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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tudents' reasons and standards for purchasing their casual upper 

garments through online shopping. A questionnaire composed of 26 items in five-point Likert type (14 items for 

measuring reasons, and 12 items for measuring standards for their purchase) was administered. The subjects were 

422 male and female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colleg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region of Daegu. For a statistical analysis, a 3×2 two way ANOVA design (3 levels of schools: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and 2 sexes: male and female) was involved, and Turkey's HFD multiple comparisons were 

mad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asons for students' purchasing casual upper garments through online shopping 

malls were as follows: quality, availability of discount coupons and points, other benefits such as special promotions, 

gifts, the easy return of goods and refunds, and also no trial of wearing shirts even at off-line stores. Significant 

differences in purchasing reasons through online shopping were found among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mostly found in three 

variations of purchasing reasons: ease of availability of garments in contemporary fashion, convenient shopping 

without any restriction on time, and the decision to purchase with help from consumers' recommendations.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were found in the following standards 

for the students' decision to purchase their casual upper garments through online shopping: affordability, color, design, 

style, payment safety, and ease of maintenance (cleaning and ironing).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categories: affordability, fashionable, brand name, free delivery, 

product quality, coordination with other clothes, and consumers' recommendations on the products concerned.

Key words: online shopping(인터넷쇼핑), casual upper garments(캐쥬얼상의), behavior patterns of purchasing

(구매행동패턴), reasons for purchasing(구매이유), standards for purchasing(구매시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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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한국인터넷진흥원(2009)1)의 인터넷 이용 실태조

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만 6세 이상)

중에 인터넷 이용자 수는 3억 5740만 명이며, 명이

며, 인터넷 이용률은 77.6%이다. 2000년도를 기준

하면, 인터넷 이용률은 지난 10년간 무려 73.6%나 

증가하였다. 2009년 현재 남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68.28%, 여성의 이용률은 70.3%였고, 연령층별로는  

12～19세의 이용률은 그 연령층의 88.6%, 20대는 

88.6%, 30대는 73.5%, 40대는 44.1%, 50대는 30.1%, 

60대 이상은 16.0%이다. 인터넷 이용률만 따진다

면, 남성과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비슷하고, 12～

19세와 20대는 그 연령층의 거의 2/3(68.0%, 12～

19세) 또는 그 이상(73.5%, 20대)이 인터넷을 이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는 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2.3%

가 “최근 1년 이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를 구매(예약, 예매 포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들은 월평균 1.8회 정도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였으며, 월 2회 이상 인터넷 쇼핑몰

을 이용한 사람은 22.4%로 조사되었다고 했다(한국

인터넷진흥원, 2008). 또한 2009년도 청소년의 인터

넷 이용률은 99.9%로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인터

넷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청

소년 인터넷 이용자들 중 68.0%가 최근 1년 이내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으로 쇼핑한 품목들을 살펴보면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악세서리’ 등이 전체 구매 품목의 63.7%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악(40.3%)’, ‘동영상

(영화, TV 프로그램; 32.7%)’, ‘화장품(30.4%)’, ‘공

연, 교통 예약, 예매(27.5%)’ 등의 순이었다(한국인

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 쇼핑을 이용할 것인가의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 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

용자의 85.9%(인터넷쇼핑 이용자의 98.2%)가 향후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며,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66.9%도 인터

넷을 이용하여 몇 가지 물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고 답했다고 하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또한 지난 5년간 학생들의 인터넷 쇼핑 실태를 

조사한 몇몇 보고서를 예로 들면, 임수연과 나영주

(2005)2)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녀 학생을 대상으

로 그들의 인터넷 쇼핑 실태를 조사했고, 윤선(2007)3)

은 고등학교 여학생을, 김은희(2008)4)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학생을, 정선윤(2008)5)은 남녀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 실태를 밝힌 바가 있다. 

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입한 상품들 중에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은 상의 제품(67.7%, 김은희, 20086))

이라고 했고, 윤선혜(2008)7)는 패션 잡화(56.6%)

를 가장 많이 구매한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 품목은 

캐주얼 의류(38.9%)라고 보고하였다. 정선윤(2008)은 

제일 많이 구입한 상품은 캐주얼 의류(38.9%)였고, 

그 중에서도 구매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상의 

단품, 하의 단품, 스포츠웨어, 신발 순으로 나타났

다. 구매 후의 만족도가 73.3%(윤선혜, 2008)인 것을 

보아, 그들의 2/3는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들

이 입을 캐주얼 상의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사 대상을 선정한 지역, 표본의 크기, 표집방법 등

에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경험과 구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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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통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70% 이

상의 학생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였고, 가장 많이 

구입한 품목은 그들이 입을 캐주얼 상의였다.

