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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의복쇼핑성향과 브랜드충성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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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lothing shopping orien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brand loyalty
in Jinju, Korea. In addition, the effect of consumer's shopping orientation and brand equity factors on brand loyalty were
analyzed. 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 total of 257 useful data were ana-
lyzed by SPSS 13.0 program. About 64.6% were female with the mean age of 22.2 years ol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lothing shopping orientation was classified into 6 factors: hedonic, store patronage, planned, brand-
pursued, economic, and convenience shopping orientation. Second, brand equity was identified into two factors, brand
image and brand-consumer relationship. Third, store patronage and hedonic orient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brand loyalty(R

2
=.275). Brand image and brand-consumer relationship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brand loy-

alty(R
2
=.541). Findings of this study were expect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 young consumers in a typical trading area

and to develop marketing strategy for casual brands to increase and maintain brand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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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통시장의 국제화, 다양한 신업태 등장, 신소비행태의 확산,

소비자의 정보력 향상 등 유통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유통시장의 구조재편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대형패션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상권의 경우, 산업구조의 특성 및 지리적

제약, 시장의 규모와 소득수준 등의 영향으로 일반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경쟁적 유통구조와는 차이를 나타낸다. 경남 서부에

위치한 진주시의 경우 로드숍 위주로 패션상권이 구성되어 있

다. 유명브랜드 의류대리점이 주를 이룬 로드숍의 경우 전국 매

장 중 매출 3위안에 드는 점포가 상당수에 달한다(김종현,

2007). 소규모 소매업체들이 지역경제의 중추를 담당 해왔기 때

문에 진주지역 소비자의 의복구매행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쇼핑몰과 백화점이 있으나 아직까지 로드숍

의 견제와 외부조건에 의해 활성화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2010년 혁신도시 건설과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 및 도시 정비 등 미래도시를 위한 지역공간구조

개편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사회, 환경적 변화에 의해 소비행

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소득의 증가로 재래시

장 중심의 저가품 수요가 줄고 고급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되

었는데, 이러한 소비자들의 변화는 인터넷쇼핑, 대형유통시설,

백화점위주로 새로운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김세범 외,

2000). 이와 같이 사회, 경제적 과도기에 들어선 중소도시 소비

자들의 구매행태를 파악함으로서 소비문화를 이해하고 지역경

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진주지역의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쇼핑

성향을 파악하고, 쇼핑성향과 브랜드 충성도와의 관계를 규명

하고자 한다. 대도시 상권과는 구분되는 지리적, 지역적 특색이

이들의 쇼핑성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패션쇼핑성향은 패

션상품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전반적인 의견, 관심과 더불

어 개인적 느낌이나 욕구 등이 표현된 성향으로 정의된다. 이

러한 성향은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이다

(Visser & Preez, 2001). 또한 브랜드 충성도는 브랜드 인지나

이미지, 브랜드 개성 등 브랜드 자산요소에 의해 형성된다(고

순화, 이영선, 2008; 김준회, 2007). 본 연구에서는 진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진주지역

에는 작은 행정구역에 비해 총 149개의 학교가 있는 교육도시

로, 그 중 6개의 대학이 있다. 전체인구 34만 명 중 학생의

비율이 32.4%를 차지할 만큼 학생의 비율이 높다(진주가이드,

2008). 대학생의 소비성향 및 소비행동은 성인기까지 연결되어

소비의 주도적인 연령층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시장의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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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이 되고 있다. 진주지역 대학생의 campus wear와 관련된

의복구매행동을 조사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해 나가는 지역 상권

에 진입할 캐주얼 브랜드에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 마케

팅 전략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진주지역 소비자

경상남도 진주시는 교육도시·문화도시·환경도시로 알려져

있다. 국토해양부가 주최한『2008년 도시대상』에서 안전·

건강부문 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고(2008년도 도시대상,

2008), 현재 혁신도시 건설, 산업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산업단

지 조성, 바이오벨리, 실크벨리 등의 4각 산업벨트 조성사업으

로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도약의 기틀을 세우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산업구조개편은 현재 전통적인 진주지역의 상권을 이동·

변화시키고 있다. 

