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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행동

- 구매동기, 구매유형, 만족도 및 재구매 의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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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 on Purchase Motives, Purchase Types,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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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dentified factors for purchase motives in regards to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s well as ascer-
tained the structural relations of purchasing behavior in regards topurchase motives, purchase type,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Other purposes examined the differences in purchase motivations, purchase types,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provided strategic information on women's bag man-
ufacturers and retailers. A random sampling method collected data based on a survey of Korean women between the ages
of 20 and 59 who had purchased the latest trendy color bag.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 was distributed
to 450 women in 2013. We analyzed 433 questionnaires using the SPSS 18.0 program and AMOS 18.0 program. The sum-
marization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urchase motives for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were classified into 5
factors: awareness-symbolicity, practicality, aesthetic, harmony, and fashionability. Second, aesthetic and harmony showed
significant influenceson planned purchases due to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purchase motives for the lat-
est trendy color bags and type of purchase; in addition, awareness-symbolicity, aesthetic and fashionability significantly
influencedunplanned purchases.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influence for planned purchases on satisfaction; however,
unplanned purchasesshowed a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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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패션업체에서는 상품기획 시 최신 유행색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색상으로 상품구색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가방업계에서는 해외 고가 브랜드 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 매

장에서도 다양한 최신 유행색상을 기준으로 제품을 디스플레이

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최신 유행색 가방이 소비

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채도가 높은 다양한 색은 주목

성이 높아서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효과적이며, 패셔너블한 스

타일링이 가능하기(Kim, 2013) 때문이다. 따라서 가방 같은 액

세서리 제품군에서는 고채도의 유행색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도

증가 및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또

한 Kim(2002)은 색채는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효율적인 요소로

서 사용자의 감성적 요구를 잘 반영한 색채의 사용은 제품 구

매의 결정적 요소로서 작용하며 구매 후에도 소비자의 만족과

도 직결되어 제품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마케팅 요인

의 하나로도 평가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컬러리서치 연구소(ICR)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상

대방이나 환경, 사물 등을 처음 접할 때 90초 이내에 무의식적

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그러한 평가 혹은 판단의 60~92%가 색

에 의존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색은 단순히 미학적인 측면 외

에 일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상징적인 기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as cited in Lee, 2011)는 것이다. 특히 비계획적 구매를

하는 소비자에게 상품색의 시각적인 자극은 즉흥적으로 구매를

유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품색채와 유행색, 소비자의 구매 후 만족도에

관해 미국의 색채학자 파버 비렌(Faber Biren)은 “색채는 그

적정한 사용에 의해 소비자의 만족과 직결되는 경제적 중요성

을 지닌 요인이며, 특히 소비자 기호와 유행색을 관련시켜 연

구하는 것은 색채를 상품관리의 요체로 보기 때문”(Birren,

1956)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상품색채의 중요성은 날로 강

조되어오고 있으며, 상품기획과 마케팅적 측면에 있어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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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학적인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품색과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Elliot et al.(2007)은 소비자들이 사회 문화 속에서 학습을 통

해 색에 대한 의미의 연상을 갖게 되어, 이를 의사 결정에 반

영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패션상품의 색에서는 유행에 민감

하고 흥미가 많은 20대 초반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보다 유행

색채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유행색에 대

한 태도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Lee & Kim, 2003). 비계

획 구매와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해 Kim(2007)은 계획에 없던

제품을 구매했지만 기분전환이 되었다는 사실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정서 위안형 자기합리화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는 색채가 사람의 심리적 정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통한 비계획구매 및 만족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어 이들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신 유행색 가방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50대 국내여성을 대상으로 최신 유행색 가방을 구매하는 동

기의 요인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이 계획구매, 비계획 구매유

형에 따라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케터들이 최신 유행색을 이용하여 계획구매

자와 비계획구매자에게 좀 더 효율적인 상품기획을 함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재구매 의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

팅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최신 유행색과 패션상품

일반적으로 ‘유행색’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행의 개념과 같이

조작된 유행에서 탄생한 유행 예측색과 자연발생적으로 한 시

즌에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는 색으로 나뉜다(Shin, 2001). 유행

예측색은 1963년에 발족된 국제적 규모의 협의기관인 국제유

행색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Fashion and Textile

Colours)에 의해 연 2회 유행색인 인터컬러(inter color)를 발표하

고 있다. 국내의 유행색은 CFT(Korea Color & Fashion Trend

Center)라는 기관에서 관리·주도하고 있고 국내 소비자들의 특

징에 맞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션업체에서 이를 기반

으로 상품을 디자인 및 제작, 판매하고 있다. 

