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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

는 사회환경은 소비자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구매

행동 등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고, 소비자들은 자신

만의 개성과 욕구에 따라 원하는 제품에 대한 요구가 

매우 뚜렷하다. 소비자가 원하는 의류제품에 있어서

도 예외가 아니며, 의류생산업체나 유통업자는 이러

한 소비자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분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를 서로 다른 구

매욕구와 특성을 갖는 세분시장으로 분류하는데 근

거가 되는 보편적인 요인이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연

령이다. 비슷한 연령대에서 공유하는 가치관과 문화, 
소비행동은 유사할 수 있으며, 인생주기(life cycle)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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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미혼, 결혼, 취업, 자녀양육, 
자녀출가, 은퇴의 인생 단계를 거치면서 신체적, 심
리적, 경제적 변화가 생길 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이

나 의복에 대한 요구, 구매력 등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Diamond et al.(2015)은 연령은 유통업자들이 상품

기획을 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며 연령으로 세분화된 

집단은 서로 다른 욕구를 나타내므로 유통업자들은 

연령에 의해 소비자를 세분화함으로써 세분집단에 

대한 크기, 성장가능성, 구별되는 특성과 구매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패션상품기획에 있어서 더 적절한 상

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Korea Research In-
stitute for Fashion Industry Consortium(2016)은 젊은층

일수록 패션제품을 선택할 때 디자인/스타일 및 유행

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연령층이 낮을수

록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고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

는데,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인터

넷광고의 활용 비중에서 노년층과 크게 차이가 있으

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구, 가족 및 판매원의 조언

과 같은 인적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Fashion Industry Consorti-
um, 2016). 연구자들은 젊은층과 비교했을 때 노년층

은 행동적인 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을 주목해 왔

으며, Laroche et al.(2004)은 젊은층에 비해 노년층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연령에 관련된 차이를 밝히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의복쇼핑성향은 쇼핑에 대해 소비자의 흥미, 

의견, 행동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패턴화된 쇼핑양상

으로 소비자의 심리적, 행동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쇼핑특정적 라이프스타일이라 할 수 있는데(Kim & 
Rhee, 2004), 소비자를 세분화하는데 주요한 변수로 연

구되어져 왔다. 소비자의 쇼핑성향에 따라 의복선택

기준과 점포선택기준, 의복구매동기, 구매가격과 구

매빈도, 구매장소, 정보원 이용 등 의복구매행동과 관

련된 변수에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어 왔다(Kim, 2009; 
Ko et al., 2007; Lee, 2010; Moon et al., 2005; Shin, 2003; 
Son & Lee, 2013).

현재 소비자들이 접하고 있는 유통환경은 매우 다

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유통환경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소비자

들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많은 유통채널을 통해 쉽

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오프라인 점포의 종

류도 매우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쇼핑에 사용되는 매

체에 따라 카탈로그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IP-
TV를 통한 T-commerce 등이 있으며, TV홈쇼핑에서

의 의류제품 관련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제품

구매 시 이용되는 정보원에 있어서도 과거의 매장전

시와 판매원, 가족/지인의 추천이 중요한 역할을 했

다고 한다면, 현재 소비자들은 온라인 위주의 정보원 

활용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원의 종류나 구매채널

이 다양한 유통환경 상황에서 소비자가 의복을 구매 

시 나타내는 전반적인 구매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있

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유통환경 하에서 의류

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타깃을 정확히 설정하

고 가장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

되며,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성장한 의류시장 상황에

서 소비자의 연령과 쇼핑성향 유형에 따라 전반적인 

의복구매행동을 밝히고자 하였다. 쇼핑성향은 소비

자의 사회심리적, 행동적 패턴을 복합적으로 나타내

므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는 동태적인 개념이라 판단되며, 과거에 비해 가

치관이나 행동적인 측면에서 세대 간의 격차가 뚜렷

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장세분화의 기준이 되는 

연령과 의복쇼핑성향에 따라 전반적인 의복구매행

동을 분석함으로써 시장세분화 전략에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배경

1. 연령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설명하

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가 되어 왔으며, 그중에

서도 연령은 시장세분화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로, 소비자들은 연령별 인생주기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데 있어 다른 성향을 보이므로 연

령별 구매행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마케터나 유

통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연령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차이가 연구되어 왔는

데, Lumpkin and Greenberg(1982)는 노년층은 정보탐

색 시 대중매체보다는 친구, 배우자, 판매원과 같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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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보원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크다고 하였고, Lum-
pkin and Festervand(1988)도 노년층은 젊은층에 비해 

