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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sports and outdoor market has been popular and expanding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five-day 
workweek and change of lifestyle. Outdoor clothing considered exclusive property of the middle-aged individuals in 
the past. Recently there is a drift towards having outdoor looking at the age of 1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eatures of purchasing behaviors and demographics by each groups targeting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questionnaires towards people who live in the city of Busan and 
who have experiences of buying outdoor clothing. Data analysis was conducted via SPSS 18.0 with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OVA, cross tabulation, frequency analysis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five factors sought for outdoor wear benefits: Individuality/Fashion, Brand, Attractive appearance, 
Economic value, Comfort/Functional. Cluster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four groups of outdoor wear benefits 
sought. Overall, the four groups were different in regard to purchasing behaviors and demographics. Based upon the 
results mentioned above, this study summarizes the key features of each group and can provide applicable suggestion 
for conducting strategic market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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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지난 2004년 공기

업, 금융업 등 1,000인 이상 사업장을 필두로 도입됐던 주 

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아웃도어 스포츠가 대중화되고 그

에 따라 아웃도어 마켓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서 가족 단위 아웃도어 활

동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Fashion channel, 
2012). Samsung design(2012)의 ‘2012년 하반기 캐주얼 

패션시장 분석’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아웃도어․스포츠 

시장은 전 복종 중에서도 가장 큰 성장을 보이며 13.3%까

지 증가, 조사 이래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내었고 20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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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등산을 할 때 아웃도어웨어

를 상,하의 모두 착장한 사람은 40-50대 이상으로 등산복

은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는 10-20대 

영 파워 소비가 스포츠․아웃도어 시장 트렌드를 새롭게 

형성해가고 있다. 10대 층에서도 ‘노스페이스’, ‘네파’ 등
은 머스트 해브 브랜드가 됐고,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아웃도어 의류제품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했으며, 이에 

맞춰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영 마케

팅을 강화하고 있다(Fashion Channel, 2012). 
이처럼 규모, 금액 면에서 확대되고 있는 아웃도어웨어 

시장에 중․고등학생 소비자는 새로운 소비 세력으로 등

장하고 있고, 업계는 이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

지만 중․고등학생 청소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웃

도어 의류제품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의류 추구혜택 세분화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스

포츠․아웃도어 의류제품에 대한 선행연구는 Lee(2002), 
Hwang(2004), Lee(2007), Cho(2008), Lee(2012)의 연구

가 있지만 이는 20-30대 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웨어 시장

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중·고등학생 소비자를 대상으

로 하는 추구혜택 세분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과포화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아웃도어웨어 시장의 새로

운 표적시장설정 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웃도어 

의류제품에 대한 추구혜택을 중심으로 세분집단으로 구분

하고, 각 세분집단의 의류구매행동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웃도어웨어

아웃도어(Outdoor)란 야외나 옥외를 말한다. 따라서 아

웃도어웨어란 야외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위해 착용되는 

의복으로 등산복, 골프복, 조깅복, 트래킹복 등과 같은 다

목적 스포츠의류를 통칭한다(Kim, 1997).

2. 추구혜택

추구혜택(Benefits sought)이란 소비자들이 제품의 사

용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요구(Needs) 및 

욕구(Wants)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제품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주관적 보상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

하는 것을 의미한다(Peter & Olson, 1987). 
스포츠 웨어나 아웃도어의류에 대한 추구혜택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Lee(2002)는 남녀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

인을 대상으로 추구혜택 기준을 브랜드 추구, 유행성 추

구, 외모매력성 추구의 심리적 차원과 경제성 추구, 실용

성 추구의 기능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소비자 가치와 스포

츠웨어 추구혜택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물질주의 

가치, 성취지향 가치, 타인의식이 높을수록 심리적 혜택을 

추구하고, 전통주의 가치와 추구혜택의 관계에서는 여자

는 외모매력성을 제외한 모든 추구혜택에서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남자는 경제성과 실용성에서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Hwang(2004)은 스포츠웨어 추구혜

택에 따른 세분시장 연구에서 체형보완/이성어필 추구, 신
분과시/유행추구, 편안함/기능성 추구, 개성추구, 젊음 추

구의 5가지 요인으로 추구혜택을 분류하고 세분집단별 해

외브랜드에 대한 태도, 쇼핑태도, 구매행동에 관하여 연구

하였다. 체형보완/신분과시 추구집단이 스포츠웨어 선택

기준으로 디자인, 광고, 상표, 유행을 중시한 반면 개성 추

구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상표를 가장 덜 중시하였다. 또
한 편안함/기능성 추구집단과 젊음 추구 집단은 타 집단