국내 많은 선행연구자들은 소비자들이 패션상품을 선택할 때

색을 중요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의류의 색채선호도

에 관한 Baek(1990)의 연구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

이 의복에 대한 색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의류 구매

시 의복의 요소 중에서 색상, 디자인, 착용감의 순서로 중요하

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유행색에 따른

색 선호도와 착용자 인상에 관한 연구에서 Kim et al.(2006)은

의복선택 시 디자인, 색, 가격, 관리의 중요성, 소유한 옷과의

어울림 요인 중에서 디자인, 색, 가격 순으로 고려한다는 결과

를 밝혀 디자인과 색상 등 시각적 요소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패션상품 중 가방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색은 구

매행동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Bang(2003)의

연구에서 성인여성 소비자는 여성 구두와 핸드백 제품속성 중

디자인과 어울림 속성을 가장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 또한

Shin(2013)은 패션잡화인 신발과 가방을 중심으로 10대 인터넷

소비자의 쇼핑동기, 정보탐색 및 구매 선호도에 대한 연구에서

구매 시 색상과 디자인, 가격, 색상, 사이즈 및 크기, 품질 및

봉제 상태, 옷과의 조화, 상품평 및 구매후기 등을 중요하게 고

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Koo(2008)는 핸드백의 소지실태와 디자

인선호도에 대한 분석에서 핸드백 구입 시 제품속성의 중요도

는 색상 다음으로 가격의 순이라고 하였다. 또한, Choi and

Kim(2005)도 명품 가방 브랜드의 제품색채기획 시 상징색채에

유행색채가 반드시 반영되어 기획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

서 소비자들은 패션상품 선택 시 색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이

때 디자인과 어울림 등의 고려하는 속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최신 유행색 가방의 구매동기

상품 디자인에서 색채의 역할은 구매동기 요인의 60% 이상

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의식주의 의

(衣)에 해당하는 의류 외의 소품 등으로 이루어진 패션상품의

디자인 요소 중에서는 색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

러므로 패션 상품기획의 마케팅적 전략에 있어서 소비자의 구

매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 우선 상품 외관인 디자인으로, 특히

색채로 시각적 주의를 끌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소비자의 구

매행동의 결정적 요인으로 즉각 연결된다(Moon, 2001). 

구매동기란 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제

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주된 이유로서,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찾아내어서 의사결정과정을 자극하고, 욕

구충족을 위한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구매행동

을 유발시킨다. 이는 동기 유발 측면과 구매의 원인이나 이유 등

의 방향 지시적 측면을 의미한다(Choi & Chang, 2010). 

상품색채에 따른 구매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구매동기를 분류하고 있다. Jang(2010)은 작업복의 색채 기능을

안전기능, 심리적미적기능, 식별기능, 상징기능으로 나누었고,

Cho(2011)는 보석의 색상의 기능으로 시각유도기능, 표현기능,

상징기능, 식별기능, 미적기능으로 나누고 있다. Moon(2001)은

색채의 기능성에 대해 기능적으로 안전성, 견고성, 시인성, 판

별성이 있고 정서적으로는 쾌적성, 침착, 안정감, 긴장감, 아름

다움이 있다고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연구들에서는 색상의 기능에 대해 심미성, 상징

성, 인식성 요인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더불어 색상에

관련한 패션상품의 구매행동에 대해 선행연구들에서는 실용성,

어울림, 유행성 요인을 중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식성, 상징성, 실용성 심미성, 유행성,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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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인을 포함시켜 연구하였다.

2.3. 구매유형

구매유형은 연구자들마다 보는 연구 관점과 방향에 따라 조

금씩은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구매계획의 여부나 구매

계획의 구체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계획구매는 상점

방문 전에 구입이 예정된 제품을 상점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걸

쳐 예정대로 구매하는 것이다(Park & Lee, 2002). 완전한 계

획구매란 제품과 상표가 상점방문 전에 미리 선택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비계획구매란 사전에 구매할 계획 없이 이루어진

모든 구매(Hausman, 2000)를 말하며 Lyer(1989)는 구매자가

점포에 들어가기 전에는 구매계획이 없던 제품의 구매라고 하

였다. 그러므로 비계획구매는 구매계획 여부를 결정할 시점에

서는 인식되지 않았던 욕구의 만족을 위한 제품구매를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구매유