판매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였다. Laroche et 
al.(2004)은 노년층과 젊은층은 특히 정보탐색행동에 

대해 다른 행동을 보이는데 이것은 나이가 듦에 따라 

심리학적, 환경학적 변화, 또는 기억력, 학습능력 등

에서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연

령을 30세 미만, 3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분

류하여 크리스마스 선물로 의복을 구입 시 구매행동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정보탐색행동은 놀

랍게도 60세 이상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

였다고 보고하였다.
Jeon and Lee(2008)는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20~

39세는 청년층, 40~59세는 중년층, 60세 이상은 노년

층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라이프스타일과 의복

구매행동을 분석하였는데, 청년층은 외모를 중시하

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며 다양한 정보추구와 계획구

매를 하였고, 의복을 구매할 때는 디자인, 가격, 색상, 
사이즈 등 모든 요인을 고려하였고, 중년층은 청년층

보다는 외모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보여

지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합리적인 쇼핑성향

을 추구하고 의복구매 시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경향이었다. 노년층은 다른 집단 대비 가장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신보다는 가족을 더 

생각하는 경향이었고, 보수적인 사고를 하며 절약을 

중시하고, 의복을 구매할 때는 저렴한 가격을 중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 여성은 아직까지는 전

반적으로 소극적인 소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가의 의복지출을 하는 집단 중 일부 노

년 여성은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ee(2010)는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쇼핑성향 유형

에 따른 각 연령대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쇼핑성향 

유형은 과시추구형, 편의추구형, 쾌락추구형, 무관심

형의 네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과시추구형은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고, 30, 50대 순이었으며, 
편의추구형은 30대의 비중이 가장 많고, 쾌락추구형

은 20대의 비중이 다른 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으

며, 60대의 경우에는 과시추구형과 무관심형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이용하는 패션정보원은 30대
와 60대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30대는 매장 디스

플레이, TV, 잡지를 많이 이용하는 반면, 60대는 매장 

디스플레이와 판매원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다. Park

(2014)은 복합쇼핑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리테일 엔

터테인먼트 요소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나이가 가장 많은 50대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30대와 40대는 중간점수를, 20대가 가장 낮은 반응을 

보였으며, 이벤트로 인한 즐거움은 40, 50, 30, 20대 순

으로 나타나 과거에 근검절약의 특징을 보였던 중장

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이해를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Seo(2015)는 중년층들이 본인의 연령을 젊게 

지각할수록 본인의 이미지 관리에 적극적이고 화장

품을 구매하는 지출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세대별로 같은 환경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다른 경

험을 하게 되므로 젊은층과 노년층의 행동차이는 사

회문화적 변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한 Phillips and Stern-
thal(1977)의 제안과 같이 연령대에 따라 나타내는 라

이프스타일이나 쇼핑성향을 비롯한 의복구매행동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되

므로, 현재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의복구매패턴과 구

매행동을 연령대별로 살펴보고자 함에 본 연구의 의

의가 있다.

2.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쇼핑성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Sproles and Ken-
dall(1986)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영향을 받는 인지적, 감정적 경향이라고 하였고, Ha-
wkins et al.(2001)은 소비자가 쇼핑행동을 할 때 어떤 

특정한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쇼

핑스타일(shopping style)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에서 쇼핑성향은 소비자의 인지적, 감성적, 
행동적인 특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

는 소비자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의

복을 구매 시 나타나는 의복쇼핑성향에 대한 하위차

원들이 분석되어 왔다.
Cha et al.(1999)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성인 여성

을 대상으로 쾌락적 쇼핑, 편의적 쇼핑, 감성추구, 유
명상표선호, 유행추구, 경제적 쇼핑, 자신감, 점포편

의의 8요인을 도출하고, 쾌락적 쇼핑과 편의적 쇼핑

의 요인점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쇼핑고관여 집단, 
쾌락적 쇼핑집단, 편의적 쇼핑집단, 쇼핑저관여 집단

으로 유형화하였다. Shin(2003)은 20대 여대생을 대상

으로 쾌락적 쇼핑성향, 경제적 쇼핑성향, 편의추구적 
쇼핑성향, 유명상표선호 쇼핑성향, 유행지향적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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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독자적 쇼핑성향의 6차원을 도출하고 쾌락적 집

단, 경제적 집단, 편의추구 집단, 상표충성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Ko et al.(2007)은 45~64세 여성을 대상

으로 의류고관여, 유행추종, 브랜드추구, 타인의존, 
경제성추구의 5요인을 도출한 후, 브랜드추구 집단, 
유행추종 집단, 타인의존 집단, 의류고관여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Kim(2009)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즐

