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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shopping orientation for fashion outlet consumers 

and its significance in influencing brand loyalty and shopping satisfaction. This study will propose 

results which help to better understand shopping orientation of fashion outlet consumers. A ques-

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326 20s male and female living in Daegu․Gyeongbuk during 

October of 2008.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shopping orientation 

could be into 5 dimensions: pleasure tendency, fashion tendency, name brand tendency, prudence 

buying tendency, economic tendency. Brand loyalty were factor analyzed resulting three factors 

such as brand loyalty, brand care and brand knowledge. Brand loyalty factors of brand loyalty 

and brand knowledge had a positive effect on fashion tendency, name brand tendency. Brand 

care has a positive effect on name brand tendency and economic tendency. Second, Shopping sat-

isfaction were factor analyzed resulting five factors such as product, store atmosphere, serviceㆍ 

store reputation, location convenience and price. Outlet product had a positive effect on fashion 

tendency, name brand tendency, prudence buying tendency and while all other factor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preferences to follow trends. However, outlet price had a positive effect on only 

those consumers possessing a economic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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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 으로 불어 닥친 융 기와 경제 인 불

황은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를 바꾸어 놓았으며 많은 

재고물량의 처리 등으로 마 의 략과 경로에 변

화가 왔다. 한 소비자들의 소비 양극화 상도 두드

러지고 있다. 그  하나의 상으로 패션 아울렛의 

활성화와 빠른 성장을 들 수 있다. 

1995년 국제화와 시장 자유화에 따른 유통시장 개

방과 함께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 되고 개방화되면

서 국내 의류시장에서는 새로운 유통업체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울렛 스토어는 미국과 일본에

서는 세계 인 불황속에서도 속히 세력을 확장하

고 있는 디스카운트 스토어의 일종으로 경기침체와 

소비자들의 가격합리성에 한 욕구, 그리고 버블경

기 붕괴 이후 어패럴 메이커의 재고처분에 한 필

요성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유통업체이다. 

1995년 4월 이랜드가 2001 아울렛을 개 하여 국내

에 첫 선을 보인 이래 에스콰이어, 강제화 등 패션

업체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다.

1995년부터 재까지 패션 아울렛이 성황을 이루

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들

을 크게 소비자 측면과 기업측면,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 측면의 주된 원인은 소비자의 구매의식

과 라이 스타일의 변화 때문이다. 오늘날 소비환경

은 생활측면에서의 풍요로운 정신과 의식측면에서 

성숙, 시간  측면에서의 여유가 생기면서 소비자들

이 성숙하고 명한 소비를 해 품질, 가격, 실질성, 

사회성 등 여러 가지 기 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실

질 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국내 의류 시장이 성숙화 단계에 어들어 경쟁이 

심화되어 재고가 가 됨에 따라 아울렛을 1차 으로 

재고를 처리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체물량의 20%가 매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제조

업체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과 

백화 이 고 상표 심의 소매유통이라면 아울렛은 

의 고객에 신뢰감 있는 제품과 정가로 공 하

며 철 한 가격체제로 운 되는 이상 인 유통형태

를 띄고 있다.
1) 

최근 들어서는 아울렛도 컨버 스 시 를 맞고 있

다. 컨버 스는 사  의미로는 융합을 말하고 고정

된 념을 벗어나 경쟁 업체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

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화 이나 할

인  유치는 이미 일반화 으며, 규모 쇼핑타운에 

입 하는 형태로 조성되기도 하고 외국처럼 도시 외

곽의 형쇼핑몰에 입 하는 형태로 개발되기도 한

다. 아울렛의  다른 특징은 명품 아울렛 매장이 늘

고 있다는 것이다. 국 아울렛 수가 100개가 넘어가

면서 명품 랜드를 유치함으로써 차별화하여 소비자

들을 끌어 들이겠다는 략  마  수단으로 해석

된다. 그리고 상당수의 아울렛들이 스트리트형을 지

향하는 반면 2001 아울렛, 뉴코아 아울렛, 세이 존, 

마리오 아울렛은 패션 아울렛과 할인 의 장 을 결

합하고 백화 식 쇼핑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패션 아울렛의 성장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는 소

비자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로 이

성아
2), 서지원3), 김성은4) 등의 쇼핑성향과 제품만족

도에 한 연구가 있으며, 박 아
5), 연귀랑6) 등의 쇼

핑성향과 충성도에 한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만족도는 제품에 한 것들이 부분이며, 

아울렛의 만족도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 쇼핑성향과 랜드 충성도를 연 시킨 연구도 미

약한 상황이다. 랜드 충성도와 만족도에 한 연구

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패션제품에 

한 연구는 많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아울렛 포를 이용하

는 구․경북지역의 20  소비자를 상으로 이들

의 소비성향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랜드 충성도 

 아울렛에 한 쇼핑만족도를 악하여 아울렛의 

효율  마  략을 해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패션 아울렛

아울렛은 유명상표의 의류 제조업자나 디자이 , 

백화 , 문 이 잉여상품이나 비정상품을 처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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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직 형태로 운 하는 할인 을 뜻하는 것으로, 

1980년  이후 미국의 의류 업체들이 비정상제품과 

생산 과잉제품을 좀 더 극 으로 처분하기 해 

교통이 불편한 도시 외곽지역에 팩토리 아울렛 몰을 

형성한 이후 증되어 왔다.
7)

한 소비 형태의 양극화와 실용  구매형태 확산

으로 당한 가격의 질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자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과거 유명백화 에서 유명 

랜드를 무조건 사 입어야만 자의식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실용 , 합리  가격, 가

치를 시 여기는 의식변화로 유명 랜드 지향의 

구매 의존도를 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소

비자 의식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과거의 산층을 흡

수할 최 의 패션 유통시장으로 아울렛이 주목받고 

있다.
8) 

국내에서도 1994년 2001아울렛의 탄생을 시작으로 

패션 아울렛이 본격 으로 도입되기 시작하 다. 그 

이후 롯데와 백화 과 같은 형 유통업체들이 

아울렛 업체에 진출 하 고 아울렛 업체는 국 으

로 계속 확산되어 오늘날 많은 아울렛 상권  거리

를 조성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체가 

자사제품의 매를 하여 운 한 아울렛 에서 성

공한 이스로 이랜드 그룹의 2001 아울렛을 들 수 

있다. 할인타운이 국 으로 확산되면서 일산 덕이

동을 시작으로 통과 평 을 거쳐 부산, 구, 주

로 이어지는 아울렛 타운의 흐름은 서울과 수도권과 

부산을 심으로 분류한 뒤 구, 주, 청주, 강원권 

등의 순으로 유통망을 확 하고 있다. 