인터넷 이용률과 인터넷 쇼핑몰 이용률은 앞으

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할 것은 확실하다. 연령층별 

통계를 보면,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중 12～19세 

남자는 61.0%, 여자는 68.0%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

용했고, 20～29세 남자는 87.3%, 여자는 86.6%가 인

터넷 쇼핑몰을 이용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대학생들의 연령은 19～25세(군 제대 복귀자 포함)

이므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20～29세 대상자 중

의 대략 반은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

하자면, 인터넷 사용률과 그것을 이용하여 패션 제

품을 구입하는 인구는 학생들이 가장 많고, 전자거

래 방식의 생소함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가족의 옷을 구매할 때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김선남, 20078); 김민정, 20099)).

일반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주기에 따라 연령(최

은영, 200010); 양화영, 200311); 황진숙, 양화영, 200612); 

정선윤, 2008; Gillman et al., 200113); Austrians, 200814)) 

그리고 성별에 따라, 의복 구매 또는 의복 행동에 

현저한 연령 및 성차가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

져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

몰을 통해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학생들의 소비 행

동 패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따로 분리

하여 그들의 캐주얼 상의를 구매하는 행동 패턴을 

밝혔고, 대학생들의 인터넷 쇼핑 패턴은 박종순과 

이종만(2009)15)에 의해 별도로 연구되어, 인터넷 쇼

핑에 있어서의 연령단계의 차이 및 성차가 체계적

으로 연구되지 않았다(Sin & Tse, 2002)16).

의류 제품들의 마케팅 방식의 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추어(Dianna & Perry, 2002; Todara, 2009), 우

선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들 자신이 입을 캐주얼 상

의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이유와 그것을 구입

할 때에 고려하게 되는 주요 사항들에 관한 연령 

단계 및 성차를 밝히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중등학교 가정교과 교재와 학교에 따

라 강좌명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교 교양

과정에서 개설되고 있는 ‘가족생활과 문화’ 영역에

도 아직 인터넷 쇼핑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소비 행동을 이해하

게 하고, 또한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가 한 몫

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들이 입을 캐주

얼 상의를 구매하는 이유들은 각각 그들의 연령집

단(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따라 그 평균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들이 입을 캐주

얼 상의를 구매하는 이유들은 남녀(남학생, 여학생)

간 평균점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들이 입을 캐주

얼 상의를 구매할 때에 고려하는 사항들은 그들의 

연령집단(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따라 각각 

그 평균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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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들이 입을 캐주

얼 상의를 구매할 때에 고려하는 사항들의 평균점

은 남녀(남학생, 여학생) 간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

이다. 

Ⅱ. 이론적 배경

2010년 12월 26일 현재 국회도서관17)에 소장되

어 있는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학위 논문은 620건, 

학술지 게재 논문은 342건이다. 인터넷 쇼핑은 경

영, 전자, 매체, 정보, 유통, 또는 소비자 행동 등과 

같은 이슈를 다루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취급되

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농산물과 의류 제품이 

인터넷 쇼핑 상품으로 가장 많이 취급되고 있으면

서도 패션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논문들은 그 

수가 별로 많지 않다.

인터넷 쇼핑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구매 

실태 및 구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에 

한정되었고, 주로 ‘구매 이유’ 및 구매 시의 ‘고려

사항’이라는 과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런데 그 이슈를 다룰 때에 논쟁의 초점으로 등장되

고 있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 첫째, 구매 이유와 구

매 시의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개념 설정이 애매

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다. 둘째, 인터넷을 통해 의

류 제품을 쇼핑하는 이유와 구매 시의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 또는 내용

들이 많다. 셋째, 인터넷을 통해 의류 제품을 쇼핑

하는 이유와 구매 시의 고려사항에 있어서 소비자

의 연령 증가 및 성차에 따른 구매 이유와 구매 시 

고려사항의 단계적 변화를 밝히려는 체계적인 노

력이 없다는 것이다.

1.개념의 정의에 한 문제

인터넷을 통해 의류 제품을 구매할 때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이유를 구매 이유(양

화영, 2003; 윤선혜, 2008), 구매 의도(임연세, 곡효

애, 200818)), 구매 동기(김은희, 2008)라 했고, 인터

넷 쇼핑을 통해 의류 제품을 구입할 때에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요소들을 고려사항(유난

숙 등, 200519)), 선택 기준(양화영, 2007; 윤선, 2007)

이라고도 했으며, “구매 이유”와 “선택 기준”을 각

각 혹은 하나로 묶어서 “의복 구매 행동”이라고 부

르기도 하여 연구들 간에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 있

지 않다.

거듭 말하지만, 그들이 ‘구매 이유’라고 할 때에, 

그것은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아니고 그 제품을 

구입할 때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유를 지

칭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고려사항 또는 판단 

기준은 그것이야말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

을 구입할 때에 상품 및 서비스 등을 판단하는 기

준을 지칭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구매 이유와 고려

사항은 동의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저렴한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

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으

로 제품을 구입할 때에 “제품의 가격”을 구매의사

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구

매 이유와 구매 시의 고려사항을 측정하기 위해 만

든 설문지의 문항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거의 일치

되고 있어(양화영, 2003; 윤선, 2007; 윤선혜, 2008), 

구매 이유와 고려사항은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어

려운 정도이다.