에 비해 디자인을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7)는 ‘웰빙 라이프스타일과 스포츠 웨어 추구혜택

의 관계 연구(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에서 유행과 

브랜드 추구, 이상적 체형 추구, 젊음과 개성 추구, 편안함 

추구의 4가지 요인으로 추구혜택을 분류하여 웰빙 라이프

스타일 유형과 스포츠웨어 추구혜택과의 관계를 연구하였

다. 유행․브랜드 추구혜택과 젊음과 개성 추구혜택 요인

의 경우 현실만족과 유행패션추구지향군이 선호하고, 이

상적 체형 추구혜택은 현실만족과 유행패션추구지향군과 

환경인식지향군이, 편안함 추구혜택의 경우 사회관계지향

군과 환경의식지향군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Cho(2008)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소비욕구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스포츠 의류추구혜택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추구혜택은 편안함/실용성 추구, 이상

적 체형/인상향상 추구, 개성추구, 최신유행/과시 추구, 저
렴한 가격 제품 추구, 브랜드 추구의 6가지 차원으로 분류

되었다. 스포츠 소비욕구에 따른 집단 간 스포츠 의류 추

구혜택 차이를 보았을 때, 편안함․실용성추구의 경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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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화추구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상적 체형․인

상향상추구는 소극적 추종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

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개성추구 요인의 경우 스포츠 매

니아 집단이 높게 나타나 타 집단에 비해 자신만의 개성

을 드러낼 수 있거나 활발한 이미지를 전달 할 수 있는 

스포츠 의류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최신유행․과시추

구 요인은 심신 정화 추구 집단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고, 브랜드 추구의 경우 소극적 추종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Lee(2012)는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을 편안함 추구, 이상적 체형추구, 유행 추구, 기
능성 추구, 경제성 추구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중년

층 소비자 추구혜택에 따른 아웃도어웨어의 활용성에 대

해 연구하였다. 또한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own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 추구

혜택을 브랜드 지향 추구, 과시성 추구, 유행 추구, 기능성 

추구, 패션이미지 추구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중․장년층 소비자 

대상 연구에서는 브랜드 추구 요인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

고, 편안함, 기능성, 경제성 등 기능적 차원의 추구혜택 특

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소비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브랜드 추구, 과시성 추구, 
최신유행 추구 요인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즉, 아웃도

어․스포츠 브랜드 추구혜택에 있어서 젊은 소비자들은 

유행하는 브랜드나 과시성 추구혜택 요인을 중심으로 제

품을 선택하고, 중․장년층 소비자는 브랜드보다는 편안

함, 경제성 등 기능적 차원의 추구혜택을 더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의류구매행동 특성

1) 정보원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탐색 시 다양한 정보

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들 정보원천을 정보원이라 한다

(Roh & Chung, 2004). 추구혜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보원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Park(2001)은 청소

년들의 의복추구혜택에 따른 의류구매행동특성에서 인쇄 

및 전파매체 정보원 활용은 유행추구집단이 가장 높고 다

음은 개성/자기표현추구집단이며, 신체모습향상 추구집단

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케터에 의한 정보원과 소비자

에 의한 정보원 활용은 개성/자기표현 추구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Lee(2009)의 연구에서는 다혜택 추구집단과 체형보완/편
안함 추구집단, 개성추구집단은 매장디스플레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저혜택 추구집단은 인터넷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 의복 구매행동 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원을 의복구매행동 변수로 채택하였다. 

2) 상표충성도

소비자는 구매경험을 토대로 특정 상표에 대한 선호를 

갖게 되며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러

한 경향, 즉 소비자가 특정 상표를 일관성 있게 선호하여 

반복 구매하는 경향을 상표충성도(Brand loyalty)라 한다

(Lee, 2010). 추구혜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상표충성

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Yu(2006)는 매스티지 의류 

제품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상표충성도를 헌신적 상표

충성, 지속적 상표충성, 로고에 대한 상표충성으로 나누어 

의류 추구혜택과 상표충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개성 추

구혜택의 경우 계속해서 그 상표만 구입하는 지속적 상표

충성 경향을 보였고, 신분상승, 개성추구, 진귀적 가치 추

구혜택 요인의 경우 로고에 대한 상표충성 성향을 나타내

었다. Hwang(2008)은 20-30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복추구혜택 요인 중 이상적 체형/인상향상을 