구 지역에도 일산, 부산, 평 에 이어 4∼5개 할

인타운에 생겨 패션 아울렛 격 지로 부상하고 있다. 

퀸스로드, 모다 아울렛 등 형 아울렛 몰 타운이 잇

따라 조성되고 있다. 구지역의 최  할인타운인 범

어동 의류 상설 타운도 최근 조합을 구성하고 상가 

활성화에 나서 구의 아울렛 시장을 뜨겁게 달아오

르고 있다. 모다 아울렛은 연면  3천 평에 100여개 

패션 랜드가 입 해 있다.

박 주
9)의 자아존 감에 따른 아울렛의류의 구매

태도에 한 연구에서 자아존 감이 높은 집단의 외

출복 지출비가 높게 나타나 외출복 구매 횟수가 많

고 의복 구매 장소는 백화 이 높게 나타났다. 한 

자아존 감이 높은 집단의 아울렛 스토어 이용 이유

는 패션 정보 수집에 높게 나타났고 쇼핑 시간은 길

었으며, 아울렛 스토어의 의복구입 지출비용은 많고 

아울렛 스토어 의복 구매 횟수도 많았다.

김진
10)은 아울렛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과 의복

구매행동에 한 연구를 하 다. 아울렛 소비자들은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라 연령과 결혼여부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 고 학력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다. 박혜원 외
11)의 패션 아울렛 포에 한 추구혜

택과 만족도 연구에서는 백화 에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의복 구매처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숙자, 김선희
12)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10

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의복비 지출집단에서 할인

과 아울렛 스토어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 다. 

2. 소비자 쇼핑성향

쇼핑성향은 쇼핑에 련된 활동, 흥미, 의견을 포

함하는 쇼핑생활양식이며, 개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

게 쇼핑을 하는가 하는 쇼핑행동은 개인의 가치 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여가선용과 련된 복합 인 

상으로 패션  포형성에 한 태도를 반 하는 

것이다.
13) 

Shim, Kotsiopulos14)는 특정 활동을 요시하는 쇼

핑자의 스타일 는 쇼핑활동, 심, 의견을 포함하

며, 경제․사회․여가선용과 련된 복합  상으로 

보는 을 반 하는 쇼핑의 특정한 라이 스타일

을 쇼핑성향이라고 하 다.  여성소비자를 상으

로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포애고행동의 차이를 밝

 쇼핑성향이 포애고행동의 강한 측변인임을 

입증하 고, 후속연구에서 의복쇼핑성향에 따라 소비

자들을 고 여 소비자, 무 심한 소비자, 편의추구  

카달로그 소비자로 유형화하여 이들 소비자 유형에 

따라 정보원, 요시하는 포속성, 애고 포유형 등

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쇼핑성향에 따라 소비자들을 유형화한 연구에서 

이정수
15)는 의복쇼핑성향과 포평가기 의 향에 

한 의류 포 애고행동 연구에서 소비자의 쇼핑성

향을 편의추구  성향, 상표 지향  성향, 쇼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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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신감, 쾌락  성향, 경제  성향, 유행 지향  

성향의 6요인으로 분류하 다. 연구결과 상표 지향  

성향의 소비자들은 의복 랜드에 심이 높아 유명

하고 비싼 상표를 신분평가의 기 으로 삼아서 타인

에게 인정받으려는 성향이 높았다. 쾌락  성향을 가

진 소비자들은 상품의 효용보다는 의복쇼핑행  자

체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만족을 하여 쇼핑을 하

다. 특히 이 유형의 소비자들은 많은 시간을 의복

쇼핑활동에 사용하며, 구매 계획 없이도 의복쇼핑을 

하기 때문에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

비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  성향의 소비

자들은 의복 쇼핑을 하기 해서 산 방문 포 등

을 미리 계획하여 구매에 소용되는 시간, , 에

지를 신 하고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구매 시 갖고 있는 다른 옷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등 

경제 이고도 계획성 있는 의복쇼핑성향을 보 다. 

유행지향  성향의 소비자들은 의복의 유행에 해 

많은 심을 가지고 있으며, 유행정보에 밝고 최신 

유행에 맞추어 옷을 입으려는 경향이 높았다. 경제  

소비자는 쇼핑의 효율성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

고, 개인  소비자는 사회  계의 일환으로 포종

업원과의 친숙을 강조하며 안면이 있는 포를 선호

하는 집단이며, 윤리  소비자는 동정심내지는 윤리

 책임감 때문에 특정 포를 방문하는 소비자이고, 

무 심한 소비자는 쇼핑을 싫어하고 쇼핑에 따른 시

간과 문제 을 최소화해주는 편리한 포를 선호한

다는 것을 밝혔다. 

차인숙 외
16)의 의복쇼핑성향과 포선택기 에 

한 연구에서는 일반소비자들과 백화 을 주로 이용

하는 소비자들 모두 쇼핑에 있어 단순히 구매목  

외에 쇼핑을 즐기는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은
17)의 연구에서는 쇼핑성향을 쾌락추구 쇼핑

성향과 유행추구 쇼핑성향, 경제  쇼핑성향으로 분

류하 고, 염인경, 김미숙
18)은 의복쇼핑성향을 유행추

구쇼핑, 쾌락  쇼핑, 계획  쇼핑, 알뜰 쇼핑의 4요

인을 추출하 고, 의복쇼핑성향 요인에 따라 계획  

의무쇼핑형, 경제성 비고려형, 즐거움 추구 알뜰 쇼

핑형, 계획  쇼핑애호형의 4개 집단으로 분류하 다.

김소
19)의 의류쇼핑성향과 포애고행동을 연구

한 결과 의복쇼핑성향을 기 으로 소비자 집단을 분

류하 다. 쾌락 추구쇼핑형은 포선택시 상표  유

행성을 요시하고 의복 구매 시에는 사회 심리  

험과 유행 손실 험을 높게 지각하 다, 경제 추구 

쇼핑형은 포선택시 상품속성을 요시하 고 의복 

구매 시에는 시간  편의성 손실 험과 성과 험이 

높았다. 