구매 이유와 구매 시의 고려사항을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려는 노력은 향후 지속되어야 하

겠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판이하다고 하여 동전을 설명할 때에, 동전의 앞면

과 뒷면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생략할 수 없듯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두 개념은 모두 다루어져야만 

할 것 같다.

2.연  결과의 불일치에 한 문제

양질의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편

리한 시간에 쇼핑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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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박혜선, 이연, 김현숙, “한․중 대학생들의 인터넷 의복쇼핑동기와 고객충성도,” 한국의류학회지 33권 11호 

(2009), pp. 1744-1754.

21) 김선숙,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의류상품 쇼핑행동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22) 홍병숙, 이은진, 마효연, “인터넷 패션 쇼핑몰의 상품특성이 여성 소비자의 쇼핑가치, 구매만족도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3권 11호 (2009), pp. 1828-1838.

23) 남은하, 이진화, “인터넷 패션소비자의 위험지각이 구매결정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3권 11호 

(2009), pp. 1707-1718.

24) H. L. Miller and M. Chesworth, This is Your Life Cycle, (New York: Clarion Books 2008), pp. 44-89.

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 등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의류 제품을 쇼핑하는 이유와 구매 시의 고려

사항을 다룬 연구들에서 일관된 경향성을 발표한 

부분들도 많다. 그러나 구매 이유와 고려사항의 우

선순위에 있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연구들도 적

지 않다(양화영, 2003; 유난숙 등, 2005; 윤선, 2007; 

김은희, 2008; 정선윤, 2008).

그러한 결과는 표적 집단의 설정과 표집 방식, 

즉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대한 배려, 인구학적 변

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의 차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의류 제품을 구

입할 때에 구매 이유와 구매 시의 고려사항은 인구

학적 변수에 따라 아주 민감하게 움직인다. 

생산자 측에서는 전국을 모집단으로 하는 데이

터가 필요하지만, 소매상 및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

면, 특정 연령, 직업, 신분(주부, 학생 등)을 단위로 

하는 유층화된 정보가 필요하고, 모든 연령층을 포

함하는 전국적인 데이터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 마

케팅과 소비자 행동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지역, 연

령, 성별로 분할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그런 정보는 일치되기 어려우며, 그 자체가 하나의 

실제 또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3.연령 단계 및 차에 한 문제

인터넷을 통해 의류 제품을 쇼핑하는 이유와 구

매 시의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20～30대 

남녀 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세대(연령) 간, 남․여간 차이를 밝히려고 하

였다.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가 가장 많고 

또한 사용률도 가장 높은 층이 학생들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이 입을 의복은 물론, 컴퓨터 사용방

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 가족들의 의복들도 구입

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쇼핑에 있어서의 구매 이유와 구매 시의 

고려사항은 남․여 고등학생들만(윤선, 2007)을, 여

자 중․고등학생들만(김은희, 2008)을 연구 대상으

로 한 연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남․녀 

중․고등학생들을 표집하여 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또는 학년, 남․여(남학생, 여학생)에 따른 차

이를 비교하였다(양화영, 2003; 유난숙 등, 2005; 윤

선혜, 2008; 정선윤, 2008). 학년에 따른 차이는 임

수연과 나주연(2005)만이 다루었다. 

임연세와 곡효애(2008)와 박종순와 이종만(2009)

은 각각 인터넷 쇼핑에 대한 한․중 대학생들의 태

도 및 쇼핑 태도를 조사, 비교하였다. 박혜선 등

(2009)20)도 한․중 대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들

이 입을 의복을 쇼핑하는 동기를 조사, 비교하였다. 

물론, 의류 제품을 인터넷으로 쇼핑한 20～30대를 

대상으로 하여 행동 패턴을 조사한 연구 대상에는 

대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김선숙, 200321); 

홍병숙 등 200922); 남은하, 이진화, 200923)), 그 연

구들은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대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에 비

해 다소 자유롭게 자신이 입을 의복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및 시간적 여유도 있고, 가족들의 간

섭을 받지 않고 구매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

에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매 이유와 구매 시의 

고려사항을 연구할 가치는 있다.

그러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만을 표집하여 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및 남․여에 따라 인터넷을 이

용하여 캐주얼 상의를 구매하는 이유 및 고려사항

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

여 조사했을 뿐이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유층 표집하여 연령 증가와 성차에 따라 인터넷 쇼

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이유와 구매 시의 고려사항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찰, 분석한 연구는 없다.

생활주기가 다르면, 생활양식에 현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Miller & Chesworth, 200824); Aust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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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 J. Wagner, Family Clothing Consumption: A Cross Sectional Comp. (2009) -Arison of Family Life Cycle 

and Family Consumptional Models. Michigan: Ann Arbor University M.

