. 더구나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갖춘 지금의 

50대가 60대로 진입하게 되는 가까운 미래에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실버 마켓의 잠재력이 매우 높아 

질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의류 

업체에서는 성인 여성의 연령 집단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들의 변화과 

정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각 연령 집단별 공통점과 

차이점에 기초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하리 라고 본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제언

본 연구는 20〜60대에 걸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다양한 의복 구매 행동을 조사하고, 

청년층, 증년층, 노년층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연 

령 집단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의류 

업체에서 성인 여성의 다양한 의복 구매 행동을 파악 

하고 각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 

기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의 의 

의가 있다. 그러나 피험자가 대전을 포함한 충청 지 

역 에 한정 되 어 있고 편의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므 

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노년층 피험자의 수(n=92)가 

청년층이나 중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한 

비교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후속 연구의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을 크게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으 

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체적 인 특성을 살 

펴보았으나, 앞으로의 시장을 이해하고 이들의 변화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을 더 세부적으 

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N 둘째, 고가의 의복 지출 비를 나타낸 집단은 모 

든 연령층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들 집단이 지니는 중요성은 

매우 높으므로 이들의 소비 자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아직까 

지 노년 여성에 대한 연구는 다튼 연령층에 비해 부 

족하므로 고가의 의복 지출 비를 보이는 노년 여성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노년 여성의 needs를 조사하는 

연구가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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