이와 같이 쇼핑성향의 분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

며, 소비자들의 경우 쇼핑동기, 태도, 쇼핑할 때 가장 

요하게 여기는 기  등 상품을 통해서가 아닌 쇼

핑행동 자체를 통해서 얻고자 하며, 이는 소비자의 

반 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랜드 충성도

랜드가 자신을 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강해

지면서 소비자들은 한 가지 랜드에 해서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고, 이 랜드에 해서 충성도를 형

상하고 계속 으로 구매하는 성향을 보인다.

Oliver
20)의 랜드 충성도는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

비스를 재구매하거나 단골고객이 되려는 깊은 몰입

상태로 향후 상표 환을 목표로 하는 경쟁 상 의 

마 시도에도 불구하고 동일 랜드를 재 구매하

려는 경향이라고 하 다. 

Jacoby, Kyner
21)은 랜드 충성도를 측정하는 수

단으로 6가지 특성을 제시하 다. 첫째, 랜드 충성

도란 편견이나 구매하려는 의도 는 선호경향을 뜻

하며 이는 곧 편견이 내재된 구매행동의 경향을 말

한다. 둘째, 랜드 충성도는 구매로서 나타나는 행

동 인 반응이다. 셋째, 랜드 충성도는 일정한 기

간을 두고 어도 두 번 이상 계속 나타나는 상이

다. 넷째, 랜드 충성도는 어떤 의사결정자에 의해

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의사 결정자는 반드시 사용자

이거나 제품의 구매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

째, 한 종류의 제품 내에서 한 랜드에 한 랜드 

충성도이거나 혹은 둘 이상의 복수 랜드 충성도일 

수도 있다. 여섯째, 랜드 충성도는 심리 인 의사

결정, 평가과정의 한 기능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랜드 충성도가 높을수록 다

양한 이 들이 있는데, 마  비용과 거래비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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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인비용이 감소하고, 상호 매 성공의 증가와 

기존 충성고객에 의한 정 인 구 효과, 경쟁사의 

이나 새로운 제품에 한 실패 비용이 감소한다

는 것이다.
22)

Dick, Basu23)는 우호 인 구 과 경쟁 략에 한 

충성 인 소비자들 사이에 보다 큰 반감과 같은 다

른 충성도 련 마  장 을 주장하 다. 즉 기업

의 입장에서 보면 랜드에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은 

다른 안이 제공할 수 없는 독특한 가치를 지각하

기 때문에 기꺼이 더 많은 가를 지불할 수 있고, 

외부상황과는 계없이 동일한 랜드가 충성 인 

보다 큰 시장 유율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자사의 

랜드 충성도에 많은 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 높은 시장 유율을 가진 랜드는 높은 수

의 반복구매를 갖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게 본다면, 

랜드 충성도는 시장 유율과 상 가격과 같은 

랜드 자산의 측면에 각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권 주, 구양숙25)의 연구에 의하면 랜드 충성도

와 인구통계  변인과의 계에서 연령을 제외하고 

수입, 직업유무,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직업이 있고 고학

력일수록 랜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월, 박배진
26)은 소비자의 의복구매행동과 랜

드 충성도와의 계를 분석한 결과 가격 시형, 고

품질 시형, 편리 시형 등의 구매행동유형은 랜

드 충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 다. 특

히 이 에서 고품질 시형이 랜드 충성도에 유의

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일 외
27)의 연구에 의하면 외면  랜드 충성

도는 실질  랜드 충성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 고, 랜드와 련된 소비자의 라이  이

벤트가 향후 랜드 충성도에 향을  수 있다고 

하 다. 

서인희
28)의 연구에서 소비자는 랜드 개성을 통

해 랜드 동일시나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이루어지

고, 랜드에 한 정 인 감정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감정은 랜드 충성도에 간 인 향을 미

치게 된다고 하 다. 

이같이 랜드 충성도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제품이나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랜드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품의 특성  고 여 

제품일수록 랜드 충성도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한 제품의 가격에 따라 랜드 충성도가 달

라진다는 을 알 수 있다. 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

비자일수록 가격에 향을 받지 않지만 20 의 소비

자들은 랜드 충성도가 높은 집단도 경쟁 랜드의 

가격에 따라 민감해 지기도 한다.

4. 쇼핑 만족도

쇼핑 만족도는 정의하는 학자 혹은 연구기 에 따

라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 이에 한 명확한 정

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만족도에 한 연구는 크

게 나 어 소비자 만족도를 소비경험의 결과로 보는

지 아니면 소비경험 과정에 한 소비자의 평가로 

보는지에 따라 개념 정의에 차이가 있다. 소비자 만

족도를 소비경험의 결과로 보는 입장을 살펴보면 소

비경험에 한 심리  상태를 인지  측면과 정서  

측면  어느 측면에 보다 을 맞추느냐에 따라 

인지  측면에 입각한 정의와 정서  측면에 입각한 

정의로 구분된다. 

소비자 만족도를 인지  반응으로 보는 에 의

하면, 소비자 만족은 구매자가 치른 가의 보상에 

한 소비자의 단이라고 정의된다, 즉 소비자 만족

이란 소비자들이 특정 소비경험을 특정 기 에 따라 

다양하게 내리는 평가로서 감정의 측면이 배제된 것

이다. 이에 반하여 정서  반응으로 소비자 만족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 만족을 다양한 인지  

처리과정 후 형성되는 정서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박혜원 외
29)의 패션아울렛 포에 한 추구혜택

과 만족도 연구에서 가격추구집단이 가장 많이 나타

나 가격요인이 요한 혜택요인으로 나타났고, 체 

소비자의 요인별 수 평가에서도 가격요인의 수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포선택이 끝난 후 

포만족도 요인에서는 제품 련 요인이 가장 설명력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원, 박주형
30)의 패션아울렛 소비자의 캐주얼 

 정장의류제품 추구혜택과 만족도 연구에서 캐주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이 랜드 충성도  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향

- 119 -

얼 의류 제품 만족도는 요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고, 실용성 요인에 가장 만족하 다. 정장의류 

제품 만족도에서는 아울렛 정장에 한 추구혜택은 

유의한 차가 있었으나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한 제품과 가격추구요인이 높게 나타

나 아울렛의 정장 의류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보

여진다.

