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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purchasing behavior of jeans consumers and to find differences in jeans 
evaluative criteria according to consumers' characteristics.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Quota sampling method was used to collect the data. Data from 49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coefficient, ANOVA, Duncan test, and 
t-test were conducted. Three factors of jeans evaluative criteria classified (i.e., external criteria, internal/aesthetic 
criteria, internal/quality criteria). Results indicated that most of respondents put on jeans wear more than three times 
per a week and 38.1%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owned three to four jeans products on average. Department 
store was the most used place to buy jeans product with 44.2%. 27.5% of respondents spent from 50,000 won 
to 100,000 won on purchasing jeans. Style was the highest important jeans evaluative criterion with 36.2%, 
followed by fitness, price, color, condition of washing treatment. Women respondents considered aesthetic criteria 
and quality criteria more importantly than men did. Respondents who were on a high income and spent more than 
200,000 won per a month on apparel more concerned aesthetic criteria and external criteria than the other 
respondents did.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 basis for understanding jeans consumers' purchase behavior and 
evaluative criteria.

Key words: jeans(청바지), purchasing behavior(구매 행동), evaluation criteria(평가 기준), consumer charac-
teristics (소비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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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WTO 체계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의류시장의 환

경 속에서 해외 브랜드들의 지속적인 한국 진출에 따

라 국내 의류산업은 시장경제의 위축과 심각한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질적, 양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다른 복종이 평균 20～30% 대의 역신장

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진(jean) 캐주얼은 유일하

게 그 시장 규모가 1.5배 이상 증가하였다1). 진 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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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의 대표적 품목인 청바지는 성별이나 계절에 관계

없이 누구나 손쉽게 착용할 수 있는 의류 제품 중에 

하나로 그 소비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여가시

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캐주얼 웨어인 청바지의 

수요도 확산되었기 때문이다2).  
2008년 7월 기준 NPD Group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 청바지 판매는 전년도 대비 그 판매액이 5.3% 상
승하여 54억 2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며3), 국내의 경우

에도 진 캐주얼 브랜드들은 백화점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09년 1/4분기 진 캐주얼 브랜드들의 주

요 3개 백화점 매출을 살펴보면 ‘캘빈클라인진’, ‘게
스’, ‘버커루’, ‘빈폴진’ 등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
상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바지의 매출이 

강세를 보이며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 그 외의 여러 

청바지 브랜드들 역시 2008년 대비 매출 실적이 10% 
이상 올랐으며, 게스홀딩스코리아의 ‘게스’는 128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진 캐주얼 중 전년 대비 가장 

높은 32%의 신장률을 기록하였다4). 또한 국내 청바

지 시장에서 고가격대의 청바지 브랜드들의 시장 규

모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내 상표들이 저렴한 가

격대 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시장의 볼륨화도 가속화 

되고 있다5). 이에 해외 청바지 브랜드들의 한국 진출

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에서는 해외 청바지 브랜

드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마케팅에 대한 과감

한 투자를 통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며, 
상품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디자이너의 육

성도 시급하다. 이에 앞서 무엇보다 변화하는 청바지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 행동과 청바지 평가 기준을 

파악하여 제품 개발에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에서 제품에 대한 평가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며 소비자가 의류 제품을 구매

할 때 사용하는 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제품 기

획에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된다6). 제품에 대한 평가 

기준은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시장 세분

화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거시적 환경인 연령과 성

별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평가 기준에 차이를 가져온다7). 그간의 여러 의류 제

품의 평가 기준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청바지에 대한 특정 제품으로 그 대상을 국한

시키고 이에 따라 소비자 특성의 차이를 본 연구는 

많지 않다. 또 기존에 이루어진 청바지에 관련한 연

구8～16)도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해외 고가 청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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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nited Stat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20 No. 4 (2002), pp. 238-245.
17) “2005년 Jean Market 전망,” 삼성패션연구소 [웹사이트] (2005년 2월 1일 [2005년 8월 6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sfi.co.kr
18) P. Kotler and G. Armstrong, op. cit., p. 179.
19) 이정숙, 성수광, op. cit., pp. 33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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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브랜드들의 한국 진출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특성이나 제품에 대