추구할수록, 개성을 추구할수록, 브랜드를 추구할수록, 패
션을 추구할수록 상표충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상표충성도는 중

요한 의류구매행동 변수일 뿐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보듯

이 추구혜택과 상표충성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소비자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류구매행동 

특성으로 상표충성도 변수를 채택하여 추구혜택 세분집단

별 상표충성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4. 청소년 소비행동의 특징과 아웃도어 의류제품과

의 관계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향상, 자

녀수의 감소로 인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대한 소비태도 

등으로 청소년들의 패션상품에 대한 욕구와 소비는 커지

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시장은 틈새시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케팅의 새로운 타켓이 되고 있다. 특

히 청소년은 패션상품의 소비에 있어서 동조성에 대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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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research framework 

구가 높고, 브랜드제품에 대한 선호가 크며, 개성표현과 

자극에 민감하고, 유행에 대한 추종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다. Yun(2003)은 청소년들은 의복을 그들이 속한 집단으

로부터 인정이나 승인받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하며, 
또래와 비슷하게 의복을 입음으로 사회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Chun과 Ha(2008)는 청소년 시기

는 또래집단에 대한 지향과 동조가 매우 강한시기이며, 
이를 통하여 그들만의 특유한 문화를 형성 하고 독특한 

가치를 창출해낸다고 하였다. 
최근 아웃도어 의류제품은 단순한 등산복이라는 범위

를 벗어나 ‘교복위에 또 다른 교복’이라 불리며 청소년들

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평소에도 쉽게 입을 수 

있는 평상복 형식의 기능성을 겸비한 스포츠 룩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청소년들의 아웃도어의류에 대한 

욕구는 상당한 수준으로 일부 특정브랜드에 대하여서는 

최고가의 상품부터 저렴한 가격수준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수준별로 나누어 등급까지 매기는 문화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아웃도어 의류제품 시장은 주 

고객층을 성인계층에서 청소년층으로 확대하며 점차 청소

년 소비경향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한 동

조현상 속에서 다른 상품에 비하여 높은 기능성과 브랜드

성을 가지고 있는 아웃도어 의류상품에 대하여 청소년들

이 추구하는 혜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청소년 시장을 세분화 한 후 각 세분집단의 의류구매행동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개념적 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웃

도어 의류제품 추구혜택 세분집단별 의류구매행동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

적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Figure 1].

H1 : 아웃도어 의류제품에 대해 중․고등학생 소비자들

은 추구혜택에 따라 세분집단으로 분류될 것이다.
H2 : 세분집단에 따라 의류구매행동 특성 (정보원, 상

표충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 : 세분집단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측정도구

설문지의 배부시 응답자에게 아웃도어웨어를 구매하였

던 경험을 떠올리거나, 구매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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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도록 요청되었다. 의복

추구혜택 측정을 위하여 Ryou(1991), Lee(1997), 
Park(2001), Lee(2002), Jung(2003), Lee(2007), Cho 
(2008), Lee(2009), Lee(2011)의 선행연구에서 필요한 문

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총 26문항을 사

용하였으며, 측정은 응답자가응답자의 의견과 가장 일치

하는 정도에 체크연구대상자들이 각 가치항목을 중요시하

는 정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정보원 측정을 위하여 Park(2001)의 선행연구에서 13

문항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인 중․고등학생 소비

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터넷 광고와 SNS광고 문항

을 연구자가 추가하여 총 1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였다.
상표충성도는 Yu(2006)의 선행연구에서 12문항을 사

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아웃도어 

의류를 한번이라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소

비자를 대상으로 2012년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

시하였으며, 총 3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35부를 제외한 295부를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

패키지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

도 분석, 군집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Duncan 사후검정,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학생 49.5%, 여
학생 50.5%로 나타났고 중학생, 고등학생의 비율은 

44.4%, 55.6%로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용

돈은 ‘10만원 미만’이 84.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
음은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12.5%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 총수입은 ‘5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은 

25.4%를 차지하였고,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24.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19.3%를 차지

했으며 ‘100만원 미만’은 3.1%를 차지했다. 학교계열은 

고등학생에 한하여 조사하였고, 인문계가 70.7%, 실업계

가 29.3%의 비율을 나타냈다. 성적은 중간이 41.7%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상위와 중하위가 24.1%, 
21.7%로 다음을 차지했다. 최상위와 최하위는 각각 

4.7%, 7.8%를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월평균 용돈, 월평균 

가계 총수입, 성적은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이루

어졌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도구의 평가

측정도구의 공통요인을 파악하고 변수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구혜택, 상표충성도 문항에 대해 요인분

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

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소 고유치 1을 

기준으로 고려하면서 문항이 동질적인 내용으로 묶였는지 

검토하였고,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0.5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판단하였다. 