거움의 추구, 계획적 성향, 상표지향적 성향, 매장정

보탐색 성향의 4요인을 도출 후, 쇼핑고관여 집단, 상
표지향 쇼핑집단, 쇼핑저관여 집단, 비계획적 쇼핑집

단으로 유형화하였다. Lee(2010)는 20대 이상 성인 여

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합리적 쇼핑성향, 과시적 

쇼핑성향, 쾌락적 쇼핑성향, 상표/점포충성적 쇼핑성

향, 편의적 쇼핑성향의 5차원을 도출한 후, 과시추구

형, 편의추구형, 쾌락추구형, 무관심형의 4유형으로 

분류하였다. Son and Lee(2013)는 20~30대 여성을 대

상으로 쾌락적 쇼핑성향, 경제적 쇼핑성향, 편의지향 
쇼핑성향, 유행지향 쇼핑성향, 브랜드지향 쇼핑성향

의 5차원을 하위차원으로 도출하였다. Kang(2018)은 

50세 이상 시니어 남, 여를 대상으로 패션가치추구, 
감정가치추구, 소장가치추구, 경제가치추구, 충성가

치 추구, 고품질가치추구의 6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여성의 쇼핑성향을 분석해 왔는데, 

남성을 대상으로 쇼핑성향의 하위차원을 분석한 연구

로, Kim and Hong(2000)은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쾌락적 쇼핑성향, 계획적 쇼핑성향, 충성적 쇼핑성

향, 독자적 쇼핑성향의 4요인을 도출하였다. Kim and 
Choi(2009)는 디지털 세대라 생각되는 15~34세 남성을 
대상으로 유행추구, 충동적 쇼핑추구, 어울림추구, 개
성추구, 실용성추구, 경제성추구의 6요인을 도출하고 
독자적 쇼핑추구형, 쇼핑무관심형, 쇼핑고관여형으

로 유형화하였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온라인 구매 시의 소비자의 쇼

핑성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Moon et al.
(2005)은 인터넷쇼핑을 이용하는 20~3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명상표지향, 실리추구, 충동적 쾌락지향, 
습관/단골지향, 유행의식, 광고의존의 6요인을 도출

한 후, 상표의식형, 효용가치형, 안정지향형, 자기주

관형으로 유형화하였다. Ju(2015)는 20~30대를 대상

으로 모바일구매 시 쇼핑성향을 쾌락적추구, 경제적

추구, 편의성추구, 유행추구의 4요인으로 분류하였고, 
Kim and Chung(2015)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여 구매

한 경험이 있는 20~30대를 대상으로 쾌락추구, 브랜

드추구, 패션혁신추구, 유행추구, 실용추구의 5요인

을 도출하였다. Chae(2017)는 모바일 쇼핑경험이 있

는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브랜드과시성, 쾌락/유
행성, 경제성, 충동성, 시간절약의 5요인을 분류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의복쇼핑성향의 하위

차원을 지칭한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측정문항들을 보았을 때, 쾌락적, 경제적, 편
의적 쇼핑성향들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고, 유행추

구, 상표추구, 충동성, 계획적 쇼핑 등의 하위차원들

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쇼핑성향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되어 나

타나며,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

적 환경이나 트렌드에 따라 변화한다. 현재 인터넷기

술의 발달과 모바일이용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은 유

행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트렌드에 민감하

고 외모관리와 패션제품에 관심이 많으며 유통채널의 
다양화로 인해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구매채널의 선

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단편적인 

쇼핑성향의 특성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기보다는 복합

적인 쇼핑성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Kim, 2010). 가
령, 쇼핑성향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유형화한 경우 쇼

핑고관여 집단은 쾌락적, 경제적 성향을 모두 나타내

면서 다른 쇼핑성향 측면도 갖고 있는 복합적이고 적

극적인 쇼핑경향을 보이는 집단이다(Cha et al., 1999; 
Kim, 2009; Kim & Choi, 2009; Ko et al., 2007). Kim(2018)
도 20~40대 대상으로 의류쇼핑성향에 따라 집단을 유

형화한 결과, 쾌락추구, 가격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상표추구 성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 쇼핑성

향 집단 외에 과시적 쇼핑집단, 실용적 쇼핑집단, 쇼
핑무관심 집단, 합리적 쇼핑집단을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도 가장 많

이 도출되었던 하위차원이면서 소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 시 모두 나타내는 성향인 쾌락적 쇼핑