26) D. R. Shaffer and K. Kipp,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 Adolescence, (California: Wadsworth 

Publications, 2009).

27) S.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New York: Fairchild, 1996).

28) 최은정, “인터넷 쇼핑몰과 케이블 TV 홈쇼핑 이용자들의 의류제품 구매 특성 비교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 44-89.

29) 이호연, “의복쇼핑성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0) 정정현, “인터넷 쇼핑과 TV 홈쇼핑 위험지각에 따른 의복쇼핑성향, 구매의도, 구매 행동” (건국대학교 디자

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008), 그로 인해 의복 행동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

나기 마련이다(Wagner, 199225)). 그에 관한 연구들

은 이미 발달심리학에서 많이 다루어졌고(Shaffer 

& Kipp, 200926)), 의류학, 특히 의상사회심리학 분야

에서도 아주 비중 있게 취급되어 왔다(Kaiser, 199627); 

Gillman et al. 2001). 인터넷으로 의류 제품 구매 행

동을 다룬 연구들은 생활양식(life style)에 따른 변화

만을 다루었고, 생활주기(life cycle)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황진숙, 양화영(2006)만이 관심을 기울였

으며, 별로 주목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의류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와 구

입할 때에 고려하는 사항들은 의복의 종류와 가격 

여하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며(최은

정, 200228); 김은희, 2008; 윤선혜, 2008), 그것들을 

하나 하나 조사할 필요는 있지만, 학생들만(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리고 우선 캐

주얼 상의를 쇼핑할 때의 구매 이유와 구매 시의 

고려사항에 관한 연령단계 및 성차를 체계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집단의 컴퓨터 

사용률이 가장 높으며, 또한 그들이 인터넷 쇼핑몰

을 통해 구입하는 의류 중에 캐주얼 상의가 가장 

많기 때문에(최은정, 2002; 유난숙 등, 2005; 윤선, 

2007; 김은희, 2008; 이호연, 200529); 정선윤, 2008), 

그것에 대해서만 밝혀보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

하여 의류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와 구매 시의 고려

사항에 대해 연령 단계 및 성차에 따른 차이를 알

아볼 수 있을 것 같다.

Ⅲ. 연  방법

1.연  상

본 연구는 2009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캐주

얼 상의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한 총 

422명의 남녀 학생들이 대상이었다. 그 중 중학생

은 95명(22.57%), 고등학생은 188명(44.66%), 대학

생은 139명(33.02%)이었고, 남학생은 140명(33.25%), 

여학생은 282명(66.98%)이었다.

2.측정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캐주얼 상의를 구매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지는 14개의 Likert type 5품등 평

정척도 문항으로 구성했고, 그것을 구입할 때에 고

려하는 주요 사항들을 묻는 설문지는 12개의 Likert 

type 5품 등 평정척도 문항으로 만들었다.

두 설문지의 문항들은 양화영(2003), 정정현(2004)30), 

윤선혜(2006), 윤선(2007), 정선윤(2008), 김은희(2008)

가 의복 행동을 측정할 때에 사용한 문항들을 참고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 보

완하여 만든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캐주얼 상의를 구매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지를 94명에게 2주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0.83이었고, 캐

주얼 상의를 구매할 때에 그들의 주요 고려사항을 

조사하는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는 0.87이었다. 두 

척도의 타당도 계수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구한 

안면타당도만을 참고하였고, 준거 관련 타당도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았다.

3.자료 분

수집한 데이터는 26개 문항별로 각각 3(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 대학교 학생)×2(남학생,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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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이원변량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집

단 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urkey의 HFD

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 상호작용 효과(중학교 학

생, 고등학교 학생, 대학교 학생×남학생, 여학생)는 

처음부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단 간 

연령과 성차를 한꺼번에 분석하고, 동시에 두 변인

<표 1> 인터넷을 통한 캐주얼 상의 구매 이유 : (이원변량분석)

성별(1)
학년 

그룹2)

성별

학교(2)
오차 합계

일반매장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MS 0.152 0.073 1.827

270.722 6,213.000
F 0.223 0.112 2.807

힘들게 매장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
MS 0.002 1.281 0.015

208.723 7,117.000
F 0.003 2.553 0.029

제품이 다양하다. 
MS 0.244 0.776 0.307

280.026 6,672.000
F 0.362 1.152 0.457

유행하는 옷을 쉽게 접할 수 있다.
MS 9.011 0.179 0.165

254.772 5,777.000**
F 14.714 0.747 0.269

제품의 질이 좋다.
MS 0.369 6.255 0.867

239.204 2,955.000*
F 0.688 10.879 1.508

언제든지 쇼핑이 가능하다.
MS 2.996 0.244 0.117

234.385 7,063.000*
F 5.317 0.434 0.207

할인쿠폰이나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다. 
MS 1.431 5.562 5.597