김용만 외
31)는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만족과의 

계를 살펴보면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만족은 인과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류제품에 

한 만족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고, 최근 들어서 

포만족 혹은 포서비스 만족이라고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임채운, 편해수
32)는 백화 ․할인 을 상으로 쇼

핑가치를 실용 , 쾌락 으로 나 어 연구한 결과 쇼

핑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쇼핑만족은 증가

하 으며, 이학식, 김 
33)은 백화  쇼핑객들을 상

으로 소비자의 쇼핑 가치를 실용가치와 쾌락가치를 

구분하여 기 된/지각된 쇼핑가치가 기 일치성  

쇼핑만족에 미치는 향을 조사 연구한 결과 쇼핑가

치가 쇼핑만족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하 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패션 아울렛 포 소비자의 쇼핑성향

(즐거움 추구성향, 유행 추구성향, 유명상표 추구성

향, 신 구매 추구성향, 경제  추구성향)은 랜드 

충성도( 랜드 충성, 랜드 심, 랜드 지식)에 

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패션 아울렛 포 소비자의 쇼핑성향

(즐거움 추구성향, 유행 추구성향, 유명상표 추구성

향, 신 구매 추구성향, 경제  추구성향)은 쇼핑 만

족도(서비스․ 포명성, 입지편의, 가격)에 향을 

미칠 것인가?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소비자의 쇼핑성향, 

랜드 충성도, 쇼핑 만족도에 한 항목으로 구성되

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구체 으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패션 아울렛 소비자 쇼핑성향 측정도구(Shopping 

Orientation Scale for fashion outlet customer: SOS)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에 한 척도는 

Westbrook과 Black
34)이 제작한 도구를 최수 35), 정

수진
36), 차인숙37) 등이 번안한 것을 토 로 구성하고 

연구의 목 에 맞게 비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 다. 하 척도는 즐거움 추구성향 5문

항, 유행 추구성향 6문항, 유명상표 추구 성향 4문항, 

신 구매 추구성향 4문항, 경제  추구성향 3문항 등

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2개 문항이며, 5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 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각

각 .905, .878, .831, .528, .647이다. 

2) 랜드 충성도 측정도구 (Brand Loyatly Scale: 

BLS)- 랜드 충성도에 한 척도는 Olive
38)가 제작

한 도구를 토 로 구성하고 연구의 목 에 맞게 

비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하

척도는 랜드 충성 4문항, 랜드 심 4문항, 

랜드 지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수는 

11문항이며,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신뢰도

(Cronbach α)는 각각 .819, .785, .768이다

3) 쇼핑 만족도 측정도구(Shopping Satisfaction 

Scale: SSS)-쇼핑 만족도에 한 척도는 정 숙
39), 

신정혜40), 정지혜41) 등이 제작한 도구를 토 로 구성

하고 연구의 목 에 맞게 비조사 결과에 따라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하 척도는 제품 6문항, 

포분 기 3문항, 서비스․ 포명성 3문항, 입지편의 

4문항, 가격 2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총 18문항이며,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신뢰도(Cronbach α)

는 각각 .839, .768, .746, .637, .724이다. 

3. 자료수집  분석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알아보

기 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20

 남녀 12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으며, 

비조사결과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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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조사에서는 구․경북지

역의 패션 아울렛 포(모다 아울렛, 올 , 패션 

익스체인지)를 이용하는 20  소비자들을 상으로 

아울렛 매장 입구에서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설문

에 응답해  상자들로부터 400부의 설문지를 회

수 하 으며, 그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26부를 최종 연구 상으로 하 다. 

조사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12.0을 이용하

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을, 측정 도구의 검증과 요인구조 악을 

하여 요인분석과 Cronbach's ɑ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소비자의 쇼핑성향 요인, 랜드 충성도 요인, 

쇼핑 만족도 요인의 각 변수간의 인과 계를 살펴보

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 상의 특성

연구 상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는 20

의 남녀 고, 반 으로 20  · 반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은 20-22세20763.4, 23-26세

7623.3 27-29세4313.2직업은 학생이 267명(81.1%)으

로 가장 많았고, 부분이 미혼(320명으로 98.2%)이

었다. 학력은 학교에 재학 인 사람이 266명

(81.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으며, 문 졸

이 53명(16.0%), 고졸이 8명(2.4%)으로 구성 되었다. 

가정 내의 월 평균 수입은 200만원∼400만원이 121

명(37.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만원 미

만이 94명(28.8%), 400만원∼600만원65명(19.9%), 

600만원∼800만원과 800만원 이상은 동일하게 23명

(7.1%)으로 구성되었다. 

 

Ⅳ. 결과 

1.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1) 소비자 쇼핑성향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에 한 총 22항목

을 요인 분석한 결과 고유값 1.0이상인 5개의 요인으

로 <표 1>과 같이 구분되었다. 요인 1은 쇼핑 자체를 

즐기며 그로 인한 기분 환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

여 ‘즐거움 추구성향(5항목)’이라 명명하 고, 요인 2

는 새로운 유행에 심이 많으며 유행상품을 구입하

는 성향의 내용을 포함하여 ‘유행 추구성향(6항목)’

으로 명명하 다. 요인 3은 상표를 요시하며 가격

보다 유명한 랜드에 치 하는 쇼핑성향을 보여 ‘유

명상표 추구성향(4항목)’으로 명명하 고, 요인 4는 

충동구매를 하지 않으며, 시간을 두고 고려하며, 여

러 매장을 다녀 비교 후 같은 스타일의 경우 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을 보여 ‘신 구매 추구성향(4

항목)’으로 명명하 고, 요인 5는 동일한 가격의 경

우 유명 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려고하며 자신의 이

미지와 마음에 부합하여야 구매하려는 쇼핑성향을 

보여 ‘경제  추구성향(3항목)’으로 명명하 다. 요인 

4의 항목  요인 부하량이 .45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즉시 구매하지 않고 보다 만족스러운 구매를 

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신 구매 성향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포함하 으며, 이 외의 항

목에서 요인 부하량이 .5이상을 보여 변수의 타당성

이 입증되었다. 