진주지역의 인구 비율을 보면 남자 16만 4천, 여자 16만 7천

명으로 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인구통계현황,

2008).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가사노동의 양적인

감소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를 전환시키고 있다. 할인점과 재

래시장의 경쟁적 구조를 연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고석남,

2002; 정기한 외, 2000), 소비자의 합리적·실용적 성향이 높

아져 저가격·고품질의 상품을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에서

구매하고자 하며, 따라서 근린시장보다는 할인점의 선호도가 높

게 나타났다. 특히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

성이 할인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진주지역의 재래시장과 대형할인점,

유통산업구조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의복구매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유통시장에서 나타나는 상품

의 다양성과 고품질 추구, 소비자의 편의성 중시성향, 합리적·

실용적 구매 등의 욕구는 기존 가두점 위주의 패션상권에서 대

형매장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는 진주지역 패션상권에도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 소비자의 쇼핑성향과 브랜드

충성도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브랜드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2. 의복쇼핑성향

쇼핑성향은 개인의 쇼핑행동에 있어서 특정한 활동에 중점

을 두는 쇼핑자의 라이프스타일로 정의된다(Hawkins et al.,

1998). 쇼핑성향은 쇼핑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활동, 흥미, 의견

을 종합하는 쇼핑생활양식으로 동기, 욕구, 선호 등과 같은 다

양한 심리적 요소에 의해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여가

적, 경제적 현상을 반영한 개인의 쇼핑 스타일을 의미한다. 따

라서 쇼핑성향은 특정 제품이나 점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Solomon, 2006),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사회 심리적

특성,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Visser & Preez,

2001).

의복쇼핑성향은 적절한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차

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만 하는 패션기업들에게 시장을

세분화하는 유효한 기준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왔다

(하오선, 신혜원, 2001). 쇼핑성향은 점포선택행동이나 애고행동

(patronage behavior), 브랜드 충성도를 설명하는데 주요한 변인

으로 연구되어 왔다(박은주 외, 2005; 박현희, 구양숙, 2008;

Shim & Kotsiopulos, 1992; Visser & Preez, 2001). 

선행연구의 경우 의류쇼핑성향의 하위차원을 밝히고 이에 따

라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집단별 의복구매행동의 차이를 비교하

였다. 먼저 점포선택행동에 관한 연구로, 박은주 외(2005)는 온

라인 패션쇼핑몰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쇼핑성향을 분석하였는

데 유명상표지향 성향, 경제적 성향, 유행지향 성향, 시간절약

성향, 인터넷 쇼핑 성향으로 구분하였으며, 쇼핑성향에 따라 소

비자를 경제성 추구집단, 유행/유명 상표추구 집단, 편의 추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경제성 추구집단과 유행/유명상표지향 집

단은 편의추구집단에 비해 인터넷 쇼핑몰 환경에 더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으며 패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도 더 높게 나타났

다.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강영화, 황진숙, 2007)에

서는 쇼핑성향을 쾌락적, 경제적, 점포충성적, 계획적, 편의적,

충동적 성향의 6개 요인으로 추출하였고, 박혜정 외(2004)는 대

학생의 의복쇼핑성향을 쾌락추구, 유명상표선호, 경제지향적, 유

행지향적, 쇼핑편리성 추구, 독자성추구 쇼핑성향의 6개의 하

위차원으로 밝히고, 4개의 집단(쾌락추구집단, 독자성추구집단,

쇼핑고관여집단, 편의추구적 상표선호집단)으로 유형화하여 청

바지 구매를 위한 점포선택기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0대 남

녀 대학생의 쇼핑성향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임경복, 2001)

쇼핑성향을 쾌락적, 과시적, 경제적, 동조적, 의존적, 합리적, 자

신감 성향의 7개 요인으로 추출하여 6개의 군집으로 구분한

후, 쇼핑성향 집단에 따른 점포속성 중요도의 차이와 점포선택

유형에 차이를 밝혔다. Shim and Kotsiopulos(1992)는 의복쇼

핑성향을 11개의 요인(상표의식, 편의성/시간의식, 유행의식, 외

모관리, 신용카드사용, 국산품표시 무관심성향, 경제적 쇼핑성

향, 확신적 쇼핑성향, 몰 쇼핑성향, 로컬스토어 쇼핑성향, 카탈

로그 쇼핑성향)으로 추출하였고, 각 요인이 점포속성의 중요도

평가와 점포유형별(백화점, 할인점, 전문점, 카탈로그 쇼핑) 충

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Visser and Preez(2001)는

의복쇼핑성향과 점포 충성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한·미 대학생의 브랜드 충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에서(박현희, 구양숙, 2008), 쇼핑성향을 쾌락적, 효율지향적, 가