한 평가가 실용성이나 가격의 저렴함보다 다양한 형

태와 색상 등 패션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17) 염
두해 둔 실질적인 실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바지의 주요 구매 고객으로 선

정되고 있는 국내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청바지 

구매 행동을 알아보고, 소비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에 따라 청바지 평가 기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바지 구매 행동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패션 제품이

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며, 이때 각각의 제품을 구매

할 때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

난다.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는 소비자들의 정보 탐색, 구매, 소비의 전 과정에 걸

친 나이, 라이프스타일, 자아개념 등 개인적인 요인을 

비롯하여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및 문화적 요인 등

이 그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8).
청바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하여서도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정숙, 성수광

(2004)19)은 청바지 착용자의 구매 행동을 청바지 소

유 개수, 청바지의 이미지, 선택 요인, 주로 착용하는 

청바지 형태 등으로 측정하였고, 이는 착용자의 성별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청바지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주로 착용하는 청바지 형태로는 남성 구매자들이 여

성 구매자보다 일자 형태의 청바지를 더 많이 착용한

다고 하였으며, 여성 구매자들이 남성 구매자들보다 

벨보텀 형태를 더 많이 착용한다고 하였다. 임지영

(2006)20)의 연구에서는 청바지 구매자의 연령대에 따

라 청바지 구매 장소, 구매자, 구매 가격대, 구매 이

유, 구매 시 중요 요인, 선호 디자인, 착용 이유, 착용 

횟수, 불편한 부위, 수선 부위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하

였다. 즉, 구매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청바지를 구매

할 때 백화점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으며, 구매

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청바지 전문점을 

더 자주 이용한다고 하였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혼

자서 청바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으며, 
구입 가격대로는 중저가를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다. 
청바지 구매 이유로는 새로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서 구입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다고 하였으며, 청바

지 구매 시 중요 요인으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유행

을 더 많이 고려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착용감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하였다. 박원선, 이선재(1999)21)의 

연구에서는 청바지의 착용 태도를 실용성 추구, 유행 

추구, 성적 매력 추구, 유명 상표 추구 4개의 차원으

로 분류하였고, 각 차원에 따라 인구통계적 특성과 

청바지 구매 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2. 소비자 특성에 따른 평가 기준
소비자들이 어떠한 제품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의 속성

들을 제품 평가 기준이라고 한다22). 의류 제품 평가 

기준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

되는 제품의 특성이며,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

정에서 구매 목적이나 동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가

장 중요한 과정으로 소비자의 제품 평가 기준을 이해

한다는 것은 상품 기획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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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1990), pp. 13-22.

30) J. C. Olson, and J. Jacoby, “Cue Utilization in the Quality Perception Process,” in Proceedings of the Third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Iowa, 1972), pp. 167-179.

31) M. Eckman, M. L. Damhorst and S. J. Kadolph, op. cit., pp. 109-124.
32) G. S. O'Neal, J. D. Hines and H. O. Jackso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Consumer Perceptions of Clothing

Quality,” in Proceedings of ACPTC (1990), p. 88.
33) 고애란, op. cit., pp. 263-272.
34) 이미현, 임숙자, op. cit., pp. 1218-1227.

수 있다23). 평가 기준은 제품에 따라 다르고 상황이

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객관적일 수도 

또는 주관적일 수도 있으며, 평가 기준의 각 속성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상이하고, 제품의 종류에 따라 

평가 기준의 수는 달라지는 특징을 갖는다24). 
소비자의 구매 결정은 그들의 연령, 직업, 경제적 

환경 및 생활양식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들의 연령과 직업에 따라 그들

이 구입하는 제품의 종류도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제

품일지라도 선호하는 상표가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성별, 연령, 직업의 종류 및 

소득 등에 따라 사용되는 제품과 상표가 어떻게 달라

지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

인다25). 시장세분화에 있어서도 인구통계적 특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소비자의 성별에 따라 그