소비자 쇼핑성향 하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

는 즐거움 추구성향 .950, 유행 추구성향 6문항 .878, 

유명상표 추구성향 .831, 신 구매 추구성향 .528, 경

제  추구성향 .647 등으로 구성되어 측정도구의 신

뢰성이 인정되었다. 

2) 랜드 충성도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랜드 충성도에 한 총 

11항목을 요인 분석한 결과 고유값 1.0이상인 3개의 

요인으로 <표 2>와 같이 구분되었다. 요인 1은 특정 

랜드에 한 지식과 기업에 해 알고 있으며 

랜드 사용자에 한 정보도 보유하고 있어 충성에 

한 내용을 포함하여 ‘ 랜드지식(4항목)’이라 명명

하 고, 요인 2는 특정 랜드에 하여 가격에 구애

받지 않고 지속  구매의향이 있으며 유사 랜드들 

에서도 특정 랜드만을 고집하는 소비자의 행태

를 ‘ 랜드 충성(4항목)’이라 명명하 다. 각 항목에

서 요인 부하량이 .5이상을 보여 변수의 타당성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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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분산

( %)
신뢰도

즐거움 

추구성향

나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0.86 0.20 0.11 -0.01 0.14 

19.34

(19.34)
.905

나는 여러 포를 둘러보며 쇼핑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0.83 0.19 0.01 0.16 0.06 

쇼핑을 하고나면 기분 환이 되고 좋아진다 0.80 0.19 0.03 -0.02 0.13 

의류제품을 사기 해 쇼핑하는 것은 즐거움

을 다
0.80 0.25 0.08 -0.07 0.15 

시간여유가 생기면 쇼핑을 하러 간다 0.75 0.22 0.12 0.10 -0.03 

유행 

추구성향

유행하는 디자인을 주로 구입하는 편이다 0.23 0.83 0.08 0.00 0.08 

17.05

(36.39)
.878

유행에 맞춰 의복을 착용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0.12 0.83 0.08 0.06 0.10 

TV,잡지 등 고에서 많이 본 스타일의 제품

을 구입한다
0.08 0.77 0.23 0.07 0.07 

새로운 유행경향에 해 심이 많다 0.43 0.71 0.06 0.08 0.11 

패션잡지를 보면서 유행에 심을 가진다 0.39 0.65 0.08 0.07 0.09 

유명인이 하고 있는 제품을 보면 갖고 싶다 0.16 0.63 0.32 0.08 -0.10 

유명상표 

추구성향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유명회사가 만든 제품

을 사는 편이다
0.06 0.13 0.86 -0.03 0.11 

15.07

(51.47)
.831

보통 유명 랜드 제품을 선택한다 0.02 0.12 0.84 0.05 0.12 

유명 래드 상품이 먼  에 들어온다 0.01 0.21 0.81 0.00 0.05 

의류제품을 사기 에 상표를 많이 비교해 보

는 편이다
0.29 0.13 0.59 0.23 -0.01 

신 구매 

추구성향

세일을 할 때를 기다렸다가 구입하는 편이다 0.18 0.05 0.15 0.74 -0.14 

7.32

(58.78) .528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편이다 -0.30 0.03 -0.02 0.61 0.08 

여러 포를 둘러보며 신 히 비교한다 0.46 0.12 0.12 0.60 0.20 

같은 스타일이라면 렴한 제품을 구입하기 

해 시간을 투자한다
0.11 0.34 -0.27 0.45 0.43 

경제  

추구성향

나의 이미지에 맞다고 생각되는 랜드의 의

류를 구입하는 편이다
0.27 0.08 0.10 0.05 0.71 

6.96

(65.75)
.647

같은 값이면 유명상표의 제품을 구입한다 -0.02 0.06 0.47 -0.05 0.57 

마음에 드는 랜드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다 0.14 0.10 0.56 0.04 0.56 

<표 1> 쇼핑성향의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명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분산

( %)
신뢰도

랜드 

지식

이 랜드의 경쟁 랜드를 안다 0.81 0.17 0.13 

24.19

(24.19)
.819

이 랜드 사용자의 특징을 안다 0.78 0.08 0.19 

이 랜드를 만든 기업에 해 안다 0.78 0.02 0.18 

이 랜드를 만드는 기업에 심이 간다 0.72 0.06 0.32 

랜드 

충성

다음에도 이 랜드를 구입할 것이다 -0.03 0.84 0.17 

22.50

(46.69)
.785

아울렛 매장 방문 시 계속 그 랜드를 계속 구입할 의사가 있다 0.12 0.83 0.05 

나는 비슷한 여러 랜드들 에서 반드시 그 랜드를 구

입할 것이다
0.06 0.78 0.10 

그 랜드의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그 랜드를 구입할 

것이다
0.22 0.58 0.32 

랜드 

심

다른 랜드를 사용하면 어쩐지 허 하다 0.24 0.11 0.87 
19.24

(65.93)
.768어떤 랜드도 이 랜드를 신할 수 없다 0.19 0.20 0.82 

이 랜드를 쓰는 사람에겐 심이 간다 0.33 0.20 0.60 

<표 2> 랜드 충성도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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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요인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분산

( %)
신뢰도

제품

제품이 보기 편하게 배열되어 있는 곳이다 0.81 0.14 0.04 -0.05 0.02 

18.63

(18.63)
.839

디스 이가 잘 되어 있는 곳이다 0.78 0.18 0.20 0.01 0.00 

포분 기가 쾌 한 곳이다 0.74 0.11 0.16 0.16 0.03 

품질이 좋은 제품을 는 곳이다 0.60 0.34 -0.02 0.26 0.01 

매장공간의 배치가 효율 이다 0.59 0.04 0.11 0.20 0.21 

제품의 리  상태가 좋은 곳이다 0.59 0.46 0.00 0.25 -0.03 

포

분 기

신상품 도입이 신속한 곳이다 0.23 0.81 0.09 0.01 -0.01 
13.23

(31.86)
.768최신 유행의 옷을 는 곳이다 0.12 0.78 0.11 0.05 -0.15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다 0.21 0.77 -0.02 -0.03 0.12 

입지

편의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이다 0.09 0.04 0.85 0.09 -0.03 
11.35