격탐색적 성향의 3요인으로 추출하였으며 한국대학생에게는 쾌

락적 성향만이, 미국대학생 집단에서는 쾌락적 성향과 효율적

성향이 브랜드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박은주, 김지은(2008)은 화장품 온라인 시장에서 쇼핑성향

요인(오락적, 경제적, 충성적, 브랜드선호)을 이용하여 4개의 소

비집단으로 유형화한 후 쇼핑몰특성,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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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충성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쇼핑성향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2.3. 브랜드 충성도와 자산요인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한 업체를 식별해주고 다

른 경쟁사와 차별화하기 위해 붙여진 것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동일한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

해 디자인된 상품이더라도 브랜드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르게

인지하고 평가한다. 상징적 이미지가 중요한 패션업계에서 브

랜드는 경쟁우위의 핵심요소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강력

한 브랜드 파워는 고객 만족을 통해 소비자의 지속적인 구매를

확보하여 고객의 높은 충성도와 선호도를 획득하는 힘에 있다.

브랜드 파워는 브랜드 자산구축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으며,

소비자와의 장기적 관계형성이 필수적이다. 브랜드 자산이 높

다는 것은 상표를 부착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제

품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긍정적인 브랜드

평가나 지속적인 브랜드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제

품의 만족도 및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혜

선, 2008).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연구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Aaker(1991)는 브랜드 자산을 특정 브랜드의 이름 및 상

징과 관련된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 정의하였고, 태

도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을 통합하여 5가지 범주-브랜드 인지

도(awareness), 브랜드 충성도(loyalty), 지각된 품질(perceived

quality), 브랜드 연상(association), 기타 독점적 브랜드 자산 가

치(other proprietary brand assets)를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의 인지적 측면에 의해 형

성되는 개념으로 보고, 충성도와 같은 행동적 차원은 결과변수

로 보고 있다(김경원, 이은영, 1999). 김준회(2007)는 브랜드 자

산요소를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신뢰, 브랜드 충

성도로 구성하였고, 브랜드 충성도를 브랜드 자산요소 중 상위

개념으로 측정하여 브랜드 인지, 이미지, 신뢰가 브랜드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는 브랜드

충성도를 예측하기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브랜드 인지

는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선(2008)은 브랜드 자산 요소를 Aaker(2006)의 요소를

기본으로 품질,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신뢰도

를 브랜드 자산요소로 구성하였다. 국내외 해외 잡화 브랜드를

대상으로 브랜드 자산요인이 브랜드 성과영향요인 (브랜드 선

호도, 가격적절성, 유통근접성, 개인과의 적합성)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한 결과, 브랜드자산 4요인 모두 브랜드 선호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브랜드 선호도는 국내브랜드에서만 브

랜드 성과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경렬, 정선

교(2007)는 브랜드 자산 요소를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충성도로 구성한 반면, 김경원, 이은영(1999)은 의류제

품의 상표자산을 인지적 요소(상표지식, 품질지각, 가치지각, 이

미지, 신뢰성)와 감정적 요소(적극적 쾌락 &불쾌, 소극적 쾌락

&불쾌)로 구성하였다. 여성캐주얼 브랜드의 자산으로 상표충성,

상표 품질, 리더쉽, 상표연상과 인지로 구성하였고(민경진, 홍금

희, 2005), 패션명품의 상표자산은 멋과 즐거움, 신뢰, 차별성, 명

성, 경제적, 실용적 가치, 사회적 인정, 지위의 7가지 구성요소

로 추출하였다(최윤정, 이은영, 2004). 브랜드 자산 구성요소는

연구대상품목과 연구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Keller(1993)는 브랜드 자산을 마케팅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차별적 반응으로 정의하였고, 소비자가 갖는 브랜드 지식에 초

점을 두었다. 브랜드지식은 브랜드자산 구성요소에 대한 모든

정보와 경험을 포함하여 형성되며, 브랜드 인지(awareness)와

브랜드 이미지로 구성된다.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가 기억 속

에 갖고 있는 브랜드와의 연상으로 정의된다. 