들의 체형이나 착용하는 의복 스타일은 다르기 때문

에 성별에 따른 시장세분화는 제품 생산에서 기본적

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다. 또 시장세분화에 있어서 연

령도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소비자들의 연령

이 변화함에 따라 의복에 대한 요구와 구매력도 달라

지게 되므로 연령군 별로 각기 다른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26).
제품 평가에 있어서 속성은 제품의 크기, 디자인, 

성능 등과 같은 내재적 속성과 제품의 가격, 상표, 상
점, 제조업자 이미지, 원산지명, 품질 보증 기간, 제
품이 팔리는 소매점 별, 광고 수준, 광고 모델과 같

은 외재적 속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27～30). Eckman 외
(1990)31)는 의류 제품 평가 기준을 본질적 기준, 비본

질적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여기서 본질적 기준은 

상품 자체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변화

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상품 속성으로 상품 구성, 색
채, 섬유 조성, 디자인, 스타일, 맞음새, 품질 성능 등

을 포함시켰고, 비본질적 기준은 상품의 물리적 구성

부분이 아니고 제조업자나 소매업자들에 의해 주어

진 상품 속성으로 가격, 브랜드 이미지, 제조국, 입지 

판매원, 소유 의복과의 조화, 타인의 인정, 품질보증 

등을 포함시켰다. O’Neal 외(1990)32)는 의류 제품 평

가 기준을 물리적, 기능적, 미적, 정서적, 내포적 5가
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물리적 기준에는 소재나 섬

유, 촉감과 같은 의복의 만질 수 있는 속성을, 기능적 

기준에는 상품의 사용과 관련된 속성을, 미적 기준에

는 스타일과 외관과 같은 미적 속성을, 정서적 기준

에는 이미지와 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속성을, 내
포적 기준에는 상표나 가격과 관련된 속성을 포함시

켰다. 고애란(1994)33)의 연구에서는 청바지 제품 평

가 기준을 내재적 기준, 외재적 기준 두 가지 차원으

로 분류하였고, 내재적 기준에는 색상, 직물, 어울림, 
바느질, 부속품, 편안함, 견고함, 디자인, 날씬해 보이

는 것, 몸에 꼭 맞는 것, 내 몸에 잘 맞는 것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외재적 기준으로는 가격, 상표명, 이

미지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미현, 임숙자(1999)34)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평가할 때 가격,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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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 Barber and L. S. Lobel, “Fashion in Women’s Clothes and the American Social System,” Social Forces
Vol. 31 (1952), pp. 124-131.

36) M. C. Jenkins, “Clothing and Textiles Evaluative Criteria; Basis for Benefit Segmentation and Reflection of
Understanding Values”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73).

37) M. L. Rosencranz, “Clothing Symbolism,”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4 (1962), pp. 18-22.
38) 윤주인, “국산 또는 외제 브랜드 선호도가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9) 구명진, op. cit.
40) 고애란, op. cit., pp. 263-272.
41) Ibid, pp. 263-272.
42) 김칠순, 이훈자, op. cit., pp. 503-514.
43) 박원선, 이선재, op. cit., pp. 109-124.
44) 이정숙, 성수광, op. cit., pp. 336-340.
45) 임지영, op. cit., pp. 413-419.
46) 고애란, op. cit., pp. 263-272.
47) M. Eckman, M. L. Damhorst and S. J. Kadolph, op. cit., pp. 109-124.

상점의 세가지 단서에 영향을 받아 품질과 가치를 판

단하고 구매를 결정하며 그 중에서도 상점의 명성도

가 제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며, 그 다

음으로 가격과 상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Barber와 Lobel(1952)35)의 연구에서는 사회내에서 

최상류의 계층보다도 바로 그 아래 계층이 가장 값비

싼 의복을 입으며, 의복을 경제력의 과시 수단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 소유한 의복 수와 