(43.21)
.746평상시 쉽게 들릴 수 있는 곳이다 0.04 0.12 0.80 0.01 0.18 

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다 0.24 0.01 0.70 0.09 0.18 

서비스

ㆍ

포

명성

신문, 잡지, 라디오, TV등에 고를 많이 하는 

곳이다
0.14 -0.05 0.00 0.72 0.05 

10.94

(54.15)
.637

주차시설이 편리하다 -0.06 -0.11 0.19 0.69 0.08 

카드 사용 고객에게 여러 가지 해택을 주는 곳

이다
0.19 0.15 0.01 0.66 0.03 

포명성이 높고 신뢰할만한 곳이다. 0.45 0.26 0.02 0.54 0.05 

가격
싼 가격에 옷을 살 수 있는 곳이다 -0.05 -0.09 0.15 0.00 0.89 9.04

(63.19)
.724

가격 비 면에서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곳이다 0.21 0.05 0.14 0.18 0.82 

<표 3> 쇼핑 만족도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결과

증되었다. 한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는 

랜드 지식 .819, 랜드 충성 .785, 랜드 심 .768 

등으로 구성되어 척도의 신뢰도가 입증 되었다.

3) 쇼핑 만족도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만족도에 한 총 18항

목을 요인 분석한 결과 고유값 1.0이상인 5개의 요인

으로 <표 3>과 같이 구분되었다. 요인 1은 제품이 보

기 좋도록 진열되어 있거나 리  상태 등이 좋은 

등 제품 자체에 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품(6항목)’

이라 명명하 고, 요인 2는 신상품과 다양한 상품의 

구비 등 포 내에 반  유행 상품 도입의 분 기

를 유지하는 것으로 ‘ 포 분 기(3항목)’로 명명하

다. 요인 3은 쇼핑하기 편리한 곳에 치하고 있으

며, 교통의 근성이 용이한 내용으로 ‘입지편의

(3항목)’라고 명명하 으며, 요인 4는 주차와 결재 

방법에 있어 아울렛을 찾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

며, 잘 알려져 있어 신뢰할만하여 ‘서비스ㆍ 포명성

(4항목)’으로 명명하 다. 요인 5는 가격 비 좋은 

품질의 상품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아울렛 쇼핑 시 

만족을 주는 요인으로 ‘가격(2항목)’이라 명명하 다. 

모든 항목에서 요인 부하량이 .5이상을 보여 변수의 타

당성이 입증되었다. 한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는 제품 .839, 포 분 기 .768, 입지편의 .746, 서비

스․ 포명성 .637, 가격 .724 등으로 구성되어 신뢰

성이 인정 되었다.

2.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이 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향

1)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이 랜드 충

성에 미치는 향

랜드 충성도 척도  랜드 충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비자 쇼핑성향의 즐거움 추구성향, 유행 추

구성향, 유명상표 추구성향, 신 구매 추구성향, 경제

 추구성향의 하 척도를 독립변수로 다회귀분석

하여 .05 유의수 에서 t-검정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랜드 충성도와 소비자의 쇼핑성향

(즐거움 추구성향, 유행 추구성향, 유명상표 추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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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쇼핑성향
R2 F

비표 계수

(B)
표 오차

표 계수

( β)
t값

유의

확률

(상수)

.180 11.467

 1.573 .341   4.618 .000

즐거움

추구성향
-.067 .063 -.070 -1.065 .288

유행

추구성향
 .356 .072  .343  4.939 .000**

유명상표

추구성향
 .198 .063  .212  3.135 .002**

신 구매

추구성향
 .094 .076  .075  1.241 .216

경제

추구성향
-.149 .081 -.122 -1.824 .069

**p<.01

<표 4>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과 랜드 충성도의 회귀분석 결과

소비자

쇼핑성향
R

2
F

비표 계수

(B)
표 오차

표 계수

( β)
t값

유의

확률

(상수)

.312 23.743

 1.736 .235  7.384 .000

즐거움

추구성향
 .037 .043  .051  .854 .394

유행

추구성향
-.034 .050 -.044 -.684 .494

유명상표

추구성향
 .296 .044  .420 6.766 .000**

신 구매

추구성향
-.006 .053 -.006 -.116 .907

경제

추구성향
 .197 .056  .214 3.495 .001**

** p<.01

<표 5>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과 랜드 심의 회귀분석 결과

향, 신 구매 추구성향, 경제  추구성향) 간의 다

회귀분석 결과 쇼핑성향 에서 유행 추구성향과 유

명 상표 추구성향만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즉, 랜드 충성은 쇼핑성향 하 요인  유행 

추구성향과 유명 상표 추구성향에만 향을 받는다

고 할 수 있다.

2)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이 랜드 

심에 미치는 향

랜드 충성 척도  랜드 심 수를 종속변

수로 소비자의 쇼핑성향 5개 하 척도(즐거움 추구

성향, 유행 추구성향, 유명상표 추구성향, 신 구매 

추구성향, 경제  추구성향)를 독립변수로 다회귀

분석하여 회귀방정식과 회귀계수(R)를 추정하고 .05 

유의수 에서 t검정을 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에서 랜드 심과 소비자의 쇼핑성향(즐

거움 추구성향, 유행 추구성향, 유명상표 추구성향, 

신 구매 추구성향, 경제  추구성향) 간의 다회귀

분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쇼

핑성향 하 요인  유행 추구성향과 경제  추구성

향만이 유의하 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쇼핑성향 하 요인  유행 추구성향과 경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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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쇼핑성향
R

2
F

비표 계수

(B)
표 오차

표 계수

( β)
t값

유의

확률

(상수)

.206 13.601

 1.155 .316   3.650 .000

즐거움

추구성향
 .064 .058  .070  1.089 .277

유행

추구성향
 .208 .067  .213  3.112 .002**

유명상표

추구성향
 .317 .059  .359  5.389 .000**

신 구매

추구성향
-.040 .071 -.034  -.571 .568

경제

추구성향
-.104 .076 -.091 -1.377 .170

** p<.01

<표 6>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과 랜드 지식의 회귀분석 결과

성향만이 랜드 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김성은
42)의 연구에서 경제  쇼핑성향이 높

은 집단은 제품을 렴하게 구입하기 해서 커뮤니

티 활동 시 제품에 한 건의 등 소비자 권익을 

한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역시 

제품에 한 건의 등을 하기 해서 랜드에 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3)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이 랜드 지