고순화, 이영선(2008)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선택, 사용하는

과정에서 브랜드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브랜드에 대한 감정을 소비자-브랜드 관계로 설명하였다.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상호의존’, ‘사랑과 열정’, ‘파트너’등 3

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 결과, 브랜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높을수록 브랜드 충성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파트너, 상호의존의 순으로 나타

났다.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가 강할수록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명품브랜드 지각, 브랜드 동일시, 브랜드

감정, 브랜드 충성도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는(신종국 외,

2006) 소비자-브랜드 동일시는 브랜드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이미지와 브랜드간의 일

체감이 클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 동일시와 브랜드

감정은 브랜드 충성도에 각각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브랜드 감정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사용하여 얻은 긍정적 감

정이나 느낌, 기분으로 정의되었고, 브랜드 태도나 행동, 충성

도에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 이미지나 자아 이미지와도 관련성

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수진, 정명선(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브랜드 동일시는 브랜드에 대해 소

비자가 느끼는 일치감을 의미하며 특히 상징성이 높은 제품에

서 더 중요하다. 소비자는 특정 브랜드와의 거래에서 혜택이나

가치를 얻는다고 판단하면 그 브랜드와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다. 브랜드와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

한 충성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긍정적인 관계구축

을 통해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것은 강력한 브랜드 자산 형성

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자산 요인을 인지적 측면의 브랜드 이

미지와 브랜드 신뢰, 감정적 측면에서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브

랜드 자산의 구성요인으로 보고 이러한 요인이 브랜드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브랜드 충성도는 브랜드 자산의 핵심이면서 또한 다른 구성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브랜드 충성도는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브랜드를 타 브랜드보다 더 선호하여 동일한 브랜드를 반

복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 선호(Consumer Preferen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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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상표충성도·상표애호도 라고도 한다. Oliver(1999)

는 브랜드 충성도를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구매하거나

상점에 단골고객이 되려는 깊은 몰입상태로 정의하였다. 

브랜드 충성도 정의는 행동론적 접근법과 태도론적 접근법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Dekimpe et al., 1997). 행동론적 개

념으로는 ‘구매에 대한 행동적 몰입’으로, 재구매와 같은 반복

적 행동, 동일 브랜드 선택 비중 등을 의미한다(신종국 외,

2006; Fournier, 1998). 태도론적 개념으로는 소비자가 특정 브

랜드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몰입으로, 동일한 브랜드를 연속적

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Boulding et, al.,

1993). 태도론적 척도로는 재구매 의도, 구전의도, 경쟁 브랜드

에 비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선호 정도 등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태도론적 척도를 바탕으로 반복구매의도, 타인추천

의도, 타브랜드 대비 구매의도로 측정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진주지역 소비자의 의복쇼핑성향과 브랜드 자산

요인의 개념적 구조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의복쇼핑성향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 브랜드자산 요인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3.2. 측정 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

성되었다. 의복쇼핑성향에 관한 항목은 강영화, 황진숙(2007),

박은주 외(2005)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하여 총 25문항을 추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강영화, 황진

숙(2007)의 연구에서 쾌락적 성향, 경제적 성향, 점포/상표 충

성 성향, 계획적 성향, 편의적 성향 요인을, 박은주 외(2005)의

연구에서는 유행지향 성향과 유명상표지향 성향을 인용하였다. 

브랜드 관련 항목은 최근 구매한 캐주얼 브랜드에 대해 응답

하게 하였다. 브랜드자산 구성요소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15문항(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신뢰-이경렬, 정선교(2007)에서 5

문항, 김준회(2007)에서 2문항; 브랜드와 소비자와의 관계 관련

문항-고순화, 이영선(2008)에서 5문항, 신종국 외 (2006)에서 3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브랜드 인지는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구매한 브랜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브랜드 충성

도는 선행연구 (김준회, 2007; 이경렬, 정선교, 2007)에서 태도

적 충성도와 관련된 4문항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의복구매실태롤 조사하기 위해, 거주지역, 성별, 연령, 학년, 월

평균 피복 지출비 및 쇼핑횟수, 최근 6개월간 구매한 패션품

목, 구매한 브랜드의 이름, 구매 장소를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3.3. 지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설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8년 6월 한