형을 사전의 구매계획 유무에 따라 계획구매와 비계획구매로

분류한 Cha(2001), Ko(1993), Kim(2000)의 선행연구에 따라

구매계획의 여부를 기준으로 계획구매와 비계획구매로 나누어

구매유형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구매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로, Kim(2005)과 Ru(2003)의 연구

에서는 계획구매자보다 비계획구매자가 유행, 타인의 반응 등

의 주위 집중성을 더 고려하기 때문에 VMD의 영향을 더 많

이 받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VMD는 색채의 자극이 90% 이상

인 시각적 자극으로 고객의 구매욕구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

다. 또한 Park and Lee (2002)의 연구에서 유행색에 무관심한

소비자들이 보다 우연한 기회에 유행색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Jin and Rhee(2009)는 의류상품 비계획구매 유형에 따른 구매

후 정서와 만족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다(多)인지 비계획구매

유형에서 즐거움, 충족감,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더 많

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2.4. 만족도

만족이란 사전적 기대와 소비 후 지각된 성과 간 차이에 대

해 나타나는 소비자의 반응으로 정의하고 있다(David &

Wilton, 1998). 또한 만족도란 제품을 구매하여 보고 사용하여

본 후 그 제품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써 일어나는 소비자의 정

서적 반응이다(Yeo & Rhee, 1996). 기본적인 만족의 정의는

제품에 대한 비교나 평가를 하는 관점이며, 그 시점의 인지적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반응이다. 긍정적인 감정에서 발생한 소

비자 만족은 제품의 재구매, 반복구매, 상표충성도, 호의적 구

전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도 패션상품의 외관인 심미성과 유행성

요인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Koh and Na(2008)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방 구매 시 중요

항목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기능·착용성과 심미·유행성

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높은 편이었으나, 관리·내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 또한 Jang(2010)은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유행선도력에 따른 디자이너 구두 브랜드의

구매 선택기준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유행성이 높은 집단

은 구두 색상에 대한 구매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Je(2011)

은 아웃도어 웨어 추구혜택에 따른 의복선택기준과 구매만족도

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유행성, 디자인·스타일, 색상의 선택

기준이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두와 아웃도어 웨어는 본 연구의 대상품목인 가방과 같이 일

반 패션 의류와 달리 실용성과 기능성 등의 요소가 중요시되는

패션 품목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

션제품의 색상과 유행색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hung(2013)의 연구에서 중년층 여성의류제품 선택기준 중

디자인, 실용성, 경제성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Lee(2008)의 니트웨어 구매동기와 소비자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색, 어울림, 유행 등의 표현적 구매동기

의 요인은 외관만족, 품질만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2.5. 재구매 의도

의도(intention)는 개인의 의도된 또는 계획된 미래 행동으로

서 신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확률을 의미한다(Shin,

2011). 재구매 의도(repurchase intention)는 소비자가 특정점포

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점포에서 제품을 다시 구매 할 가능

성이나 의도를 말한다(Oliver, 1981). Morgan and Hunt(1994)에

의하면 소비자의 만족은 재구매 의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심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Yi(2000)는 일반적으로 만족

과 재구매 의도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이것은 사

회·심리학과 마케팅 분야에서 광범위한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

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패션제품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재구매 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Han(2005)은

패션 복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제품 만족도가 패션

복제품의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Park and Yoo(2009)는 통학가방 구매 시 패션제품속성요인과

만족도 및 재구매 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제품만족도

는 재구매 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eo

and Rhee(1996)는 구매후의 의복평가가 만족도에, 만족도가 상

표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결국 재구매 의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3. 연구 방법

3.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최신 유행색 가방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50대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최신 유행색 가방을 구매동기의 요인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이 계획구매, 비계획 구매유형에 따라 만

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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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지법

을 사용하여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 경험이 있는 20~50대 국

내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문항의 타당도와 내용 이해

도, 응답 용이성 및 척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

를 실시한 후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물을 가방으로 선

정한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최신 유행색의 수용범위가 의류보다

더 넓다는 점과 현재 패션업체에서 상품기획 시 의류보다 훨씬

다양한 색상으로 상품구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방으로 선

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패션상품의 색채에 관한 Lee and

Kim(2003)의 연구에서 20대, 30대,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모

두 의복색에 대한 관심과 선호 그리고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최신 유행색 가방을 선호하는 20~30대 여성