지불한 가격, 구매한 의복의 다양성이나 실용성 정도 

등이 사회계층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가격을 중

요시 하는 정도, 고급 상표, 세련된 의복에 대한 태도, 
타인의 평가에 대한 염려 등도 사회계층과 관련이 있

다고 하였다. Jenkins(1973)36)과 Rosencranz(1972)37)의 

연구에서도 사회 경제 수준이 높거나 사회단체 참여

가 높거나 가장이 정신노동자인 경우에 여성이 의복

을 지위 상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윤주인(2001)38)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월 평균 의

복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을수록 외제 청바지가 가격

이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청바

지 평가 기준별 중요도 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디

자인, 가격, 색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월평균 지

출 용돈이 많을수록 상표의 명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였다. 구명진(2000)39)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

다 경제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고, 나이에 

있어서는 20대 후반이 10대 후반보다 경제성을 더 추

구한다고 하였다. 또 월평균 가계 소득과 월평균 의

복 지출비가 많을수록 상표의 유명도나 개성을 더 중

요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하였다. 고애란(1994)40)의 

연구에서는 외국 디자이너 상표의 경우 남성 소비자

의 경우 장식적인 이미지를, 여성 소비자의 경우 도

시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

라서 청바지의 이미지 평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

혔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바지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을 알

아보고 소비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청바지 

평가 기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청바지 구매 행동(착용 빈도, 소유 벌 

수, 구입 벌 수, 구입처, 구입 가격, 구매 이유, 평가 

기준 중요도)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청바지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성

별, 의복 지출비, 가계 총 수입)에 따른 청바지 평가 

기준의 차이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청바지 착용 빈도, 소유 벌 수, 구입 벌 수, 구입처, 

구입 가격, 구매 이유, 평가 기준 중요도 등과 같은 

청바지 구매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

구는 선행 연구되었던 여러 구매 행동 조사 연구41～

45)에서 추출한 척도를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총 7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청바지 평가 기준을 알아보

기 위한 척도는 선행 연구46,47)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18문항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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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 변수의 내용 및 출처

측정 변수 측정 내용 출처

청바지 

구매 행동

착용 빈도, 소유 벌 수, 구입 벌 수, 구입처, 구입 가격, 구
매 이유, 평가 기준 중요도

구명진(2000), 고애란(1994), 김칠순, 이
훈자(1998), 박원선, 이선재(1999), 이정

숙, 성수광(2004), 임지영(2006)

청바지 

평가 기준

- 심미적 기준: 색상, 스타일, 나에게 어울림, 워싱 처리의 상태, 
세부 디자인 선(구성선, 스티치 선), 맞음새(fitting 감), 부속품

- 외재적 기준: 상표의 명성, 제품(상표)에 대한 주위 사람

들의 평, 신분의 상징, 제조 국가, 유행의 반영

- 품질적 기준: 내구성,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 수축성, 염
색 견뢰도, 신축성, 가격

고애란(1994), Eckman et al.(1990)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 월평균 가계 소득, 월평균 의복 지출비

다. 질문의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측정하

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 항목에 대한 소비자의 

제품 평가 기준에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지니고 있

음을 의미한다. 또 청바지 구매 시 특히 중요하게 생

각하는 제품 평가 기준을 선별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 속성을 서열 순으로 3가지를 기술하

도록 하였다. 설문에 포함된 인구통계적 특성변인은 

성별, 연령, 거주지, 월평균 가계 소득, 월평균 의복 

지출비로 구성하였다(표 1).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청바지 시장에서 주요 표적고객

으로 선정되고 있는 남녀 대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표본추출법으로는 성별과 거주지를 중심으로 할당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수집으로는 설문지 

응답방식을 이용하였다. 총 492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기술통

계분석,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coefficient, ANOVA,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

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37.1%, 여자가 62.9%였으며, 
연령은 만 20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이 58.3%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계 소득으로는 200만원 미만이 21.5%, 
2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이 31.7%, 400만원 이

상에서 600만원 미만이 26.8%, 600만원 이상이 20%
였으며, 월평균 의복 지출비는 10만원 미만이 39.1%, 
10만원 이상에서 20만원 미만이 35.4%, 20만원 이상