348.588 5,614.000*
F 1.708 6.637 6.680

시중에 없는 독특한 제품들이 많다. 
MS 0.252 0.421 4.402

316.739 5,546.000
F 0.331 0.553 5.782

서비스가 좋다.(이벤트, 선물, 반품, 환불)
MS 1.730 10.566 1.892

363.866 3,933.000*
F 1.978 12.080 2.163

구매 후기를 보고 결정할 수 있다.
MS 8.326 0.255 1.303

324.272 6,167.000*
F 10.681 0.328 1.671

국내에 없는 해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MS 1.415 0.593 1.233

420.825 5,199.000
F 1.398 0.586 1.219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다. 
MS 0.647 0.856 0.002

270.725 6,554.000
F 0.994 1.315 0.002

캐주얼이라서 사이즈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

문이다.

MS 0.161 0.559 0.323
338.319 3,885.000

F 0.198 0.688 0.398

티셔츠류는 매장에 직접 가도 입어볼 수 없는 경

우가 많으므로

MS 0.090 3.424 2.001
391.402 3,626.000*

F 0.096 3.639 2.127

*p<0.05.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일종의 오차 변량으로 취급

하여 두 주효과의 통계적 의미만 다루었다.

Ⅳ. 결과 및 논의

1.인터넷 쇼핑 에  캐주얼 상의  매한 이유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422명의 학생들이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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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이 입을 캐주얼 상의를 인터넷 쇼핑몰에

서 구매한 이유를 3(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

생)×2(남학생, 여학생)으로 나누어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표 1〉과 같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그들이 입을 캐주얼 

상의를 구매한 이유를 묻는 14개 문항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간에 5% 수준에서 유의

한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문항은 4개-5, 7, 9, 14

번 문항이었고, 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

가 발견된 문항들은 3개-4, 6, 10번 문항들이었다.

1) 등,고등, 학  학생들 간의 매 이유 차이

주효과 A는 3개 집단(중등, 고등, 대학교 학생)

으로 분할되어 있고, 4개 문항(5, 7, 9, 14번)에서 유

의한 차가 나타났기 때문에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

차를 제시하고, Turkey의 HFD기법으로 평균 간의 

차이를 비교, 검정한 결과는〈표 2〉와 같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캐주얼 상의를 구매한 이

유로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문항들은 “제품의 질이 

좋기 때문(5번)”, “할인 쿠폰이나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7번)”, “이벤트, 선물, 반품, 환불 같은 서

비스가 좋기 때문(9번)”, “티셔츠류는 직접 매장에 가

도 입어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14번)”이었다.

검증한 결과는, “제품의 질이 좋기 때문”, “할인

쿠폰이나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이벤트, 

<표 2>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간의 구매 이유 차이

문항
중학생

(n=140)

고등학생

(n=282)

대학생

(n=139)

합계

(n=422)

5
M 2.7053 2.6436 2.2518 2.5284 M, H, C*

a>c*, b>c*SD 0.8235 0.7498 0.7233 0.7816

7
M 3.8000 3.5798 3.2518 3.5213 M, H, C

a>c*, b>c*SD 0.8944 0.9128 0.9787 0.9517

9
M 3.1263 3.0532 2.5180 2.8934 M, H, C*

a>c*, b>c*SD 1.0442 0.9687 0.8196 0.9750

14
M 2.7789 2.8989 2.5683 2.7630 H, M, C

b>c*SD 0.9695 0.9786 0.9635 0.9800

*p<0.05.

a=M, b=H, c=C, M=Middle, H=High, C=College

선물, 반품, 환불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인터넷 쇼

핑몰에서 자신이 입을 캐주얼 상의를 구입했다고 

답한 문항에서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교 학생 집단

의 평균이 각각 대학생 집단이 취한 평균보다 유의

하게 높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교 학생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들 세 가지 이유들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발견되지 않

았고, 중학생과 대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의 차

아만 유의하지만, 캐주얼 상의를 구입할 때에 인터

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이유로 중요하게 여기

는 전반적인 강도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위

이고, 그것이 비교적 일관된 경향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오직 한 문항, “티셔츠류는 직접 매장에 

가도 입어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으로 캐주얼 상의를 구입한다고 답한 순위가 바뀌

어져,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집단 순으로 평균이 

높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그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 간의 차만 유의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

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캐주얼 

상의를 쇼핑한 이유를 조사한 연구에서 대학생들

을 포함시키지 않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만 대상

으로 하여, 나이의 증가에 따른 구매 이유의 변화

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선행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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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김효신, 이선재,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상품 구매의도 결정요인,” 복식문화학회지 55권 6호 (2001), p. 116.

32) 손민석, 박혜선, “의복 쇼핑성향에 따른 청소년 집단들의 의복구매 행동,” 한국의류학회지 25권 6호 (2001).