부터 경제적으로 가장 풍족한 실구매층인 40~50대 여성까지 포

함시켜 설정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과 경기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50대의 성

인여성을 대상으로 2013년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5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그 결과를 통해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신

뢰도를 낮게 하는 문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수정된 본 조

사 설문지는 2013년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임의표집된 전

국의 20~50대 성인여성 총 450명에게 배부하여 회수되었으며,

설문 중에서 누락되거나 불성실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433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일차적으로 SPSS 18.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차적으로

는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

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의 하위차원은 요인

부하량이 낮은 2개 항 목을 제외하였고, 요인 1은 인식·상징

성(8문항), 요인 2는 실용성(5문항), 요인 3은 심미성(4문항), 요

인 4는 유행성(5문항), 요인 5는 어울림(4문항)으로 총 5개 요

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모두

.85 이상으로 높았으며, 구성 요인들의 총 설명력은 68.031%로

나타났다. 

구매유형의 계획구매, 비계획구매와 만족도, 재구매 의도의

신뢰도 검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매유형의 계획구매(3문

항)의 신뢰도는 .679, 비계획구매(4문항)의 신뢰도는 .849로 나

타났으며, 만족도(5문항)의 신뢰도는 .890, 재구매 의도(4문항)

의 신뢰도는 .885로 나타났다.

4.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각 구성개념의 항목에 대한 단

일 차원성 및 척도의 집중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2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우선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의 각 요인에 대해 개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전체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개별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 28문항,

구매유형 10문항, 만족도 5문항, 재구매 의도 5문항이 각각 측정

Fig. 1. Research Model.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행동 -구매동기, 구매유형, 만족도 및 재구매 의도를 중심으로 - 723

Table 1. Results of exporatory factor analysis of purchase motive

Factors Questions Load-ing Eigen value% of variance Cronbach’s α

Aware-

ness·symbolicity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can be recognized at first sight. .840

8.893 34.202 .925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can be easily recognized. .825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re easily distinguished from others. .790

the latest trendy colors make certain the brand name of the bag. .784

I want to be regarded as a wearer of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770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dignity. .738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re known to many people. .725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can be a way of showing off. .662

Practicality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have efficient storage spaces. .846

4.010 15.422 .843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re made of materials that are easy to handle .831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re practical. .801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seem to be easy to handle. .678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re in good sizes. .656

Aesthetic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have good-looking appearance. .803

2.188 8.416 .852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look fashionale. .802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look attractive. .758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look beautiful. .741

Fashionability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can be desirable to buy. .718

1.473 5.666 .871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re desirable to buy because of season. .691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re desirable to be tried as a new fashion. .679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can make me join in a new trend. .668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re seasonably trendy. .650

Harmony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re good on me. .795

1.124 4.325 .858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fit my image. .788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fit my skin color. .778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fit my style. .707

 Cumulative %                     68.031%

Table 2. Reliability test of purchase types, satisfaction, repurchase intention

Factors Questions Cronbach’s α

Purchase 

types

planned 

purchase

I buy by need, not by impulse.

.679I carefully think what to buy before shopping.

I try very hard not to make unplanned purchase.

unplanned 

purchase

I make unplaned purchase of big sale items.

.849I make unplanned purchase of trendy color bags.

I buy additional items to match with the fashion items when I shopping.

Satisfaction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which I have recently bought is my good choice.

.890

I am satisfied with the latest trendy color bag which I have recently bought.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latest trendy color bag which I have recently bought.

The latest trendy color bag which I have recently bought give me a pleasure.

The latest trendy color bag which I have recently bought make me happy.

Repurchase intention

I want to buy other color of the latest trendy color bag which I have recently bought.

.885
I want to buy other materials of the latest trendy color bag which I have recently bought

I want to buy other sizes of the latest trendy color bag which I have recently bought.