달 동안 진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

집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총 27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부적

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25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

석 방법으로는 SPSS 13.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연구 대상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64.6%가 여성, 35.4%가 남성이었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1%, 2학년 20%, 3학년 21.4%, 4학년 27.6%이며, 평

균연령은 22.2세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약 40%는 한 달

에 1~2회 정도 쇼핑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31.2%는 1주

일에 1회 이상, 24%가 3개월에 1-2회, 5%가 6개월에 1-2회

정도 쇼핑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최근 6개월간 패션품목 구매 갯수는 평균 약 10개 정도로 나

타났다. 최근 구매한 패션 브랜드를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가 응답하였고 총 127개의 브랜드가 보고되

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브랜드는 나이키(13%)이며, 리

바이스(7%), 아디다스(4.8%), 폴로(3.8%), 베이직하우스(3%), 빈

폴, TBJ(2.7%), SOUP(2.1%), 푸마, K.SWISS(1.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브랜드로는 르샵, BNX, TATE, 게스, 엠

폴햄, 행텐 등 이었다. 진주지역 대학생들이 자주 구매하는 브

랜드를 비교해 볼 때 중가 캐주얼브랜드가 대다수 이지만, 3대

스포츠 브랜드가 상위 10위 안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과

상위 4개의 브랜드가 해외브랜드인 것에 주목할 만하다. 

월평균 의복구매비용은 전체응답자의 약 50%가 10만원 정

도, 35.8%가 10-20만원미만으로 응답하였다. 패션제품을 구매

하는 장소를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인터넷쇼핑몰이 가장

많았고(58.6%), 보세점(48%), 백화점(32%), 대리점(26.6%), 상

설할인점(14.8%), 할인점(1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에

친숙한 응답자들은 지역적 한계로 대도시에 비해 다양한 브랜

드가 부족한 환경에서 경제적이면서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쇼

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세점이 상대적으

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브랜드 제품을 구

매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장소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는 삼성패션연구소에서 조사한 소비자 쇼핑 유통 트렌드

(2008)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전국 13세 이상 남녀를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1929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유통업태로 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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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정상매장, 브랜드 대리점, 브랜드 상설할인매장, 대형할인점,

백화점 행사매장, 인터넷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보세매

장 이용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국 6대도시를 비교한

결과에서 부산과 광주지역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률이 서울이나

인천, 대전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패션중심상

권과의 지리적 거리가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률을 증가시킨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 의복쇼핑성향 차원

진주지역 소비자의 쇼핑성향 하위차원을 밝히기 위해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진주지역 소

비자의 쇼핑성향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쾌락적 성향,

점포충성 성향, 계획적 성향, 유명상표지향, 경제적 성향, 편의

적 성향의 6가지 차원으로 추출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박은주

외, 2005; 강영화, 황진숙, 2007)의 의복쇼핑성향의 개념적 구

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1은 옷차림에 도움이 되도록 의

류점포를 자주 둘러보고 다른 품목을 사러 가더라도 의류매장

구경하기를 좋아하며 의복의 새로운 경향을 알기위해 옷을 자

주 구경하러간다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쾌락적 쇼핑

성향’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옷을 살 때 단골 점포를 이용

하며 어떤 점포의 옷이 마음에 들면 계속해서 그 점포의 옷을

구입하는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포충성 성향’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3은 의복을 구입하기 전에 심사숙고하거나

신중하게 계획하고 미리 예산을 세우는 등의 4문항으로 구성

되어 ‘계획적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품격 있는 점포

에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고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명성 있

는 점포를 선호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유명상표지향’으로 명명

하였으며, 요인 5는 특별 할인 기간을 이용하거나 할인정보를

활용하여 쇼핑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경제적 성향’이라 명명하

였다. 요인 6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점포를 이용하거나 쇼

핑의 편리성을 중시하는 4항목으로 구성되어 '편의적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여섯 가지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총 변량은

64.24%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값은 Tabl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69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진주지역 대학생들은 쾌락

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계획적이고 경제적 쇼핑성향을 나타내

Table 1. 의복쇼핑성향 차원의 요인분석 및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별 

Mean (SD)
문항 내용 평균(SD)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변량%)

신뢰도 

(a)

요인 1.