성향, 경제적 쇼핑성향, 편의적 쇼핑성향, 그리고 의

복이란 제품특성 상 소비자들이 많이 고려하는 성향

인 유행추구 성향과 상표지향 성향을 구성하였고, 소
비자들의 복합적인 쇼핑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쇼

핑성향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였다. 또한 쇼핑성

향에 따라 소비자의 점포선택이나 의복선택기준, 구
매장소, 구매가격과 구매빈도, 의복구매동기 등 구매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에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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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으므로, 소비자의 쇼핑성향 유형에 따른 연령별 

의복구매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시장세분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의류제품 소비자들에 대해 연령과 의복쇼핑성향 

유형에 따른 전반적인 의복구매행동을 분석하기 위

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령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을 분석한

다. 
연구문제 2. 의복쇼핑성향 유형에 따른 연령별 의

복구매행동을 분석한다.
                 2-1. 의복쇼핑성향에 따라 소비자를 유

형화한다.
                 2-2. 의복쇼핑성향 유형에 따른 연령별 

의복구매행동을 분석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1년 이

내에 구매한 본인의 의복품목을 상기하여 구매한 품

목, 구매가격, 구매채널, 이용한 정보원을 응답하도록 
하였고, 본인의 의복을 구매한 평균 구매빈도와 월평

균 의복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

하였다. 의복품목은 착용용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연

령대별 인생주기에 따라 필요한 품목을 파악하기 위하

여 정장아우터, 정장단품, 캐주얼아우터, 캐주얼단품, 
스포츠/아웃도어웨어, 골프웨어, 내의류로 구분하였

다. 구매채널은 현재 의류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오프

라인과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유통채널을 포함하고자 
하였고, Sung and Sung(2016)의 연구를 참고로 연구

자가 구성한 백화점, 대형할인점/대형마트, 아울렛/상
설할인점, 전문점(쇼핑몰/가두점), 시장, 인터넷쇼핑

(PC/노트북 이용), TV홈쇼핑(전화연결 구매), TV홈쇼

핑(모바일 앱 구매), 모바일쇼핑(모바일을 이용한 구

매)을 포함한 9종류의 유통채널을 포함하였다. 특히 

온라인 채널 유형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매체를 근거

로 분류하고자 하였고, TV홈쇼핑의 경우도 TV매체

를 통하여 의복구매에 대한 정보를 접하나 구매는 전

화로 연결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한 구매로 이어짐을 

고려하였다. 이용한 정보원 역시 오프라인과 온라인 

정보원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분류하고자 하

였고, Lee and Rha(2012)가 제시한 분류를 참고하여 
TV광고/TV홈쇼핑, 신문/잡지 기사, 가족/지인추천, 매
장전시/판촉물, 인터넷쇼핑몰 정보, 인터넷쇼핑몰 구

매후기, 포털사이트검색, 소비자리뷰(블로그/커뮤니

티), 가격비교사이트, 브랜드홈페이지를 구성하였다.
쇼핑성향에 대한 문항은 Chae(2017), Lee(2010), Son 

and Lee(2013)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쾌락적 성향, 경
제적 성향, 편의적 성향, 유행추구 성향, 브랜드추구 

성향에 대한 25문항을 개발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019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리서치 전문업

체의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500부의 유효한 표본

을 수집하였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별 분

석을 하기 위하여 각 연령대별로 100명씩 수집하였

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의복구매행동에 대

한 빈도분포는 <Table 1>‒<Table 2>와 같다. SPSS 21.0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Cron-
bach's α), 일원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 교차분석을 실

시하였다.
의복구매행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구매한 품목은 

캐주얼단품(175명)이 가장 많았고, 구매가격은 5만 

원 미만(175명), 5~10만 원(155명), 10~30만 원(121명) 
순으로 많았다. 구매채널은 오프라인이 289명, 온라

인이 211명이었으며, 아울렛(136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인터넷쇼핑(132명), 백화점(80명), 모바일쇼

핑(53명) 순이었다. TV홈쇼핑 구매 시 전화연결과 모

바일 앱을 통한 구매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앱 구매(18명)가 전화구매(8명)보다 많

은 것으로 나타났고, 홈쇼핑업체가 앱을 통한 구매 시 
가격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

로 인한 결과라 예측된다. 구매빈도는 계절별 1~2회
(296명)가 가장 많았고, 월평균 의복비는 10만 원 미

만(227명)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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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연령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연령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 연령대별로 구매품목, 구
매가격, 구매채널, 구매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Table 3). 정장아우터는 60대의 구매빈도가 가장 
많았고, 40, 30대가 기대빈도보다 많았으며 정장단품