I want to buy other styles of the latest trendy color bag which I recently b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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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χ
2

DF P RMR RMSEA GFI AGFI NFI CFI

Purchase motivation for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233.112 109 .000 .034 .051 .940 .916 .935 .964

Purchase types 51.494 13 .000 .059 .083 .968 .931 .934 .949

Satisfaction 8.215 2 .016 .007 .085 .991 .953 .990 .993

Repurchase intention 9.476 2 .009 .018 .093 .989 .947 .986 .989

Table 4. Results of tota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χ
2

DF P RMR RMSEA GFI AGFI NFI CFI

Total CFA 905.711 428 .000 .049 .051 .885 .858 .872 .927

Adj Total CFA 725.387 369 .000 .045 .047 .901 .876 .889 .941

Table 5. The modified model of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 Items Estmate S.E. C.R. P

Awareness

·symbolicity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re known to many people. .747 Fixed Fixed Fixed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can be easily recognized. .854 .062 18.330 ***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can be recognized at first sight. .919 .065 19.756 ***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re easily distinguished from others. .769 .064 16.294 ***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make me show with dignity. .706 .063 14.825 ***

Esthetic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look beautiful. .728 Fixed Fixed Fixed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look interesting. .638 .082 11.503 ***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look attractive. .735 .075 12.865 ***

Practicality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re practical. .755 Fixed Fixed Fixed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re made of materials that are easy to handle. .860 .092 13.194 ***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seem to be easy to handle. .602 .073 11.417 ***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fit my image. .728 Fixed Fixed Fixed

Harmony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re good on me. .862 .073 15.788 ***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fit my style. .790 .069 15.053 ***

Fashion-ability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can be desirable to buy. .764 Fixed Fixed Fixed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are desirable to buy because new season begins. .667 .056 13.182 ***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look fashionable. .759 .062 15.002 ***

I buy by need, not by impulse. .560 Fixed Fixed Fixed
Planned 

purchase
I carefully think what to buy before shopping. .733 .168 8.565 ***

I try very hard not to make unplanned purchase. .651 .142 8.501 ***

Unplanned 

purchase

I make unplanned purchase when I find what I have been looking for. .507 Fixed Fixed Fixed

I make unplaned purchase of big sale items. .711 .175 9.635 ***

I make unplanned purchase of trendy color bags. .864 .190 10.307 ***

I make unplanned purchase when I get stressed out. .664 .176 9.314 ***

Satisfaction

The latest trendy color bags which I have recently bought is my good choice. .776 Fixed Fixed Fixed

I am satisfied with the latest trendy color bag which I have recently bought. .867 .059 18.009 ***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latest trendy color bag which I have recently bought. .836 .054 17.597 ***

Repurchase

intention

I want to buy other color of the latest trendy color bag which I have recently bought. .806 Fixed Fixed Fixed

I want to buy other materials of the latest trendy color bag which I have recently bought. .840 .057 17.660 ***

I want to buy other styles of the latest trendy color bag which I recently bought. .782 .059 16.647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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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Table 3에 나타난 것처럼 외생 및 내생 이론 변수에

단일차원을 가정한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전체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² = 905.711(p=.000)

로 나타나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GFI=.885,

AGFI-.858, NFI=.872로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충

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

형을 최상의 적합도로 나타내기 위해 모형의 수정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정지수의 검

토 결과 가장 많은 빈도와 수정량이 나타나고 있는 16개의 항

목(2, 7, 8, 10, 13, 17, 18, 21, 26, 28, 32, 37, 47, 49)을

제거하여 모형을 수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다른 적합도 지수

를 보면 RMR=.045, RMSEA=.047, GFI=.901, AGFI=.876,

NFI=.889, CFI=.941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

시키는 것으로 본 연구의 수정된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전체모형의 CFA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4.3. 연구모형 검정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가설 검정에 앞서 설정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그 평가를 통해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가

설검정은 설계된 인과관계의 가설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Estimate)를 통하여 검정하였다. 이는 Fig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는 χ² = 494.504(p=.000), DF=192로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가 χ²/DF=2.57554로 나타나 3보다 낮아 어느 정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MR=.067, RMSEA=.060, GFI=.906,

AGFI=.876, NFI=.892, CFI=.930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는 기준치를 충족시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연구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형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와 구매

유형의 계획구매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정한 가설에서는 가설

1-2, 가설 1-4가 채택되었다. 가설 1-2 인 ‘심미성은 계획구매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 두 잠재변

수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93이며 유의수준 5% 이내에서

C.R.=-2.162(p=.03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음(-)의 영향으로

유의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가설 1-4인 

‘어울림은 계획구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 두 잠재변수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96이며 유의

수준 5% 이내에서 C.R.=2.461(p=.01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1-4는 채택되었다.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와 구매유형의 비계획구매와의 관