33) Eunju Ko, Heewon Sung and Hyelim Yun, “Comparative Analysis of Purchase Intentions toward Smart 

Clothing between Korean and U. S. Consumer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6 No. 1 (2009).

34) G. G. Lee and H. F. Lin, “Customer Perceptions of E-service Quality in Online Shopping,”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Vol. 33, No. 2 (2005), pp. 161-176.

35) Hyun-Hwa Lee, Jihyun Kim and Ann Merie Fiore, “Affective and Cognitive Online Shopping,” Experience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28 No. 2 (2010), pp. 140-154.

36) Kim Jihyun and Mary Lynn Damhorst, “Effects of Level of Internet Retailer's Service Quality on Perceived 

Service Quality, Perceived Valu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an Internet Retailer,”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28 No. 1 (2010), pp. 56-73.

이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남․

여 고등학생들을 1, 2, 3학년으로 나눈 다음 그들이 

인터넷을 통해 캐주얼 상의를 구입한 이유를 조사

한 정선윤(2008)은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한다고 답

한 학생들은 3, 1, 2학년 순이고, 제품이 다양해서 인

터넷을 통해 쇼핑한다고 말한 학생들은 1, 3, 2학년 

순이었다. 유행하는 제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쇼핑한다는 순위는 1, 2, 3학년이었다.

불과 1년 간격을 두고 학년에 따라서 구매 이유

가 다르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겠으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매

장을 찾아가서 의류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를 규명

한 김효신(2000)31), 손민석과 박혜선(2001)32)과 임

수연과 나연주(2005), 그리고 유난숙 등(2005)과 Ko 

et al.(2009)33)의 연구 결과에서도 어떤 일관된 패턴

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것도 대상자 표집의 대표성, 

측정문항들의 통일성(구매 이유를 묻는 문항의 내

용과 그 구성이 연구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 등

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2)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의 매 이유 평균 차이

주효과(B)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3개 문항-“유행하는 옷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4

번)”, “언제든지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6번)”, “다른 

사람들의 구매 후기를 읽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10)번”이었으나, 주효과 B는 2개 집단(남학생, 

여학생)으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변량분석을 결

과로 평균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및 평균 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표 

3〉과 같다.

<표 3> 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의 구매 이유 평균 차이

문항
남학생

(n=140)

여학생

(n=282)

합계

(n=422)

4
3.3929

0.7929

3.7234

0.7742

3.6137

0.7949
F>M*

6
3.8857

0.7929

4.0887

0.7228

4.0213

0.7532
F>M*

10
3.5429

0.9624

3.8050

0.8400

3.7180

0.8900
F>M*

*p<0.05.

F=Female, M=Male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캐주얼 상의를 구입하는 이

유로 “유행하는 옷을 접할 수 있기 때문”, “언제든

지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 “다른 사람이 쓴 구매 

후기를 읽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란 

문항에서 여학생들이 받은 평균이 남학생들이 받

은 평균에 비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정선윤(2008)은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

들은 여학생들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품질이 좋

기 때문, 할인 쿠폰,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유행하는 제품을 쇼핑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캐주얼 상의를 구입한다고 했고, 반대

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다양한 제품을 접

할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인터

넷을 이용하여 구입한다고 했다(Lee & Lin, 200534); 

Lee et al. 201035); Kim & Damhorst, 201036)).

그러나 이들의 연구 결과는 7개 항목(구매 이유 측

정 문항)에서 남녀 학생들이 취득한 빈도의 순위(문

항별로 1, 2, 3)로 분류한 다음 카이 검증을 하였고, 

또한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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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J. Kim, A. M. Fiore and H. H. Lee, “Influences of Online Store Perception, Shopping Enjoyment, and Shopping 

Involvement on Consumer Patronage Behavior toward an Online Retailer,”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Vol. 14 No. 2 (2007), pp. 95-107.

38) P. To, C. Liao and T. Lin, “Shopping Motivations on Internet: A Study Based on Utilitarian and Hedonic 

Value,” Technovation Vol. 27 (2007), pp. 774-787.

있다. 최은영(2002)도 비슷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

석했으며, 결과는 다소 상이했다. 아마도 그것은 표

적 집단이 연구마다 달랐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

로 해석하고, 이 연구의 결과도 그러한 맥락에서 수

용하기로 했다(Kim, et al. 200737); To et al. 200738)).