1)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 요인분석 및 신뢰도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문

항의 내용 검토 후 요인부하량이 0.5 이하인 3개의 문항

을 제거하여 23개 문항에 대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Table 1>. 그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
체 설명력은 61.099%이다. 요인 1은 자신의 개성을 추구

하고 유행에 맞추어 아웃도어웨어를 구매하려고 하는 문

항으로 이루어져 ‘개성․유행 추구’라고 명명하였다. 고

유치는 6.727이고 누적설명력은 29.250%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0.865로 전체 요인 중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

다. 요인 2는 유명 상표를 선호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유명상표 추구’라고 명명하였고, 고유값 2.867, 누적설명

력 41.717%, 신뢰도 0.764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입었을 

때 모양이 좋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아웃도어웨어를 

선호하는 문항으로 ‘외모매력성 추구’라고 명명하였다. 고
유값은 2.152이고 51.075%의 누적설명력을 보였으며 신

뢰도는 0.780을 나타내었다. 요인 4는 주로 세일기간을 

이용하여 싼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피는 문

항으로 ‘경제성 추구’라고 명명하였다. 고유값은 1.242이

고 누적설명력은 56.476%이며 0.733의 신뢰도를 보였다. 
요인 5는 무엇보다 착용감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여기는 

문항으로 ‘편안함․기능성 추구’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

값 1.063%, 누적설명력 61.099%, 신뢰도 0.688을 나타내

었다.
이와 같은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 요인분석 결과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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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labels and statement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

Alpha 
coefficient

Factor 1 : Individuality / Fashion
I often look for the informations about clothes I want to wear on fashion 
magazines. .754

6.727 29.250 .865

I usually choose clothes that can attract people's attention. .719
I try to buy different products from others. .719
I tend to select clothes that can show my individuality. .713

My clothes is a kind of meanings to increase my self-esteem. .655

I think ego is expressed by the clothes I'm wearing and various products 
I own. .650

I try to buy brand-new fashionable clothes or accessories earlier than 
others. .588

Factor 2 : Brand
As products shows my dignity I select brands carefully. .779

2.867 41.717 .764

I buy one of famous brand clothes rather than many clothes like thirty 
cents. .727

I always buy clothes in the well-known outdoor wear shop. .688

For me, a bran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urchasing outdoor wear. .665

It is important for me to wear fashionable outdoor wear. .576
Factor 3 : Attractive appearance

For me, it is most important to consider brand when I select clothes. .821

2.152 51.075 780
I prefer to buy clothes that can highlight the advantages of my body 
shape, even if it is a little uncomfortable. .760

I dress an outdoor wear that makes me more attractive to the opposite 
sex. .552

I buy clothes that make me attractive. .544
Factor 4 : Economic value
I buy clothes mainly by cut prices. .794

1.242 56.476 .733

I wander around several stores to get clothes by reasonable price. .782

For me, it is the most important to consider the reasonable price. .689

I look at clothes carefully in order to buy resonable and good qualily 
clothes. .616

Factor 5 : Comfort /  Functional
I think that wear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outdoor 
wear. .809

1.063 61.099 .688The most important thing in purchasing outdoor wear is whether it is 
easy to move or not. .797

I think fuctional products have good quality than others. .602

<Table 1> Factor analysis for outdoor wear benefits sought 

선행연구들(Cho, 2008; Hwang, 2004; Kwon et al., 
2012; Lee, 2002; Lee, 2007; Lee, 2012)과 유사한 결과

로 중․고등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앞서 언

급한 브랜드추구, 최신유행추구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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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labels and statement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

Alpha 
coefficient

Factor 1 : Devoted brand loyalty

When there isn't my favorite brand in the shop I postpone to buy. .775

4.324 48.050 .778
I buy my favorite brand although I can not get a discount. .762

I buy my favorite brand although the price goes up. .750

I tend to choose among my favorite brands. .635

Factor 2 : Conspicuous brand loyalty

I am willing to recommend  my favorite brands to my friends or 
colleagues. .790

1.007 59.240 .808

I prefer clothes in which logo or symbol are engraved on the buttons 
or outside. .743