은 50대의 구매빈도가 가장 많았고, 60대가 기대빈도

보다 많았다. 캐주얼아우터는 30, 50, 60대가 기대빈

도보다 많았고, 캐주얼단품은 20대의 구매빈도가 매

우 많았고, 스포츠웨어는 30대의 구매빈도가 가장 많

았고, 20, 40대가 기대빈도보다 많았다. 골프웨어는 50, 
60대의 구매빈도가 가장 많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구

매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20대는 캐주

Variable Item Frequency Percent 
(%)

Purchase 
item

Formal outer 64 012.8

Formal wear item 60 012.0

Casual outer 67 013.4

Casual wear item 175 035.0

Sports wear/outdoor 80 016.0

Golf wear 30 006.0

Inner wear 24 004.8

Purchase 
price
(won)

Less than 50 thousand 175 035.0

50-100 thousand 155 031.0

100-300 thousand 121 024.2

300-500 thousand 32 006.4

More than 500 thousand 17 003.4

Purchase 
channel

Department store 80 016.0

Discount store 24 004.8

Outlet/off-price store 136 027.2

Specialty store 
(shopping mall/street) 39 007.8

Market 10 002.0

Internet shopping (PC) 132 026.4

TV homeshopping 
(telephone) 8 001.6

TV homeshopping 
(mobile app.) 18 003.6

Mobile shopping 53 010.6

Purchase 
frequency

1-2 times per year 57 011.4

1-2 times per season 296 059.2

Once per month 81 016.2

Several times per month 66 013.2

Monthly 
clothing 

expenditure
(won)

Less than 100 thousand 227 045.4

100-300 thousand 220 044.0

More than 300 thousand 53 010.6

Total 500 100.0

Table 2. Frequency of clothing purchase behavior

Variable Item Frequency Percent 
(%)

Age

20s 100 020.0

30s 100 020.0

40s 100 020.0

50s 100 020.0

60s 100 020.0

Gender
Male 250 050.0

Female 250 050.0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85 017.0

College student 26 005.2

College degree 330 066.0

Graduate degree 59 011.8

Occupation

Management/
professionals 60 012.0

Office workers 192 038.4

Sales/service 42 008.4

Self-employed 39 007.8

Student 31 006.2

Housewife 60 012.0

Etc 76 015.2

Monthly 
income 
(won)

Less than 2 million 35 007.0

2-4 million 157 031.4

4-6 million 152 030.4

6-10 million 120 024.0

More than 10 million 36 007.2

Residence

Seoul 143 028.6

Kyunggi-province 158 031.6

Etc 199 039.8

Total 500 100.0

Table 1. Demo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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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단품과 스포츠웨어의 구매가, 30대는 캐주얼아우

터와 스포츠웨어의 구매가, 40대는 정장아우터와 스

포츠웨어, 골프웨어의 구매가, 50대는 정장단품, 캐주

얼아우터, 골프웨어의 구매가, 60대는 정장아우터와 

단품, 캐주얼아우터, 골프웨어의 구매가 기대빈도보

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의복구매는 캐주얼

단품에 집중되어 있고, 50, 60대로 가면 다른 연령 대비 
정장용이나 골프웨어의 구매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구매가격은 5만 원 미만에서는 20, 30대가 많다가 

5~10만 원에서는 30대가 가장 많고, 다음에 50, 60대 

순이며, 10~30만 원에서는 60대가 가장 많고, 30, 50대 

순이며, 30~50만 원에서는 50대가 가장 많고, 60대 순

이며, 50만 원 이상에서는 30, 60대가 많았다.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는 5만 원 미만이, 30대는 5만 원 미만

과 10~30만 원이, 40대는 5~10만 원이, 50대는 5~10만 
원, 10~30만 원, 30~50만 원이, 60대는 5~10만 원, 10~
30만 원, 30~50만 원, 50만 원 이상이 기대빈도보다 높

게 나타났다. 즉 20대는 구매가격을 가장 적게 지출하

고 있었으며, 30대는 40대에 비해 오히려 더 비싼 품

목의 구매를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50, 60대
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비싼 품목

의 구매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Variable Item 20s 30s 40s 50s 60s Total χ2