<표 2>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82  37.1

여 309  62.9

합계 491 100.0

연령

20세 미만 138  28.0

20세 이상～25세 미만 287  58.3

25세 이상  67  13.6

합계 492 100.0

월 평균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95  21.5

200～400만원 미만 140  31.7

400～600만원 미만 118  26.8

600만원 이상  88  20.0

합계 441 100.0

월 평균 의복 지출비

10만원 미만 187  39.1

10～20만원 미만 169  35.4

20만원 이상 122  25.5

합계 478 100.0

거주 지역

서울 310  63.9

경기 175  36.1

합계 485 100.0

주. 조사대상자가 492명이 되지 않는 것은 무응답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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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박원선, 이선재, op. cit., p. 120.

이 25.5%를 차지하였다. 거주지로는 서울 지역이 63.9%, 
경기 지역이 36.1%를 각각 차지하였다(표 2).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청바지 구매 행동
대학생들의 청바지 구매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청

바지 착용 빈도, 청바지 소유 벌 수, 일년간 청바지 

구입 벌 수, 구매 점포, 구매 가격, 구매 이유, 평가 기

준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청바지 착용 빈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38.8%

가 1주일에 3～4번 정도 청바지를 착용한다고 하

였으며, 응답자의 38.0%는 거의 매일 입는다고 대

답하였다. 또 1주일에 1～2번 입는 경우는 응답자의 

16.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6.5%는 청바

지를 거의 입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3). 
따라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청바지를 일주일에 

적어도 3～4번 이상 착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청바지 소유 벌 수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38.1%

가 청바지를 3벌에서 4벌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6.5%가 7벌 이

<표 3> 청바지 착용 빈도

착용 빈도 빈도 백분율

거의 매일 입는다 187  38.0

1주에 3～4번 입는다 191  38.8

1주에 1～2번 입는다  82  16.7

거의 입지 않는다  32   6.5

합계 492 100.0

<표 4> 청바지 소유 벌 수

소유 벌 수 빈도 백분율

1～2벌  46   9.4

3～4벌 187  38.1

5～6벌 128  26.1

7벌 이상 130  26.5

합계 491 100.0

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6.1%가 5～6 
벌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9.4%가 청바지를 

1벌에서 2벌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

로 보아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적어도 청바

지를 3벌 이상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이러한 결과는 박원선, 이선재(1999)48)의 연구

에서 20대 남, 녀의 청바지 소유량으로 3～4벌이 가

장 많았다(42.4%)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7벌 이상 소유한 응답자들이 13.3%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할수록 소비자들의 청바지의 착용 

횟수가 증가되고 그 스타일의 다양성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최근 일년 간 청바지 구입 벌 수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51.9%가 1～2벌 정도 구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약 30% 정도가 3～4벌 정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벌 이상 구입한 응답자

들도 전체의 약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5). 
응답자들이 청바지를 주로 구입하는 장소를 알아 

<표 5> 청바지 구입 벌 수 

구입 벌 수 빈도 백분율

1～2벌 255  51.9

3～4벌 147  29.9

5～6벌  49  10.0

7벌 이상  40   8.1

합계 491 100.0

<표 6> 청바지 구입처

구입처 빈도 백분율

백화점 214  44.2

전문점  80  16.5

도매상가  80  16.5

동네 양품점 또는 보세가게  15   3.1

할인점  35   7.2

인터넷 쇼핑몰  43   8.9

기타(해외 구입)  17   3.5

합계 4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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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M. Eckman, M. L. Damhorst and S. J. Kadolph, op. cit., pp. 109-124.