쾌락적 쇼핑성향

M=3.25 (.77)

나는 옷차림에 도움이 되도록 의류점포를 자주 둘러본다. 3.06 0.99 0.839 

4.06

(16.25 
.866

나는 다른 품목을 사러 가더라도 의류매장 구경하기를 좋아한다. 3.42 1.16 0.827

나는 의복의 새로운 경향을 알기 위해 옷을 자주 구경하러 간다. 3.15 1.02 0.790 

나에게 쇼핑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3.51 1.08 0.723 

나는 새로운 패션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3.45 0.97 0.711 

나는 카달로그나 잡지에 나온 최신 유행 스타일에 관심을 가진다. 3.10 1.03 0.556

나는 패션 제품을 선택할 때 유행을 염두에 둔다. 3.07 0.93 0.423 

요인 2.

점포충성 성향
M=3.06 (.82)

나는 옷을 살 때 단골 점포(브랜드)를 이용한다. 3.00 1.06 0.869 

2.64

(10.55%) 
.808

나는 어떤 점포(브랜드)의 옷이 마음에 들면 계속해서 그 점포의 옷을 구입한다. 3.13 1.04 0.841 

나는 옷을 살 때 옷이 마음에 들면 계속해서 그 상표의 옷만 구입한다. 3.00 1.03 0.785 

나는 나의 이미지에 맞는다고 생각되는 상표의 옷만 구입한다 3.11 0.99 0.493 

요인 3.

계획적 성향

M=3.26 (.81)

나는 의복을 구입하기 전에 꼭 사야 하는지 심사숙고 한다. 3.32 1.04 0.817 

2.47

(9.89)
.781

나는 의복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세운다. 3.14 1.10 0.791

나는 어떠한 옷을 살 것인가를 신중하게 계획한다. 3.26 1.00 0.769

나는 갖고 싶은 옷을 살 때 여러 점포의 가격을 알아보는 편이다. 3.33 1.05 0.593 

요인 4.

유명상표지향

M=2.92 (.85))

나는 품격 있는 점포에서 쇼핑하는 것이 좋다. 2.78 0.97 0.832 
2.39

(9.57%)
.810나는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명성 있는 점포를 선호한다. 2.78 1.02 0.802

남들이 알아주는 유명 점포에서 구매하면 믿을 만해서 좋다. 3.19 1.00 0.728

요인 5.

경제적 성향

M=3.15 (.86)

나는 특별 할인판매 기간 중에 쇼핑을 많이 한다. 3.08 1.00 0.846 
2.34

(9.34%)
.806나는 할인정보를 알게되면 쇼핑하러 간다. 3.02 1.03 0.767

나는 바겐세일 등 값싸게 살 수 있는 점포를 이용한다. 3.34 1.02 0.718

요인 6.

편의적 성향 

M=2.93 (.68)

나는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점포를 이용하는 편이다. 2.62 1.00 0.771

2.16

(8.64%)
.693

나는 교통이 편리한 점포를 이용하는 편이다. 2.90 0.98 0.759

나는 쇼핑이 편리한 의류점포를 이용하는 편이다. 3.25 0.88 0.651

나는 옷 이외에 다른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점포를 좋아한다. 2.93 0.9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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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쾌락적 성향 항목 중 특히 ‘쇼핑을 즐거워한다’(M=3.51)와

‘새로운 제품을 선택’(M=3.45), ‘의류매장 구경하기를 좋아 한

다’(M=3.42)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의복을 구

매하기 전에 심사숙고 하고(M=3.32) 여러 점포의 가격을 비교

하는 등(M=3.33) 계획적 성향을 나타내었고, 바겐세일 등 저렴

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점포를 이용(M=3.34)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을 지지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점포충성 성향에서는

본인의 이미지에 적합한 상표를 고집하며(M=3.11), 마음에 드는

점포에서 계속 구매를 하는(M=3.13) 점포 충성 성향을 보통으로

나타내었다. 여섯 가지 성향 중 유명상표지향 성향과 편의적 성

향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의복쇼핑성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쾌락적 성향(t=6.20, p=.000),

편리적 성향(t=2.71, p=.007), 경제적 성향(t=3.94, p=.00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3. 브랜드자산 요소 차원과 브랜드 충성도