Purchase 
item

Formal outer 05a (12.8b) 14 (12.8) 15 (12.8) 09 (12.8) 21 (12.8) 64

61.046***

Formal wear item 06 (12.0) 07 (12.0) 12 (12.0) 22 (12.0) 13 (12.0) 60

Casual outer 10 (13.4) 16 (13.4) 12 (13.4) 14 (13.4) 15 (13.4) 67

Casual wear item 56 (35.0) 35 (35.0) 31 (35.0) 28 (35.0) 25 (35.0) 175

Sports wear 18 (16.0) 20 (16.0) 17 (16.0) 12 (16.0) 13 (16.0) 80

Golf wear 00 (06.0) 03 (06.0) 07 (06.0) 10 (06.0) 10 (06.0) 30

Inner wear 05 (04.8) 05 (04.8) 06 (04.8) 05 (04.8) 03 (04.8) 24

Purchase 
price

Less than 50 thousand 49 (35.0) 40 (35.0) 32 (35.0) 28 (35.0) 26 (35.0) 175

28.993***

50-100 thousand 29 (31.0) 22 (31.0) 38 (31.0) 34 (31.0) 32 (31.0) 155

100-300 thousand 16 (24.2) 26 (24.2) 24 (24.2) 25 (24.2) 30 (24.2) 121

300-500 thousand 03 (06.4) 06 (06.4) 04 (06.4) 11 (06.4) 08 (06.4) 32

More than 500 thousand 03 (03.4) 06 (03.4) 02 (03.4) 02 (03.4) 04 (03.4) 17

Purchase
channel

Department 13 (16.0) 17 (16.0) 12 (16.0) 16 (16.0) 22 (16.0) 80

49.544***

Discount 01 (04.8) 06 (04.8) 04 (04.8) 08 (04.8) 05 (04.8) 24

Outlet/off-price 21  (27.2) 28 (27.2) 28 (27.2) 31 (27.2) 28 (27.2) 136

Specialty store 
(shopping mall/street) 12 (07.8) 08 (07.8) 06 (07.8) 08 (07.8) 05 (07.8) 39

Market 02 (02.0) 01 (02.0) 03 (02.0) 02 (02.0) 02 (02.0) 10

Internet 34 (26.4) 22 (26.4) 26 (26.4) 25 (26.4) 25 (26.4) 132

TV homeshopping 02 (05.2) 00 (05.2) 08 (05.2) 09 (05.2) 07 (05.2) 26

Mobile 15 (10.6) 18 (10.6) 13 (10.6) 01 (10.6) 06 (10.6) 53

Purchase 
frequency

1-2 times per year 05 (11.4) 08 (11.4) 15 (11.4) 11 (11.4) 18 (11.4) 57

51.811***
1-2 times per season 42 (59.2) 59 (59.2) 58 (59.2) 68 (59.2) 69 (59.2) 296

Once per month 33 (16.2) 16 (16.2) 13 (16.2) 12 (16.2) 07 (16.2) 81

Several times per month 20 (13.2) 17 (13.2) 14 (13.2) 09 (13.2) 06 (13.2) 66

Total 100 100 100 100 100 500
*p<.05 **p<.01, ***p<.001
a: Observation frequency, b: Expected frequency

Table 3. Differences of clothing purchase behaviors according to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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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채널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채널 중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아울렛에서의 구매가 많았고, 백화점은 

60대가 가장 많았고, 30, 50대 순이었다. 온라인 채널

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인터넷쇼핑이 가장 많았으

며, 특히 20대의 이용이 가장 많았다. TV홈쇼핑은 50, 
40, 60대의 이용이 많은 반면, 모바일쇼핑은 30, 20, 
40대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40대를 기점으로 

젊은 연령에서는 모바일쇼핑의 이용이, 나이가 더 많

은 연령에서는 TV홈쇼핑을 이용한 구매가 많음을 파

악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전문점, 인터

넷쇼핑, 모바일쇼핑이, 30대는 시장을 제외한 모든 오

프라인 점포와 모바일쇼핑이, 40대는 아울렛, TV홈

쇼핑, 모바일쇼핑이, 50대는 할인점, 아울렛, 전문점, 
TV홈쇼핑이, 60대는 백화점, 할인점, 아울렛, TV홈쇼

핑을 통한 구매가 기대빈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Je-
on and Lee(2008)의 연구에서 모든 연령층이 백화점

에서의 구매가 가장 많았고 청년층은 백화점 다음으

로 인터넷구매가 많았으며, 중년층은 비교적 오프라

인 매장의 다양한 유형을 고루 이용하고 있었으며, 노
년층은 백화점 다음으로 재래시장에서의 구매가 많

다고 한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매빈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계절별 1~2회 구매가 

가장 많았으나, 기대빈도면에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1년에 1~2회와 계절에 1~2회가 많고, 한 달