본 결과,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응답자들의 44.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전

문점과 도매상가가 같은 비율로 16.5%를 각각 차지

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8.9%가 인터넷 쇼핑몰

에서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7.2%가 할인점

에서 구매를 하며 약 3%는 동네 양품점이나 보세가

게에서 구입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응답자의 3.5%는 

청바지를 구입할 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다고 응답

하였다(표 6). 
주로 구입하는 청바지의 가격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들의 27.5%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청바

지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25.5%가 10만원에서 15만원 정

도를 지불하여 청바지를 구입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

들의 20.9%는 5만원 미만의 청바지를 구입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14.5%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청바지를 구입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응답자들의 약 

11% 정도는 20만원 이상의 고가의 청바지를 구입하

고 있었다(표 7). 
자신이 선호하는 상표의 청바지를 구매하는 이

유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38.6%가 스타일이 마음

에 들어서 구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다

음으로는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한다고 응답하

였다. 품질이 좋아서 구입한다는 응답자들은 전체의 

10.9%를 차지하였으며, 워싱 상태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한다는 응답자들은 전체의 10.7%를 차지하고 있

었다.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한다는 응답자들은 전체

의 7.4%였으며, 상표가 유명해서 구입한다는 응답자

들은 전체의 5.4%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래 입

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아서 구입한다는 응답자는 전

<표 7> 청바지 구입 가격

구입 가격 빈도 백분율

5만원 미만 101  20.9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33  27.5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123  25.5

15만원 이상～20만원 미만  70  14.5

20만원 이상  56  11.6

합계 483 100.0

<표 8> 청바지 구매 이유

구매 이유 빈도 백분율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339  38.7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  96  11.0

품질이 좋아서  95  10.9

맞음새가 좋아서  95  10.9

워싱 상태가 마음에 들어서  94  10.7

가격이 저렴해서  65   7.4

상표가 유명해서  47   5.4

오래 입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아서  31   3.5

기타  13   1.5

합계(복수응답) 875 100.0

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8). 
응답자들의 청바지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기준을 살펴본 결과, 스타일(36.2%), 맞음새(12.5%), 
가격(11.9%), 색상(9.7%), 워싱 처리의 상태(5.9%), 세
부 디자인 선(5.0%), 상표의 명성(3.7%), 착용 용도의 

다양성(2.9%), 내구성(2.3%) 등의 순서로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었다(표 9).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소비자

들은 청바지 구매 시 스타일과 맞음새 등과 같은 제

품 평가 기준의 심미적 속성을 중요한 평가 기준의 

단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제품

의 내재적 속성 중 품질 성능적 속성인 가격과 외재

적 속성인 상표의 명성 또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

이 청바지를 착용함으로써 타인에게 자신의 아름다

움을 표현하는 심미적 기준을 중요시 여기며 외재적 

기준인 상표의 명성을 통해서 그 명성이 높을수록 제

품의 품질이나 스타일, 디자인이 훌륭할 것이라 생각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Eckman 외
(1990)49)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의류 제품 구매 시, 
스타일, 색상, 맞음새, 가격 등과 같은 제품의 속성들

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청바지의 제품 평가 기준을 알아 

보았으므로 기존의 의류 제품 평가 기준과는 상이하

게 워싱 처리의 상태, 스티치 선이나 구성선과 같은 

세부 디자인 선 등과 같은 청바지만의 독특한 속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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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 DeLong, K. LaBat, N. Nelson, A. Koh and Y. Kim, op. cit., p. 242.
51) M. Eckman, M. L. Damhorst, and S. J. Kadolph, op. cit., pp. 109-124.
52) 고애란, op. cit., p. 266.

<표 9> 청바지 제품 평가 기준 중요도

(N=1414, 복수응답)

제품 평가 기준 빈도 백분율

스타일 411 36.2

맞음새(fitting 감) 177 12.5

가격 168 11.9

색상 137  9.7

워싱(washing) 처리의 상태  83  5.9

세부 디자인 선  71  5.0

상표의 명성  52  3.7

착용 용도의 다양성  41  2.9

내구성  32  2.3

신축성  24  1.7

품질보증  22  1.6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  17  1.2

스티치(바느질 선)의 모양과 색상  13  0.9

제품(상표)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평  11  0.8

바느질 상태   9  0.6

유행의 반영   9  0.6

수축성   9  0.6

염색 견뢰도   9  0.6

신분의 상징   7  0.5

섬유의 조성   6  0.4

부속품   6  0.4

있었다. 또 DeLong 외(2002)50)의 연구에서 한국 소비

자들의 청바지 평가 기준으로써 색상과 스타일이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2. 청바지 평가 기준 요인분석 결과 
청바지 구매자의 제품 평가 기준을 측정하는 문항