계에 대하여 설정한 가설에서는 가설 2-1, 가설 2-2, 가설 2-5

가 채택되었다. 가설 2-1인 ‘인식·상징성은 비계획구매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 두 잠재변수간

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03이며 유의수준 5% 이내에서 C.R.=

2.952(p=.003)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2-1은 채택

되었다. 가설 2-2인 ‘심미성은 비계획구매에 유의미한 영향을

Fig. 2. Pa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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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 두 잠재변수간의 표준화 경로

계수는 .480이며 유의수준 5% 이내에서 C.R.=7.870(p=.000)으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가설

2-5인 ‘유행성은 비계획구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 두 잠재변수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06이며

유의수준 5% 이내에서 C.R=2.262(p=.024)로 나타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 가설 2-5는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 요인은 구매유형에

따라 추구하는 성향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두 가

지 구매유형의 공통점은 모두 심미성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심미성은 최신 유행색 가방을 구매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라고 판단된다. 구매유형에 따른

차이점으로는 계획구매 유형의 소비자는 어울림 요인이 비계획

구매 유형의 소비자는 인식·상징성, 유행성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구매 유형이 비계획

구매 유형보다 가방의 품목 특성상 중요시하고 있는 상품 속성

에서 어울림을 더 고려하고 있어 최신 유행색 가방을 든(맨)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계획하여 구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반면에 비계획 구매 유형은 계획구매

유형보다 인식·상징성과 유행성을 더 중요시하여 타인에게 보

여 지는 시각적인 기능과 유행을 따르는 것을 더 고려하는 성

향을 가지고 있어 계획하지 않았어도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한 가설 4인

‘만족도는 재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

한 분석 결과 두 잠재변수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437이며 유

의수준 5% 이내에서 C.R.=6.463(p=.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가설은 Bellizzi et al.(1983)이 말한

색은 소비자의 신체적 반응과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주며, 이는

곧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주장과

Baek(1990), Kim et al.(2006), Lee(2008)가 말한 소비자들이 패

션상품을 선택할 때 색을 중요시 한다고 밝힌 주장과 일치한 결

과를 나타낸다. 특히 Park and Lee(2002)는 유행색과 관련하여

색의 중요성을 시사한 점에서 더 의의가 크다. 특히 패션상품 중

가방을 구매하는데 있어 외관상의 색상을 중요시한다고 밝힌

Shin(2013)과 Koo(2008)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의 요인을 알아보고,

구매유형, 만족도, 재구매 의도에 이르는 구매행동의 구조적 관

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의 요인은 인식·상징성,

실용성, 심미성, 어울림, 유행성으로 최종 도출되었다. 

둘째,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와 구매유형의 구조적 관계

를 분석한 결과, 심미성과 어울림 요인은 계획구매 유형에 영

향을 미치고, 인식·상징성과 심미성, 유행성 요인은 비계획구

매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점으로, 심미성

요인은 두 가지 구매유형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실용성 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는 가방을 대상으로 연구한 Koh and Na(2008)의 연구에서 관

리·내구성과 기능·착용성 등 실용성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

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본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차이점으로, 계획구매 유형은 비계획구매 유형보다 어

울림을 더 고려하고 있어 최신 유행색 가방을 든(맨) 모습을

한번 더 생각하고 계획하여 구매하는 성향이 있다. 반면 비계

획구매 유형은 계획구매 유형보다 타인에게 보여 지는 시각적

인 기능과 유행을 따르는 것을 더 고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

Table 6. Results of path analysis

H Path Estimate S.E. C.R. P Result

H 1-1 awarenesssymbolicity → planned purchase .147 .063 `.439 .150 accepted

H 1-2 esthetic → planned purchase -.293 .115 -2.162 * accepted

H 1-3 practicality → planned purchase .041 .045 .718 .473 not accepted

H 1-4 harmony → planned purchase .296 .100 2.461 * accepted

H 1-5 fashionability → planned purchase .108 .076 .865 .387 not accepted

H 2-1 awarenesssymbolic → unplanned purchase .303 .071 2.952 ** accepted

H 2-2 esthetic → unplanned purchase .480 .108 4.183 *** accepted

H 2-3 practicality → unplanned purchase .071 .054 1.149 .250 not accepted

H 2-4 harmony → unplanned purchase .004 .076 .047 .963 not accepted

H 2-5 fashionability → unplanned purchase .306 .091 2.262 * accepted

H 3-1 planned purchase → satisfaction -.004 .057 -.080 .936 not accepted

H 3-2 unplanned purchase → satisfaction .509 .076 7.613 *** accepted

H 4 satisfaction → repurchase intention .437 .084 6.463 *** accepted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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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비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결과는 비계획구매 유형의 소비자는 계획구매의 소비