에 1회, 한 달에 여러 번에서는 20대의 비중이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 30대와 50, 60대를 비교했을 
때 연령대가 많을수록 구매빈도는 적어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Jeon and Lee(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구매가격과 연관해 보면, 20대는 저렴한 가

격의 품목을 자주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50, 60대는 
구매빈도는 적으나 구매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비싼 

품목까지 다양하게 구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Jeon 
and Lee(2008)의 연구에서 중년층은 의복구입개수는 

적으나 고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노년층은 구입개수

나 구입비용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

다고 제시한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의 50대와 
60대는 Jeon and Lee(2008)의 연구에서의 중년층에 해

당되는 소비자로 예측되며, 의복구매력 또한 다른 연

령대 대비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이용한 정보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오프라인 정보원에서는 TV광고/TV홈쇼핑, 
신문/잡지 기사의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대가 많을수록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오프라인 정보원에서는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균값을 볼 때 모든 연령대

별로 매장전시를 많이 이용함이 확인되었고, 60대의 

경우에도 친구/지인, 판매원의 추천보다 매장전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은 정보탐색 시 

Information resource 20s
(n=100)

30s
(n=100)

40s
(n=100)

50s
(n=100)

60s
(n=100) F-value

TV ad./TV homehopping 1.98 A 2.34 B 2.67 C 2.90 CD 2.92 D 22.018***

Report in newspaper/magazine 1.82 A 1.95 AB 2.12 BC 2.11 BC 2.23 C 03.590***

Recommendation of family/friend 2.82 2.81 2.92 2.82 2.83 00.247***

Store display/product brochure 3.27 3.06 3.16 3.19 3.25 00.851***

Recommendation of salesman 2.65 2.73 2.83 2.92 2.89 01.744***

Information of internet shopping mall 4.00 C 3.69 B 3.62 AB 3.52 AB 3.42 A 07.169***

Consumer review of internet shopping mall 4.12 D 3.70 C 3.62 BC 3.51 B 3.11 A 16.596***

Web search on portal site 3.58 B 3.32 AB 3.27 A 3.18 A 3.03 A 04.183***

Consumer review on blog/community 3.60 C 3.32 BC 3.32 BC 3.23 B 2.88 A 06.789***

Price comparison website 3.55 3.23 3.43 3.38 3.18 02.116***

Brand homepage 3.28 B 2.78 A 2.86 A 2.89 A 2.80 A 05.034***

**p<.01, ***p<.001 
Duncan test results A<B<C<D

Table 4. Differences of information resources according to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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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조언이나 판매사원의 도움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던 과거의 연구결과(Lumpkin & Greenberg, 1982)
나, 노년층의 경우 청년층이나 중년층에 비해 TV나 

패션잡지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친구나 주변사람의 

영향이 크다고 한 Jeon and Lee(2008)의 결과와는 다

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정보원에서는 가격비교사이트를 제외하

고 모든 정보원의 종류에서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가 젊을수록 온라인 정보원의 유형

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대
는 온라인 정보원 유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

로 나타나 Lee and Rha(2012), Jeon and Lee(2008)의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Jeon and Lee(2008)의 연구

에서 노년층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원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년이 지난 본 연구에서는 

60대의 오프라인 정보원 대비 온라인 정보원의 이용

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2.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1)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의복쇼핑성향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기 위하

여 우선 의복쇼핑성향의 하위차원을 밝히기 위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배리맥스 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하였고, 요인적재값이 낮은 문항을 

제거한 후 반복적인 요인분석 후 고유치 1.000 이상

을 기준으로 6요인을 도출하였다(Table 5). 총 분산은 

67.058%, 신뢰도분석 결과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Factor Variable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Pleasure
pursuit

I like eye-shopping even though I do not have any plan to buy. .857

5.265 23.931
(23.931) .891

I am very interested in selecting and buying clothes .853

I enjoy looking around store for shopping. .826

I like shopping. .777

Brand
pursuit

I prefer buying famous brands in spite of the high price. .821

3.604 16.383
(40.314) .831

Famous brand means a good quality. .793

It is important for me to buy famous brand for my clothes. .782

I am willing to pay more for famous brand's clothes. .735

Low price
pursuit

I try to buy clothes on sale, or using coupons. .873

1.864 08.471
(48.785) .793

I research a promotional coupon when I buy clothes. .819

I will invest my time and effort to find lower price for my clothes. .652

Price is an important element when I buy clothes. .594

Trend
pursuit

I prefer buying trendy clothes. .825

1.691 07.684
(56.469) .843I consider fashionable items in purchasing clothes. .809