2.인터넷 쇼핑 에  캐주얼 상의  매할 에 

고려하는 사항

<표 4> 인터넷을 통해 캐주얼 상의를 구매할 때의 고려사항 분석

성별(1) 학년 그룹(2) 성별*학교(2) 오차 합계

가격은 적당한가
MS 2.587 5.021 0.420

206.384 6,869.000**
F 5.214 10.120 0.846

색상, 디자인, 스타일은 괜찮은가
MS 0.982 4.710 0.795

211.174 7,698.000*
F 1.934 9.278 1.566

믿을만한 쇼핑몰인가
MS 1.289 0.502 0.375

290.344 6,668.000
F 1.846 0.719 0.537

유행에 걸맞는가
MS 3.244 0.667 0.612

284.450 4,844.000*
F 4.745 0.975 0.894

어느 브랜드 제품인가
MS 14.238 0.391 1.050

372.663 4,473.000*
F 15.894 0.437 1.172

교환이나 환불이 보장되는가
MS 0.486 1.902 0.493

355.439 5,873.000
F 0.568 2.226 0.577

결제가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는가
MS 1.746 2.602 1.014

312.687 6,769.000*
F 2.323 3.461 1.349

무료 배송인가
MS 8.775 1.444 1.901

339.334 6,746.000*
F 10.758 1.770 2.330

세탁과 다림질을 쉽게 할 수 있는 옷

인가

MS 0.574 2.884 2.201
398.630 4,523.000*

F 0.599 3.010 2.297

품질은 좋은가
MS 2.519 0.045 0.258

293.564 6,378.000
F 3.569 0.063 0.365

내가 가진 다른 옷과 잘 어울리는가
MS 9.166 1.791 0.169

263.587 7,479.000*
F 14.466 2.827 0.266

구매 후기나 친구들의 평은 어떠한가
MS 10.559 0.418 1.347

314.484 6,285.000*
F 13.967 0.552 1.782

*p<0.05.

같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이 입을 캐주얼 상의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때에 학생들이 고려

하는 사항들을 물은 데이터를 3(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2(남학생, 여학생)으로 나누어 이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는〈표 4〉와 같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그들이 입을 캐주얼 

상의를 구매할 때에 고려하는 사항(의사결정 기준)

을 묻는 12개 문항 중에〈표 4〉,〈표 6〉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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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5, 8, 11, 12번 문항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들이었다.

1) 학 ,고등학 , 학  학생들의 매 시 고

려사항 차이

주효과 A는 3개 집단(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으로 분할되었기 때문에, Turkey HFD로 4개 

문항(1, 2, 7, 9번)에서 그들이 취득한 평균점에 대

하여 각각 사후 평균비교를 한 결과는〈표 5〉와 같

다.

“결재의 안정성(7번)”과 “세탁과 다림질의 용이

성(9번)” 문항의 평균은 그 값의 크기가 각각 중학

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위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평

균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

교 학생 집단의 평균은 대학생 집단이 취한 평균보

다 유의하게 높지만〈표 5〉에 따르면 중학생과 고

등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자신이 입을 

상의를 구매할 때에 그들이 고려하는 “색상, 디자

인, 스타일(2번)” 문항의 평균은 중학생, 대학생, 고

등학생 차례로 그 순위가 바뀌어졌다. 그러나 Turkey 

HFD로 평균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중학생과 대

학생들의 평균이 고등학생들이 취한 평균보다 유의

하게 높지만〈표 5〉에 따르면 중학생과 대학생간

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가격의 적절성(1번)” 문항에서 받은 평균의 크

기는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차례였다. 이 문항

<표 5>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의 구매 시 고려사항 평균

문항
중학생

(n=140)

고등학생

(n=282)

대학생

(n=139)

합계

(n=422)

1
4.0211

0.6992

3.8085

0.7568

4.1511

0.6473

3.9692

0.7239

C, M, H

c>b, c>a

2
4.3895

0.6239

4.0532

0.7926

4.2960

0.6643

4.2085

0.7289

M, C, H

a>b, c>b

7
4.0105

0.9396

4.0000

0.7670

3.7122

0.9498

3.9076

0.8792

M, H, C

a>c, b>c

9
3.3158

1.0745

3.1543

1.0094

2.9424

0.8745

3.1209

0.9903

M, H, C

a>c

a=M, b=H, c=C

M=Middle, H=high, C=College

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이 

받은 평균은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취득한 평균

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았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

들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캐주얼 상의를 구매할 때에 

고려하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정선윤(2008)이 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간의 차이를 규명한 결과

가 1학년>2학년>3학년 차례였고, 유행은 1학년>2

학년=3학년 순서로 신중하게 고려하였다고 보고했

다. 유난숙 등(2005)은 인터넷을 통해 캐주얼 상의

를 구매할 때에 중학생들은 디자인과 사이즈를 각

각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는데 반하여, 고등학

생들과 중학생들은 가격과 상표를 중요하게 고려

한다고 하였다. 