When my friends and colleagues ask about the brand that I buy 
repeatedly, I give them good points of the brand in detail. .735

I gain confidence in my favorite brand of clothes. .601

I like carrying bags or products in which logo or symbol are engraved. .561

<Table 2> Factor analysis for brand loyalty 

2) 상표충성도 요인분석 및 신뢰도

상표충성도 요인분석 결과에서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0.5 이하인 1문항과 두 요인에 걸쳐 높게 적재되거나 정

확한 요인 특성을 보이지 않는 2문항을 제외하여 9개 문

항에 대해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그 결

과, 총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59.240%이다. 요인 1은 가격이 오르거나 세일을 하지 않

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상표를 구입하고, 상점에 자신이 

구매하는 상표가 없으면 구매를 다음으로 미루며, 내가 

좋아하는 상표들 중에서만 고르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가
격, 구매 시기, 구매 선택의 폭을 희생하는 헌신적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를 ‘헌신적 상표충성’이라고 명명하

였다. 고유값은 4.324이고 누적설명력은 48.050%이며 신

뢰도는 0.778이다. 요인 2는 내가 좋아하는 상표를 적극

적으로 동료들에게 추천하고, 그 상표의 좋은 점을 이야

기하는 타인지향적인 면과 상표의 로고나 심볼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과시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는 문

항으로 ‘과시적 상표충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1.007
의 고유값과 59.240%의 설명력, 0.808의 신뢰도를 나타

내었다. 
Yang(2003), Yu(2006), Choi(2010) 등의 선행연구에

서는 상표충성도를 주로 지속적, 상표적(과시적), 권유적

(헌신적) 상표충성 요인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와 부분적

으로 일치한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중․고등학생

은 헌신적 상표 충성과 과시적 상표충성은 동일하게 나타

났으나, 지속적 상표 충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심리

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상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속적 상표충성 요인이 약하

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과 

Lim(1997)의 연구에서도 지속적 상표충성 요인 특징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에 따른 집단의 분류

집단을 유형화시키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

인을 바탕으로 K-평균방법(K-means method)을 사용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결
과를 살펴보면, 추구혜택 요인을 군집에 대한 분산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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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Clothing benefit sought

Group 1
(n=70)

Group 2
(n=69)

Group 3
(n=75)

Group 4
(n=81)

F-Value

Individuality/
Fashion 

.001
  B

-.821
  C

.029
 B

.670
  A

38.166***

Brand
.935
 A

-.431
 C

.463
  B

-.869
  D

103.230***

Attractive appearance
-.125
  C

-.717
 D

.597
 A

.166
  B

27.906***

Economic value
.669
  A

-.340
  B

-.824
  C

.474
  A

56.845***

Comfort/
Functional

.213
  A

-.619
 B

.186
  A

.170
  A

12.944***

Name of Group
Brand

-oriented group
Indifferent group

Attractive 
appearance

-oriented group

Individuality/
Fashion 

-oriented group

A, B, C, D means result of Duncan Test 
*** p<.001

<Table 3> Cluster analysis of clothing benefit sought

통해 Duncan 사후검정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집단 1은 유명상표 추구요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나 ‘유명상표 추구집단’이라고 명명

하였고, 집단 2는 모든 요인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

는 집단으로 ‘무관심 집단’이라고 하였다. 집단 3의 경우

는 외모매력성 추구요인이 높게 나타나 ‘외모매력성 추구

집단’이라고 하였고, 집단 4는 개성․유행 추구요인이 높

게 나타나 ‘개성․유행 추구집단’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세분집단 도출 결과는 선행연구(Hwang, 

2004; Lee, 2011; Park, 2001)와 비교해 봤을 때, 중․고

등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경제성, 편안

함․기능성 요인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혜택집단은  도

출되지 않았다. 청소년의 대상으로 한 Park(2001)의 선행

연구에서도 경제성, 편안함․기능성 요인이 드러나지 않

아, 이는 본 연구의 내용을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는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추구혜택집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명상표추구집단의 경우 브랜드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기능성을 함께 중요시하고 있

는 합리적인 소비자이며, 외모매력성 추구집단과 개성/유
행추구집단도 모두 기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능성 중시 집단이 추구혜택집단으로 독립적으로 도