캐주얼의류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을 밝히기 위

해 15개 항목을 요인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2개의 요인

으로 추출되었다. 요인 1은 구매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에 비

해 품질이 뛰어나고, 독특하며, 좋은 이미지, 브랜드에 대한 신

뢰성 등을 포함한 8항목으로 구성되어 ‘브랜드이미지’로 명명

하였다. 요인 2는 구매한 브랜드가 개인의 이미지나 가치관, 라

이프스타일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이

나 애호감 등 브랜드와 고객과의 상호관계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브랜드-고객 관계’(7문항)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은 응

답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품질, 이미지, 신뢰와 관련

된 문항인 반면, 요인 2는 브랜드와 응답자와의 관계, 즉 브랜

드를 통한 개인과의 적합성 혹은 동일시 및 상호관계와 관련된

문항으로 묶인 것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

는 총 변량은 88.8%였으며,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관계 요

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6, .87로 나타나 높

은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구매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신뢰성과 우수한 품질, 좋은 이미지를 갖

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요인2의 브랜드 감정 항목에서는 모

두 보통(M=3.0) 이하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구매한 브랜드가 개

인에 적합한 정도나 애호도, 친밀감 등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브랜드 자산 요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브랜드 충성도의 기술분석 결과이다. 4 문항의 평

Table 2. 브랜드자산 요소 차원의 요인분석 및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별 

Mean (SD)
문항 내용 평균(SD) 요인부하량

고유치

(설명 변량 %)
신뢰도 (a)

요인 1.브랜드

이미지

M=3.16 (.56)

그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3.19 0.70 0.697 

4.07

(27.15%)
.858

그 브랜드를 생각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3.32 0.75 0.769 

그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와는 다르다고 느껴진다. 3.10 0.79 0.738 

그 브랜드는 독특한 개성이 느껴진다. 3.05 0.85 0.599 

나는 캐주얼 의류를 생각하면 그 브랜드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3.02 0.87 0.592 

타 브랜드에 비해 그 브랜드의 규모나 전문성이 마음에 든다. 3.09 0.81 0.648 

그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있다. 3.28 0.80 0.711 

그 브랜드는 정확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3.16 0.77 0.613 

요인 2.

브랜드-고객 관계

M=2.83(.64)

나는 그 브랜드의 진정한 애호가이다. 2.57 0.91 0.694 

4.01

(26.74%) 
.867

나는 그 브랜드에 친밀감이 느껴진다. 2.91 0.85 0.646 

나는 그 브랜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2.65 0.84 0.606 

나는 그 브랜드가 매스컴을 통해 인기가 많으면 흐믓하다. 2.88 0.97 0.606 

그 브랜드는 나의 이미지와 부합된다. 2.89 0.83 0.809 

그 브랜드는 나의 기준이나 가치관에 잘 맞다. 2.94 0.82 0.815 

그 브랜드는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다. 2.96 0.78 0.769 

Table 3. 브랜드 충성도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신뢰도

요인별 Mean (SD) 문항 내용 평균(SD) 신뢰도(a)

브랜드충성도

M=3.01 (.71)

나는 그 브랜드를 계속 고집하는 편이다. 2.68 0.93 

.809
나는 앞으로도 그 브랜드를 계속 애용할 것이다. 3.09 0.83 

나는 그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의향이 있다. 3.06 0.88 

비슷한 가격대의 상품과 서비스라면 나는 그 브랜드 상품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3.22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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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값은 3.01로 나타났으며 알파계수 값은 .809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문항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응답자들

은 비슷한 가격대의 상품과 서비스라면 그 브랜드를 계속 사용

할 의도가 있으나(M=3.22), 현재 구매한 브랜드를 계속 고집하

지는 않아 더 만족스러운 브랜드가 나타나면 바꿀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점포충성 쇼핑성향의 결

과를 지지하여, 자신의 이미지에 적합한 브랜드라면 어느 정도

구매할 의도는 있으나, 전반적이 브랜드 충성도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브랜드 충성도에는 차이를 나타내

(t=2.22, p=.027), 여성(평균=3.08)이 남성(2.87)에 비해 약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4.4. 의복쇼핑성향, 브랜드자산 요소 및 브랜드 충성도와의

관계

먼저 의복쇼핑성향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의복쇼핑성향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브랜드 충성

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stepwise 방식)을 실시하였

다. 의복쇼핑성향 요인 중 점포충성성향과 쾌락적 성향만이 유

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R
2
=.280). 즉 점포충성성향이 높을수

록, 그리고 쾌락적 쇼핑성향이 높을수록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일차적으로 특정

점포에 대한 반복구매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또한 쇼

핑자체를 즐거워하는 쾌락적 성향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박현희, 구양숙(2008)의 연구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쾌락적 쇼핑 성향이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

과를 지지해 준다. 