자보다 유행과 타인의 반응 등의 주위 집중성을 고려하기 때문

에 백화점 VMD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 Ru(2003)과 Kim

(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셋째, 구매유형인 계획구매는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고, 비계획구매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계획구매 유형과 만족도와의 유의미한 영향관계는

Je(2011)의 연구에서 아웃도어 웨어 소비자는 디자인·스타일,

색상과 유행성에 만족을 느끼고, Chang(2011)의 연구에서 유행

성이 높은 구두 소비자집단은 구두 색상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계획구매 유형은 심미성과 인식·상징성,

유행성 구매동기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 Koh and

Na(2008)와 심미성과 유행성 요인이 만족도를 높인다고 주장한

Lee(2008)의 연구 역시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

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색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기능을

하게 한다고 한 Elliot et al.(2007)의 연구결과와 계획에 없던

제품을 구매했지만 기분전환이 되었다는 사실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정서 위안형 자기합리화가 발생한다고 한

Kim(2007)의 연구결과 역시 본 연구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만족도는 재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자 Han(2005)과 Yeo

and Rhee(1996), Park and Yoo(2009)의 연구에서 만족도는

재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Park et al.(2006), Yeo and Rhee(1996)의 연구에서는

제품외관인 심미적 특성이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는데, 본 연구는 제품외관인 색에 대한 구매행동이라는 점에

서 심미성 구매동기 요인이 구매유형에, 구매유형이 만족도에,

만족도가 재구매 의도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적 모형의 경

로에 대한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이 두 주장을 같은 맥락으로

지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패션업체의 마케터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의 업무에 적용 가능한 전략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패션업계의 유통업자, 마케터 등의 종

사자들은 패션상품의 색채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 유행

색에 민감한 소비자 표적시장을 세분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매장의 비주얼을 강화시키고 적극적인 프로모

션을 펼친다면 구매계획이 없단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즉흥적

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마케터들은 브랜드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시각적

으로 최신 유행색을 많이 노출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친

숙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최신 유

행색 가방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를 활용한 패션 스타일링 감

각을 브랜드 사이트 또는 소셜 사이트(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서 직접 체험하게 하는 온라인 상의 특수한 프로그램을 활용하

는 방법과 포토 콘테스트, 이벤트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이 있다. 이를 통해 심미성과 어울림의 구매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신 유행색 가방의 인식·상징성과 실용성의 구매동기

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직접 체험한 소비자 집단으로 구성된

파워 블로거들이 구매사용 평가와 상품설명을 게시하여 전파시

키는 방법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스타 마케팅을 활용하여 실용

성과 인식성, 상징성이 뛰어나다는 긍정적인 면을 유튜브 채널

과 같은 전파가 빠르고 파급력이 있는 곳에 게시하여 알리는 전

략을 펼친다면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최신 유행색은 빠른 회전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가보다는 저렴한 가격정책으로 구매주기를 늘려 구매빈도를

높이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가격정책 조절의 전략은 계

획구매 유형의 만족도를 높여 재구매 의도에 이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색채를 판매촉진전략 즉, 광고와 프로모션과 상품구색, VMD

요소에 적극적으로 조화시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한다면, 최종

적으로 기업의 자산구축,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심미성과 어울림을 중시하는 계획구매 유형의 소비자들의 만

족과 재구매 의도를 높이기 위해 상점 내에서는 최신 유행색

가방의 적절한 배색을 통해 구매욕구를 상승시킬 코디네이션을

제안하도록 한다. 따라서 마케터들은 본 연구를 통해 패션상품

의 최신 유행색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소비자의 구매동기와 구

매유형을 분석하는데에 색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접목한다면 마

케팅 전략수립 시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경제적, 시간적 노력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에서 나타난 한계점으로는 최신 유행색

가방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함에 있어 어

려움이 있었고, 연구대상물과 연구대상자가 다소 제한적이기 때

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과 다양한 품목, 다양한 소비자 집단을 대상

으로 연구하여 제한점을 해결하고 연구의 폭을 넓혀 새롭고 다

양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신 유행색에 특화

된 문항을 개발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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