출되지는 않았으나, 무관심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

이 모두 기능성을 동시에 중시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아웃도어 웨어의 특징상 기능적 특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소비자에게 중시되고, 요

청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3.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 세분집단별 의류구매행동 

특성

1)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 세분집단별 정보원 활용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 세분집단에 따라 정보원 활용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판매원의 조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세분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관심 집단이 

모든 항목의 정보원 활용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전체적으로 무관심 집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세분집단간 정보원 활용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개인적 정보 원천인 지인추천, 개인적 경험의 정

보원 활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디스플레



아웃도어 의류제품의 추구혜택에 따른 세분화에 관한 연구 - 중·고등학생 소비자를 중심으로 - 9

- 667 -

           Group

Source

Brand
-oriented group Indifferent group

Attractive 
appearance

-oriented group

Individuality/
Fashion 

-oriented group F-Value

M SD M SD M SD M SD

Fashion show 2.24 (1.160)
A

1.52 (0.698)
B

2.06 (0.859)
A

2.14 
(1.236)

A
7.049***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 regarding fashion 

2.90 (1.105)
AB 

1.84 (0.949)
C

2.62 (1.112)
B

3.06 
(1.399)

A
15.568***

Television advertisement 3.34 (1.127)
A

2.30 (1.102)
B

3.01 (1.096)
A

2.98 
(1.409)

A
9.203***

Radio advertisement 2.10 (0.870)
A

1.63 (0.803)
B

1.97 (0.804)
A

1.82 
(0.771)

AB
4.205**

Newspaper advertisement 2.40 (0.954)
A

1.78 (0.921)
B

2.06 (0.905)
AB

2.09 
(1.135)

AB
4.534**

Magazine advertisement 2.81 (1.207)
A

1.98 (1.064)
B

2.61 (1.195)
A

2.93 
(1.535)

A
7.921***

Postal  advertisement 2.70 (1.159)
A

1.79 (0.900)
C

2.46 (1.177)
AB

2.19 
(1.229)

B
8.244***

Internet advertisement 3.38 (1.207)
A

2.30 (1.275)
B

3.21 (1.130)
A

3.51 
(1.342)

A
13.872***

SNS
advertisement

2.84 (1.281)
A

1.89 (1.016)
B

3.02 (1.218)
A

2.87 
(1.381)

A
12.201***

Advice of salesperson 3.55 (0.911) 3.36 (6.771) 3.04 (1.019) 3.14 
(1.370) 0.329

Display 3.54 (1.045)
A

2.31 (1.169)
B

3.21 (1.056)
A

3.37
(1.269)

A
15.968***

Catalog 3.17 (0.977)
A

2.26 (1.133)
B

3.01 (1.071)
A

3.08 
(1.142)

A
10.507***

Advice of  family, friend 
and acquaintance

4.11 (0.843)
A

3.21 (1.135)
B

3.88 (0.837)
A

3.86 
(1.211)

A
9.813***

Observation of other 
person's fashion

3.65 (1.005)
A

2.47 (1.301)
B

3.42 (0.988)
A

3.69 
(1.393)

A
16.180***

Experience of past 
purchase 

3.82 (0.977)
A

2.82 (1.338)
B

3.62 (0.983)
A

3.86 
(1.180)

A
13.083***

A, B, C means result of Duncan test 
** p<.01, *** p<.001

<Table 4> Clothing Benefit Sought Group Differences in Source

이나 판매원의 조언과 같은 상업적 원천의 정보원 이용의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텔레비전 광고 나 

인터넷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NS 의 이용

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아웃도어 시장에서 SNS를 이용한 광고, 판촉, 정
보제공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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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Brand loyalty

Brand
-oriented group

Indifferent 
group

Attractive 
appearance

-oriented group

Individuality/
Fashion 

-oriented group F-Value

M SD M SD M SD M SD

Devoted brand loyalty
2.87(0.715)

A
1.95(0.751)

C
3.05(0.634)

A
2.32(0.815)

B
34.360***

Conspicuous brand 
loyalty

3.36(0.692)
A 

2.13(0.765)
C

3.18(0.686)
AB

3.02(0.788)
B

38.399***

A, B, C means result of Duncan test
*** p<.001

<Table 5> Clothing benefit sought group differences in brand loyalty

각된다. 