두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패턴을 찾기가 어

려웠고, 또한 비록 부분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연구

의 결과와도 별로 일치되지 않은 것은 연구 대상의 

표집 차이로 말미암아 생긴 현상일 것이라고 추측

된다. 정선윤은 남․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

사하였고, 유난숙 등(2005)도 남․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나, 이 연구에

서는 중․고․대학생들을 모두 표집하여 조사하였

고, 또한 구매 시의 고려사항을 묻는 문항과 그 구

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의 매 시 고려사항 차이

주효과 B는 2개 집단(남학생, 여학생)으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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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구매 시 고려사항 측정

치의 평균

문항
남학생

(n=140)

여학생

(n=282)

합계

(n=422)

1
3.8286

0.7769

4.0390

0.6869

3.9692

0.7239
F>M

4
3.1571

0.8420

3.3475

0.8222

3.2844

0.8326
F>M

5
3.3571

0.9526

2.9894

0.9413

3.1114

0.9597

M>F, 

브랜드

8
3.6571

1.0372

4.0071

0.8315

3.8910

0.9208
F>M

11
3.8857

0.8903

4.2518

0.7478

4.1303

0.8153
F>M

12
3.4929

0.9330

3.8865

0.8360

3.7559

0.8878
F>M

F=Female, M=Male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평균 차이를 검증하지 않고, 

학생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그들의 캐주얼 상

의를 구입할 때에 고려하는 사항에 있어서의 남학

생과 여학생들 간 평균차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여학생들이 “가격의 적절성(1번)”, 

“유행이 반영된 정도(4번)”, “무료 배송 여부(8번)”, 

“내가 가진 다른 옷과의 코디(11번)”, “다른 사람들

의 구매 후기 및 평가(12번)를 보고” 문항의 평균들

은 각각 남학생들이 그 문항에서 취득한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다. 그러나 “제품의 브랜드(5번)” 문항

에서는 남학생들의 평균이 여학생들이 취득한 평

균보다 유의하게 높다. 

정성윤(2008)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캐주얼 상

의를 구매할 때에 고려하는 사항으로 가격, 디자인, 

색상, 소재, 사이즈, 유행, 상표, 쇼핑몰 인지도, 교

환/환불 서비스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남학생들

과 여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가 발견된 항목들은 소

재와 유행 항목이었고,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그 두 요인들을 민감한 고려사항 또는 구매의사 결

정준거로 삼았다고 한다. 유난숙 등(2005)은 중학

생들은 고등학생들에 비해 디자인을 주요 고려사

항으로 생각하고, 그에 비해 고등학생들은 중학생

들보다 가격, 상표, 사이즈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인

식한다고 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연구 대상을 표집할 때에, 유층별 표집수가 모집

단을 대표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고, 구매 이유 및 

구매 시의 고려사항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선정과 

구성에 논의의 여지가 있다. 또한 구매 이유 및 구

매 시의 고려사항을 연령의 단계(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증가에 따른 변화와 성차를 밝히는 일에 

급급하여 문항 간 즉 구매 이유 및 고려사항들의 

상대적 무게를 다루지 않았던 것도 문제된다.

그러한 점들은 추후 연구 과제로 제언해 두고, 

다른 해석의 여지도 남아 있지만, 우선 이 연구에

서 얻은 결과 만을 요약,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4가

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그들

이 입을 캐주얼 상의를 구매하는 이유들 중에는 중

학생 및 고등학생, 대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제품이 좋기 때문”, “할인 쿠폰이나 포인트를 사

용할 수 있기 때문”, “이벤트, 선물, 반품 등과 같은 

서비스가 좋기 때문”, “티셔츠류는 직접 매장에 가

도 입어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5가지 

이유에서 단계에 따른 연령 차가 있다.

그 중에서 단한 문항, “티셔츠류는 직접 매장에 

가도 입어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캐주얼 

상의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이유의 전반적인 

강도는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순이다. 나머지 4

개 문항-“제품이 좋기 때문”, “할인 쿠폰이나 포인트

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이벤트, 선물, 반품 등과 

같은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캐

주얼 상의를 구매하는 이유의 전반적인 강도는 모

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이다.

둘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자신의 캐주얼 

상의를 구매하는 이유 중에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유행하는 옷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매 후기(평가)를 읽어본 

후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

해 구입한다. 그러나 반대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보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쇼핑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몰을 이용하여 그들이 입을 캐

주얼 상의를 구입한다고 하였다

셋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캐주얼 상의를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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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고려사항 중에 4개 항목-“가격의 적절성”, “색

상, 디자인, 스타일”, “결재의 안정성”, “세탁과 다

림질의 간편성”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간에 차이가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그들이 입을 캐주얼 

상의를 구매할 때에 주요 고려사항으로 “결재의 안

정성”과 “세탁과 다림질의 간편성”을 지적한 것은 

각각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이었고, “가격의 

적절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학생, 중학

생, 고등학생 순이었으며, “색상, 디자인, 스타일”은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차례로 주요하게 생각하

고 있다.

넷째,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입을 캐주

얼 상의를 구매할 때에 고려하는 사항들 중에서 여

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가격의 적절성”, “유행이 

반영된 정도”, “무료 배송 여부”, “내가 가진 다른 

옷과의 코디”, “다른 사람들의 구매 후기나 평가”

를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준거로 더 중요하게 생각

한다. 반대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제품의 브

랜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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