식에 미치는 향

랜드 충성 척도  랜드 지식을 종속변수로 

소비자의 쇼핑성향 하 척도를 독립변수로 다회귀

분석하여 회귀방정식과 회귀계수(R)를 추정하고 .05 

유의수 에서 t검정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랜드 지식과 소비자의 쇼핑성향(즐

거움 추구성향, 유행 추구성향, 유명상표 추구성향, 

신 구매 추구성향, 경제  추구성향) 간의 다상

계수(R)는 .453이고 결정계수(R
2)는 .206로 통계 으

로 유의하다. 하지만 5개 독립변수, 소비자의 쇼핑성

향 에서 유행 추구성향과 유명 상표 추구성향의 

회귀계수(B)만이 각각 .208과 .317로 유의하 고 나

머지는 유의하지 않다. 랜드 충성도의 랜드 지식

에 한 소비자의 쇼핑성향에 한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F(5, 262)=13.601이 유의수  .01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의 쇼핑성향 

에서 유행 추구성향과 유명 상표 추구성향만이 

랜드 지식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3.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이 쇼핑만족

도에 미치는 향

1)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이 제품에 미

치는 향

아울렛 만족도 척도 의 아울렛 만족도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소비자 쇼핑성향의 5개 하 척도

(즐거움 추구성향, 유행 추구성향, 유명상표 추구성

향, 신 구매 추구성향, 경제  추구성향) 득 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아울렛 만족도 척도 의 제품 득

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회귀분석을 하여 

회귀방정식과 회귀계수(R)를 추정하고 유의수  .05

에서 F와 t검정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쇼핑 만족도의 하 요인인 제품과 소

비자의 쇼핑성향(즐거움 추구성향, 유행 추구성향, 

유명상표 추구성향, 신 구매 추구성향, 경제  추구

성향) 간의 다회귀분석 결과 다상 계수(R)는 

.291이고 결정계수(R
2)는 .085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소비자의 쇼핑성향 하 요인  유행 추구성향과 

유명상표 추구성향과 신 구매 추구성향의 회귀계수

(B)만이 각각 .166과 -.089와 .125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아울렛 만족도 제품에 한 소비자의 쇼핑성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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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쇼핑성향
R

2
F

비표 계수

(B)
표 오차

표 계수

( β)
t값

유의

확률

(상수)

.085 5.966

2.319 .216  10.722 .000

즐거움

추구성향
-.015 .043 -.023  -.358 .720

유행

추구성향
 .166 .050  .225  3.344 .001**

유명상표

추구성향
-.089 .045 -.133 -1.993 .047*

신 구매

추구성향
 .125 .051  .139  2.431 .016*

경제

추구성향
 .074 .054  .091  1.381 .168

* p<.05, ** p<.01

<표 7> 쇼핑 만족도 제품에 한 소비자의 쇼핑성향 회귀분석

소비자

쇼핑성향
R2 F

비표 계수

(B)
표 오차

표 계수

( β)
t값

유의

확률

(상수)

.066 4.498

2.508 .251   9.997 .000

즐거움

추구성향
-.029 .049 -.039 -.595 .552

유행

추구성향
 .148 .058  .175  2.562  .011*

유명상표

추구성향
-.054 .052 -.071 -1.051 .294

신 구매

추구성향
 .186 .059  .181  3.134 .002**

경제

추구성향
-.068 .062 -.073 -1.090 .276

* p<.05, ** p<.01

<표 8> 쇼핑 만족도 포분 기에 한 소비자의 쇼핑성향 회귀분석

한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F(5, 320)= 

5.966이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의 쇼핑성향의 유행 추구성향과 유명상표 

추구성향과 신 구매 추구성향이 제품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이 포분 기

에 미치는 향

아울렛 만족도 척도 의 아울렛 만족도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소비자 쇼핑성향의 5개 하 척도

(즐거움 추구성향, 유행 추구성향, 유명상표 추구성

향, 신 구매 추구성향, 경제  추구성향) 득 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아울렛 만족도 척도 의 포분

기 득 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회귀분석을 

하여 회귀방정식과 회귀계수(R)를 추정하고 유의수

 .05에서 F와 t검정을 한 결과 <표 8>와 같다. 

<표 8>에서 쇼핑 만족도의 하 요인 포분 기와 

소비자의 쇼핑성향(즐거움 추구성향, 유행 추구성향, 

유명상표 추구성향, 신 구매 추구성향, 경제  추구

성향)간의 다회귀분석 결과 다상 계수(R)는 .256

이고 결정계수(R
2)는 .066로 통계 으로 유의하다. 소

비자의 쇼핑성향 에서 유행 추구성향과 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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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쇼핑성향
R

2
F

비표 계수

(B)
표 오차

표 계수

( β)
t값

유의

확률

(상수)

.036 2.419

2.283 .289   7.913 .000

즐거움

추구성향
 .025 .057  .029  .439 .661

유행

추구성향
 .145 .066  .151 2.186 .030*

유명상표

추구성향
-.011 .059 -.013 -.188 .851

신 구매

추구성향
-.007 .068 -.006 -.107 .915

경제

추구성향
 .069 .072  .065  .957 .340

* p<.05

<표 9> 쇼핑 만족도 서비스․ 포명성에 한 소비자의 쇼핑성향 회귀분석

추구성향의 회귀계수(B)만이 각각 .148과 .186으로 

유의하 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울렛 만족

도 포분 기에 한 소비자의 쇼핑성향에 한 모

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F(5, 320)=4.498이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행 

추구성향과 신 구매 추구성향만이 포분 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이 서비스․

포명성에 미치는 향

쇼핑 만족도 척도  서비스․ 포명성을 종속변

수로 소비자 쇼핑성향을 독립변수로 다회귀분석하

여 회귀방정식과 회귀계수(R)를 추정하고 .05 유의

수 에서 F, t검정을 한 결과 <표 9>과 같다.