2)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 세분집단별 상표충성도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 세분집단에 따라 상표충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헌신적 상표충성과 과시적 상표충성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성․유행 추구

집단이 유명상표 추구집단, 외모매력성 추구집단에 비해 

상표충성도가 약하며, 무관심 집단은 상표충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wang(2004)의 연구에서 개

성 추구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상표를 가장 덜 중시한다

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하지만 Yu(2006)의 개성 추구혜

택의 경우 계속해서 그 상표만 구입하는 지속적 상표충성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와 Hwang(2008)의 연구에서 의복

추구혜택에서 개성을 추구할수록 상표충성도가 높아진다

는 결과는 본 연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외모매력성 추구집단은 헌신적 상표충성이 특히 강하

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스티지 의

류제품에 대해 연구한 Yu(2006)의 연구에서 자신의 외모

에 관심이 많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옷차림에 신경 

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매력을 느끼며 만족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상표를 반복적으로 구입하며 

세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상표를 구입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유명상표 추구집단은 과시적 상표충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유명상표 추구집단은 로고나 상표가 겉으

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에게 자신이 가진 브랜드

를 보여주고, 권유까지 하는 상표에 대한 타인지향적 성

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4.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 세분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 세분집단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무관심 집단은 남학생이 많았

고, 유명상표 추구집단, 개성․유행 추구집단은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옷

을 선택할 때 디자인을 많이 고려하고, 유행에 관심이 많

으며, 유행상표를 선호한다는 연구(Jung, 2003)결과와 편

안함/기능성 추구집단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고, 유행/
경제성 추구집단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

다는 결과(Lee,  2012)와 일치한다.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무관심 집단이 많다는 결과는 Park(2001)의 이성관심 추

구집단과 유행추구집단은 남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

고, 무관심 집단과 신체모습향상 추구집단, 개성/자기표현 

추구집단은 여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르

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인 경우 개성․유행 추구

집단이 많았고, 중학생인 경우 무관심 집단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차 자아가 형성

되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 점차 

개성․유행 추구집단의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Park(2001)의 연구에서는 신체모습향상 추구집단과 유행

추구집단은 중학생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개성/자기표현 

추구집단과 이성관심 추구집단은 고등학생에게서 높은 비

율을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지지한

다. 학교계열에 따라서는 유명상표 추구집단은 인문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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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Demographics

Brand
-oriented 

group

Indifferent 
group

Attractive 
appearance
-oriented 

group

Individuality/
Fashion 
-oriented 

group

Total χ2

Gender

Male
student

27a(18.5)b

34.6c
47a(32.2)b 

34.1c
36a(24.6)b 

37.1c
36a(24.6)b 

40.1c
146

(100)

13.806**
Female
student

43(28.8) 
35.4

22(14.8) 
34.9

39(26.2) 
37.9

45(30.2) 
40.9

149
(100)

Total 70(23.7) 69(23.4) 75(25.4) 81(27.5) 
295

(100.0) 

School

Middle 
school 
student

34(25.9)
31.1

45(34.4)
30.6

36(27.5)
33.3

16(12.2)
36.0

131
(100)

32.931***
High 
school 
student

36(22)
38.9

24(14.6)
38.4

39(23.8)
41.7

65(39.6)
45.0

164
(100)

Total 70(23.7) 69(23.4) 75(25.4) 81(27.5)
295

(100.0)

School 
type

Academic
high 
school

33(28.4)
25.5

11(9.5)
17.0

23(20)
27.6

49(42.2)
46.0

116
(100)

18.092***
Vocational
high 
school

3(6.3)
10.5

13(27.1)
7.0

16(33.3)
11.4

16(33.3)
19.0

48
(100)

Total 36(22.0) 24(14.6) 39(23.8) 65(39.6)
164

(100.0)
** p<.01, *** p<.001
a:observed frequencies, b:percentage, c:expected frequencies

<Table 6> Clothing benefit sought group differences in demographics

생이 더 많았고, 외모매력성 추구집단과 무관심 집단은 

실업계 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업계 학

생들은 상대적으로 방과 후 학교에 남아있지 않고 학원 

등으로 나가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 타인

을 더 의식하고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어 외모매력성 추

구집단이 많고, 인문계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

서 보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보다는 이미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거센 아웃도어 열풍이 불고 있는 현재 마켓

에서 아웃도어웨어 시장에 새롭게 떠오르는 중․고등학

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에 따라 시

장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세분집단별 의류구매행동 특

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

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명상표 추구

집단’, ‘무관심 집단’, 외모매력성 추구집단’, ‘개성․유행 

추구집단’의 총 네 개의 세분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본 세

분집단은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추구혜택집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명상표추구집단의 경우 브랜드 뿐만 아