의 내용 구성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분

산의 50.32%를 설명하였다(표 10). 측정 척도의 신뢰

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요인 1이 0.80, 요인 2가 0.80, 요인 3
이 0.74로 비교적 높은 내적 일치성을 보여주었다. 요

인 1은 색상, 스타일, 나에게 어울림, 워싱 처리의 상

태, 세부 디자인 선, 맞음새, 부속품 등과 같이 제품

의 본질적 속성인 내재적 기준 중 심미적인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으로 심미적 기준이라 명명

하였다. 요인 2는 제품의 비본질적 속성인 외재적 기

준으로 상표의 명성, 제품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 
신분의 상징, 제조 국가, 유행의 반영에 대한 내용으

로 외재적 기준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내구성, 세
탁 및 관리의 용이성, 수축성, 염색 견뢰도, 신축성, 
가격과 같이 제품의 본질적 특성인 내재적 기준에서 

품질적인 부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으로 

품질 기준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Eckman 
외(1990)51)의 제품 평가 기준 차원 분류인 본질적 속

성과 비본질적 속성 차원 또는 내재적 기준, 외재적 

기준으로 분류된 연구 결과와 비슷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본질적 속성이 심미적 기

준과 품질기준으로 분류되었다. 

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평가 기준의 차이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청바지 제품 

평가 기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라 심미적 기준(t=5.04, p<0.01)과 품질 기준(t=2.6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 소비

자들은 남성 소비자보다 청바지를 구매할 때 고려하

는 제품의 특성으로써 색상, 디자인, 워싱 처리의 상

태 등과 같은 심미적 기준과 내구성 및 신축성 등과 

같은 품질적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1). 이러한 결과는 고애란

(1994)52)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색상, 디자인, 
어울림 등과 같은 내재적 기준을 남성보다 더 중요하

게 여긴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월평균 가계 총 수입에 따라 심미적 기준(F=7.04, 

p<0.001)과 외재적 기준(F=5.00, p<0.01)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 총 수입이 6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소비자 집단보다 

심미적 기준과 외재적 기준을 더 중요시 하였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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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청바지 평가 기준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 고유치 변량 누적변량 Cronbach’s α

요인 1: 심미적 기준

색상 0.79  3.31
18.38
18.38

0.80

스타일 0.73

나에게 어울림 0.72

워싱 처리의 상태 0.62

세부 디자인 선(구성선, 스티치 선) 0.62

맞음새(fitting 감) 0.59

부속품 0.47

요인 2: 외재적 기준

상표의 명성 0.79  3.02
16.78
35.16

0.80

제품(상표)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 0.76

신분의 상징 0.75

제조 국가 0.75

유행의 반영 0.65

요인 3: 품질 성능적 기준

내구성 0.80  2.73
15.16
50.32

0.74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 0.78

수축성 0.67

염색 견뢰도 0.62

신축성 0.48

가격 0.43

<표 11> 성별에 따른 청바지 평가 기준의 차이

(N=492)

성별

청바지 

평가 기준

남 

(n=182)
여 

(n=308) t

심미적 기준 3.91 4.15 5.04**

품질 기준 3.57 3.71 2.63**

외재적 기준 2.83 2.90 0.96

**p<0.01.

<표 12> 의복 지출비에 따른 청바지 평가 기준 차이                                                (N=492)

의복 지출비

청바지 

평가 기준

10만원 미만

(n=186)
10～20만원 미만

(n=169)
20만원 이상

(n=122) F

심미적 기준 3.92 Ba 4.10 A 4.20 A 11.86***

품질 기준 3.70 3.66 3.59  1.57

외재적 기준 2.62 C 2.93 B 3.18 A 25.19***
a Duncan test 결과를 의미하며,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냄.
***p<0.001.