브랜드 자산 요소인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고객관계가 브

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브랜드 충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5와

같이 약 54%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브랜드-고객 관계요

인이(β=.52) 브랜드 이미지 요인(β=0.30)보다 브랜드 충성도를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브랜드-고객

관계 항목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Table 2참조), 브

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의복은

자아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브랜드가 감

정적으로 일치되어 동일시되고자 할 때 브랜드 충성도가 더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브랜드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

미지보다 자아와의 연관성을 중시하고, 자아와 동일시될수록 친

밀할수록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진주지역 소비자들의 쇼핑성향을 파악하고 브랜

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상권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조사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주지역 소비자의 쇼핑성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쾌

락적 성향, 계획적 성향, 편의적 성향, 경제적 성향, 점포충성

성향, 유명상표 지향의 6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진주지역

소비자들은 쇼핑을 즐기지만 계획적 성향을 나타냈고, 유명점

포를 고집하기 보다는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경제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성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게 나타났고,

구매 장소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둘째, 브랜드 자산요소는 브랜드 이미지(브랜드 특성에 대한

이미지, 차별성, 신뢰성 등을 포함)와 브랜드-고객관계(브랜드

동일시, 친밀감 등 개인과의 상호 연관성)의 2요인으로 추출되

었다. 응답자들은 구매한 브랜드를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 좋은

이미지,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그 외의 자아와의

일치감이나 친밀감 부분에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셋째, 쇼핑성향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점포충성성향과 쾌락적 성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충성적 태

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진주시

대학생의 브랜드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복쇼핑을 통해

쾌락적 성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구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상권의 특성상 다양한 컨셉을 가진 브랜드들이 주요 상

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명확

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하여 대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기적인 디스플레이의 교체로 새로운 유행스타일로 선보이고,

체계적인 VMD 전개를 통해 구경하고 싶고 매장 안으로 유인

Table 4. 의복쇼핑성향과 브랜드 충성도 간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F R
2
 (Adj. R

2
)

브랜드 

충성도

점포충성 성향 .407 .466 8.05***
48.87*** .280(.275)

쾌락적 성향 .121 .129 2.23***

***p <.001

Table 5. 브랜드 자산요소와 브랜드 충성도와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F R
2
 (Adj. R

2
)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이미지 .385 .302 5.71***
147.14*** .541 (.537)

브랜드-고객 관계 .573 .516 9.74***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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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이미지

나 특성에 맞을 때 응답자들은 그 브랜드의 제품을 계속 구매

하려는 충성적 성향을 나타내므로 지역상권 진출시 지역 소비

자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구색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데 유

의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자산요소인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고객관계 요인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요인 모두 정

적관계를 나타냈으며,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브랜드-고객관

계 요인은 브랜드 이미지보다 브랜드 충성도를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브랜드의 객관적 이미지 구축보다는 표

적고객의 자아와의 일치성 형성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브랜드-고객관계 요인은 모든 요인들 중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β=.52), 진주 상권의

의류브랜드의 경우 브랜드의 특성이 고객의 개성에 잘 부합됨

을 강조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이미

지 구축 및 소비자와의 관계 향상을 통한 브랜드 충성고객 확

보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진주지역의 패션상권에서 대학생의 의복쇼핑성향

과 브랜드 충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의복쇼핑성

향과 브랜드 자산요소는 브랜드 충성도 구축에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20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

로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브랜드 자

산요소에 의한 브랜드 충성도 설명력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R
2
=.568) 브랜드 자산요소의 일부분만이 포함되어 브랜드 충

성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캐주얼 브랜드의 브랜드 컨셉별(스포티 캐주얼과 트래디셔널

캐주얼), 혹은 유통업태 특성(백화점과 가두점)에 따른 브랜드

자산구성요소 및 브랜드 충성도를 비교 분석하여 표적시장에

대한 효율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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