<표 9>에서 쇼핑 만족도 서비스․ 포명성에 한 

소비자의 쇼핑성향(즐거움 추구성향, 유행 추구성향, 

유명상표 추구성향, 신 구매 추구성향, 경제  추구

성향)을 다회귀분석한 결과 다상 계수(R)는 

.189이고 결정계수(R
2)는 .036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하지만 소비자의 쇼핑성향 에서 유행 추구성향

의 회귀계수(B)만이 .14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쇼핑성향  유행 추구성향만이 쇼핑 만족

도의 하 요인인 서비스․ 포명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이 아울렛 입

지편의에 미치는 향

쇼핑 만족도 척도  쇼핑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소비자 쇼핑성향의 하 척도를 독립변수로 다회귀

분석하여 회귀방정식과 회귀계수(R)를 추정하고 .05 

유의수 에서 F와 t검정한 결과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쇼핑 만족도의 입지편의와 소비자의 

쇼핑성향 하 척도 간 다회귀분석 결과 다상

계수(R)는 .189이고 결정계수(R
2)는 .036로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소비자의 쇼핑성향  유행 

추구성향의 회귀계수(B)만이 .136으로 유의미하며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 

아울렛의 쇼핑 만족도  입지편의 하 요인은 소비

자의 쇼핑성향  유행 추구성향에만 향을 받는 

것으로 밝 졌다.

3) 패션 아울렛 소비자의 쇼핑성향이 아울렛 가

격에 미치는 향

쇼핑 만족도 척도  쇼핑 만족도를 의존변수로 

소비자 쇼핑성향을 독립변수로 다회귀분석하여 회

귀방정식과 회귀계수(R)를 추정하고 .05 유의수 에

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11>와 같다.

<표 11>에서 쇼핑 만족도의 하 척도인 가격과 소

비자의 쇼핑성향 하 요인 간 다회귀분석에서 

다상 계수(R)는 .219이고 결정계수(R
2)는 .048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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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쇼핑성향
R2 F

비표 계수

(B)
표 오차

표 계수

( β)
t값

유의

확률

(상수)

.048 3.225

2.642 .267   9.877 .000

즐거움

추구성향
-.001 .053 -.002  -.023 .982

유행

추구성향
 .117 .062  .130  1.893 .059

유명상표

추구성향
-.089 .055 -.110 -1.617 .107

신 구매

추구성향
-.005 .063 -.005 -.084 .933

경제

추구성향
 .196 .067  .198 2.940 .004**

** p<.01

<표 11> 쇼핑 만족도 가격에 한 소비자의 쇼핑성향 회귀분석

소비자

쇼핑성향
R

2
F

비표 계수

(B)
표 오차

표 계수

( β)
t값

유의

확률

(상수)

.036 2.387

2.672 .215  12.450 .000

즐거움

추구성향
-.019 .042 -.029  -.440 .660

유행

추구성향
 .136 .049  .191  2.758 .006*

유명상표

추구성향
-.008 .044 -.012  -.176 .860

신 구매

추구성향
-.033 .051 -.038  -.656 .512

경제

추구성향
 .050 .053  .063  .931 .353

** p<.01

<표 10> 쇼핑 만족도 입지편의에 한 소비자의 쇼핑성향 회귀분석

계 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소비자의 쇼핑성향 

에서 경제  추구성향의 회귀계수(B)만이 .196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쇼핑 만족도의 하 척도

인 가격은 소비자의 쇼핑성향 하 요인  경제  

추구성향에 의해서만 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최 은
43)은 의복쇼핑성향에 해서는 백화  이용 

소비자들은 편의  성향이 있으며 이에 비해 쇼핑몰 

소비자들은 합리 인 의류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박혜원, 박주형, 임숙자
44)의 연구에

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가계총수입이 

은 집단으로 추정이 되는 이유와 20 를 조사 상으

로 선정하여 상 으로 학생의 비 이 많이 높아 

나타난 상으로 해석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

다. 따라서 이들은 가장 경제 인 소비를 하기 해서 

아울렛의 가격  측면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연구에서 제품

이나 품질에 한 쇼핑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 다. 이는 기존 아울렛

은 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담당하는 곳에

서 이젠 아울렛도 새로운 유행을 만들고 유명상표들

도 입 해 있는 곳이라고 소비자들의 생각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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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제언

패션 아울렛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쇼핑성향이 

랜드 충성도  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

으로써  소비자들의 쇼핑성향과 이에 한 효율

 마  략을 해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으며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과의 비교  고찰

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첫째, 랜드 충성도 하 요

인에 따른 소비자의 쇼핑성향인 즐거움 추구성향, 유

행 추구성향, 유명상표 추구성향, 신 구매 추구성향, 

경제  추구성향에 미치는 향은 랜드 충성은 유

행 추구성향과 유명상표 추구성향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랜드 심은 유명상표 

추구성향과 경제  추구성향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 쇼핑성향인 즐

거움 추구성향, 유행 추구성향, 유명상표 추구성향, 

신 구매 추구성향, 경제  추구성향과 쇼핑 만족도

의 제품, 포분 기, 서비스․ 포명성, 입지편의, 

가격의 계에 이어서는 쇼핑 만족도의 하 요인  

가격에 있어서는 경제  추구성향을 추구하는 소비

자들만이 정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하여 20 의 소비자들은 랜드의 

가치에 치 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기존의 랜드의 

가치를 강화시키면서 새로운 트 드를 부여하는 마

 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랜드에 

한 지속 인 소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가격이 요 요인임이 밝 졌으므로 아울렛 소비자

들을 한 시즌별 다양한 가격정책으로 소비자행동

을 자극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아울

렛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경제  혜택을 가장 요시

하는 소비행동을 보이므로 각 랜드별 가격정책과

는 별도로 아울렛 자체 가격정책  이벤트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마  로모션

이 개발되어져야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비자의 쇼핑성향이나 랜드 

충성도  쇼핑 만족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으

며, 특히 은 남성들은 기존의 기성세 와는 달리 

자신을 꾸미는 것에 해서 심이 많기 때문에 일

반화하여 용할 수 없는 제한 이 있으므로 남성과 

여성 소비자를 구분하여 그 차이 을 비교하여 보다 

디테일한 마  략을 세울 수 있는 자료 제공을 

한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한 연령별 쇼핑행동에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 상을 20 로 국한 시켜 조사

한 본 연구로서는 타 연령 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폭 넓은 연령 의 연구로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다

양한 마  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뿐

만 아니라 구․경북에 국한시켜 지역  특성은 설

명할 수 있으나 모든 지역에 확  용하기 어려우

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질 필요

가 있다. 재는 다양한 형태의 아울렛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아울렛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비

교 분석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쇼핑성향과 쇼핑 

만족도를 연구하여 소비자의 행태에 한 다각 인 

방법으로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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