니라 경제적 가치와 기능성을 함께 중요시하고 있는 합리

적인 소비자이며, 외모매력성 추구집단과 개성/유행추구

집단도 모두 기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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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중시 집단이 추구혜택집단으로 독립적으로 도출되지

는 않았으나, 무관심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이 모

두 기능성을 동시에 중시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아웃도어 웨어의 특징상 기능적 특징을 기본적으로 가지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소비자에게 중시되고, 요청되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둘째, 세분집단별 정보원 활용 차이를 살펴본 결과, 판

매원의 조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세분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관심 집단이 모든 항

목의 정보원 활용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다. 전
체적으로 개인적 원천의 정보원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상업적 원천과 TV 광고, 인터넷 등의 사용 빈

도가 높았다. 
셋째, 세분집단별 상표충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개

성․유행 추구집단이 유명상표 추구집단, 외모매력성 추

구집단에 비해 상표충성도가 약하며, 무관심 집단은 상표

충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매력성 추구집

단은 헌신적 상표충성이 특히 강하게 나타났으며, 유명상

표 추구집단은 과시적 상표충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넷째, 세분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무관

심 집단은 남학생이 많았고, 유명상표 추구집단, 개성․

유행 추구집단은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

생의 경우 개성․유행 추구집단이 많았고, 중학생의 경우 

무관심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명상표 추구집

단은 인문계 학생이 더 많았고, 외모매력성 추구집단과 

무관심 집단은 실업계 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추구혜택을 도출한 Hwang(2004)의 

연구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중 고등학생의 청소년 대

상으로 추구혜택을 추출한 결과 ‘체형보완’과 ‘젊음 추구’
의 추구혜택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체

형의 결점을 보완하려고 하거나 젊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젊고 탄탄한 체형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또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상표충성도를 도출한 연구결과

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는 헌신적 상표 충성과 과시적 

상표충성은 성인대상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도출

되었으나, 지속적 상표충성은 도출되지 않았다. 성인에 비

하여 구매력이 적고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상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구

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면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5개의 추구혜택은 기존의 일반 의

류를 대상으로 실행된 여러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인다. 이는 중 고등학생의 청소년들이 아

웃도어 웨어를 실제로 아웃도어에서 등산 또는 캠핑등의 

특정 활동을 위하여 착용하기 보다는 기능성을 가진 일반

의류처럼 등, 하교 및 학교생활 등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구혜택 세분집단별 마

케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명상표 추구집단은 아웃도어 웨어 구매 시 타 집단에 

비해 브랜드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생각하므로 상표나 

로고가 밖으로 드러나는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하고, 과

시적 상표충성도가 특히 높으므로 한번 유입된 고객이 이

탈하지 않도록 적절한 충성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이들의 타인관계지향적인 부분을 구전 광고효과로 확

대시킬 수 있도록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우편광고

를 통해 제공하기를 제안한다. 
무관심 집단은 아웃도어웨어 구매 시 세부적인 요소를 

꼼꼼히 따지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평범하고 구매 고려 요

소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소극적 집단으로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집단일수록, 그들만의 

새로운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서 고객 만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외모매력성 추구집단은 아웃도어웨어 선택 시 제품이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집단으로 몸매 라인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핏감을 최대한 

살리는 디자인과 소재를 선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

다. 또한 가격이나 구매시기, 구매선택의 폭을 희생하면서

도 브랜드에 충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명의 

소비자만을 위한 개인오더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마케팅

적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이다. 
개성․유행 추구집단은 아웃도어웨어 구매 시 현재의 

유행과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집단으로 최신 트렌드

를 적절하게 믹스한 디자인의 제품을 공급하기를 제안한

다. 그리고 기존 브랜드에 대한 상표충성도가 낮은 편이

므로 신규브랜드 런칭과 새로운 디자인 개발 전략을 세울 

때 적절한 타켓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편의 

추출하여 연구대상의 지역적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학교

계열이 편중되어 있어 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에 따른 소비자를 4가지 세분집단

으로 한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재의 마켓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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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먼저, 지역과 

학교계열 비중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표집해야 

하고, 다양한 시장상황과 소비자 니즈 변화에 섬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분집

단별 특성 뿐 아니라 추구혜택, 정보원, 상표충성도 변인

의 다양한 관계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는 후속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 의류구매행동,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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