월평균 의복 지출비에 따라 심미적 기준(F=11.86, 
p<0.001)과 외재적 기준(F=25.19, p<0.001)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복 지출비로 평균 20만원 이

상인 소비자들이 제품의 심미적 기준과 외재적 기준

을 더 중요시 하였다(표 1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바지의 색상, 스타일, 워싱 처리의 상태, 맞음

새, 단추나 지퍼, 부속품 등과 같은 제품의 심미적 속

성들은 월평균 가계 총 수입이 600만원 이상이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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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구명진, op. cit.
54) 윤주인, op. cit.

<표 13> 가계 총 수입에 따른 청바지 평가 기준 차이                                            (N=492)

가계 총 수입

청바지 

평가 기준

200만원 미만

(n=95)
200～400만원 미만

(n=140)
400～600만원 미만

(n=117)
600만원 이상

(n=88)
F

심미적 기준 3.96 Ba 3.97 B 4.09 B 4.25 A 7.04***

품질 기준 3.68 3.66 3.72 3.52 2.32

외재적 기준 2.75 C 2.78 BC 2.95 AB 3.09 A 5.00**
a Duncan test 결과를 의미하며,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냄.
**p<0.01, ***p<0.001.

복 지출비로 한달 평균 1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남
성보다는 여성 소비자일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 평가 속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표의 명성, 
제품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평, 신분의 상징, 제조국

가, 유행의 반영 등과 같은 제품의 외제적 속성은 월

평균 가계 총 수입이 600만원 이상이며 한 달에 의복 

지출비로 평균 20만원 이상을 지출하며, 남성보다 여

성 소비자들이 청바지를 구매할 때 더 중요하게 여기

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바지 소

비자들의 월평균 가계 총 수입과 의복 지출비가 높을

수록 상표의 유명도나 개성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

타난 구명진(2001)53)의 연구결과와, 청바지 속성별 

중요도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디자인, 가격, 색상

을 더 중요시 여기며, 월평균 지출 용돈이 높을수록 

상표의 명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 윤주인

(2001)5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바지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을 알

아보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청바지 평가 기준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대학생들의 청바지 구매 

행동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청바지를 

거의 매일 입거나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이상 착용하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3벌 이상 소유하

고 있었다. 또 응답자들은 최근 일년동안 청바지를 

최소 한 벌에서 두 벌 정도 구입했으며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바지 구입처로는 백화점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전문점이나 도매상가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

다. 주로 구입하는 청바지 가격대로는 5만원 이상에

서 1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15만원 이상의 고가

의 제품도 25% 이상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에 기업에서는 대학생들의 청바지 착용 횟수

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과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하여 청바지 구매를 더욱 증진시켜야 할 것이며 

제품의 유통경로 또한 백화점 뿐 만이 아닌 가두점이

나 전문점으로의 판매를 증가시켜 소비자에게 다양

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 청바지에 있

어서 타 의류 제품 유형과는 상이한 평가 기준이 적

용되고 있었으므로 기업에서는 제품 기획 시 새로운 

워싱 기법이나 절개선 및 옆선의 위치 등과 같은 세

부적인 디자인 선의 개발에 주력하고, 다양한 할인정

책과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디자인을 겸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야 할 것

이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청바지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색상과 같은 심미적인 측면과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

과 같은 품질 성능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기며, 월평

균 가계 총 수입에 있어서는 6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소비자 집단보다 심미적 기준과 

외재적 기준을 더 중요시 하고 있었다. 또 월평균 의

복 지출비가 평균 20만원 이상인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청바지의 심미적 기준과 외재적 

기준을 더 중요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계 총 수입

이 높으며 의복 지출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 소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청바지의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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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다양한 생상, 스타일 및 디테일에 있어서

의 심미적인 측면을 더 반영시키고, 유명 모델을 통

한 카탈로그나 잡지 광고를 활성화 하여 상표의 인지

도와 신분의 상징성과 같은 제품의 외재적인 측면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으로

는 연구는 대상이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전체 청바지를 구매

하는 소비자들에게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무리

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중심으로 그 대상이 청바지를 구매하는 소비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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