I am very interested in new trend. .743

Reasonable
plan pursuit

I evaluate a quality of clothes precisely before buying. .837

1.245 05.660
(62.130) .761I plan to buy clothes within my budge .825

I do comparative buying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clothes. .669

Convenience
pursuit

I usually use a convenient place when I purchase clothes. .727

1.084 04.928
(67.058) .598

I want to buy clothes immediately as soon as I need them. .685

I want to save time and efforts in shopping. .658

I would rather buy clothes where I see. .606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hopping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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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는 ‘편리성지향’을 제외하고는 .761~.891로 신뢰성

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편리성지향’ 요인은 다

소 크론바하 알파값이 낮으나 다른 요인과의 부적 상

관이 뚜렷하고 요인적재값이 만족스러워 채택하였다.
가장 지배적인 1요인은 쇼핑을 좋아하고 살 계획이 

없어도 구경하고 다니는 것을 즐기는 성향으로 ‘쾌락

추구’ 성향(총분산 23.931%), 2요인은 의복을 구매할 

때 브랜드는 품질을 의미하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유명브랜드를 구매하길 원하므로 ‘브랜드추구’(총분

산 16.383%), 3요인은 되도록 세일이나 할인쿠폰을 이

용하고 구매 시 저가격을 추구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므로 ‘저가격추구’
(총분산 8.471%)라고 명명하였다. 4요인은 현재 유행

하는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유행하는 아이템

을 사는 경향이므로 ‘유행추구’(총분산 7.684%), 5요
인은 계획한 예산 내에서 제품의 가치를 따져 의복을 

구매하며, 여러 곳을 비교한 후 신중한 구매를 진행하

는 ‘합리적 계획추구’(총분산 5.660%), 6요인은 의복

을 구매할 때 가장 편리한 곳에서 빠르게 사길 원하며, 
쇼핑하는데 소비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므로 ‘편리성추구’(총분산 4.928%)라고 

명명하였다. 초기에 구성하였던 경제성 요인은 의복

을 구매 시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과, 신
중하게 계획하고 가격 대비 합리적인 구매를 추구하

는 성향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도출된 의복쇼핑성향의 하위차원으로 K-평균 군

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가장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

하기 위하여 3~6개의 군집으로 분류한 후, 각 군집의 

빈도의 적절성과 요인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군

집 간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빈도가 적절한 

3군집을 선택하였다. 선정한 3개 군집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의복쇼핑성향의 하위차원으로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던컨테스트를 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1군집(172명)은 ‘브랜드추구’와 

‘편리성추구’ 요인의 평균값은 세 집단 중 중간이나 

‘브랜드추구’와 ‘편리성추구’를 제외한 모든 쇼핑성

향 요인에 있어서 평균값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

으므로 쇼핑저관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2군집(124
명)은 ‘저가격추구’와 ‘합리적 계획추구’ 요인이 가장 
높아 의복을 구매 시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자 노력하

는 경향이 많으며 신중하게 계획하여 합리적 소비를 

하는 집단이므로 경제성추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군집(204명)은 ‘쾌락추구’, ‘브랜드추구’, ‘유행추구’, 
‘편리성추구’ 요인이 세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가격추구’와 ‘합리적 계획추구’ 요인은 세 
집단 중에서 중간이지만 평균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편이므로 쇼핑고관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쇼
핑고관여 집단은 선행연구에서도 제안된 바와 같이

(Cha et al., 1999; Kim, 2009; Kim & Choi, 2009; Ko et al., 
2007; Shin, 2003), 의복을 구매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모

든 쇼핑성향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적극적인 집단

임이 확인되었으며, 소비자들을 단편적인 쇼핑성향

에 의해 분류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쇼핑성향을 고찰

할 필요가 있다고 한 Kim(201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2) 의복쇼핑성향 유형에 따른 연령별 분포

분류한 의복쇼핑성향 유형에 따른 연령별 분포를 

Group
Shopping
orientation

Low shopping 
involvement

(n=172)

Economic
pursuit
(n=124)

High shopping
involvement

(n=204)
F-value

Pleasure pursuit 2.50 A 3.26 B 3.95 C 254.318***

Brand pursuit 2.82 B 2.32 A 3.60 C 190.050***

Low price pursuit 3.47 A 4.28 C 3.92 B 081.457***

Trend pursuit 2.70 A 2.72 A 3.71 B 151.070***

Reasonable plan pursuit 3.27 A 4.07 C 3.92 B 084.106***

Convenience pursuit 3.38 AB 3.29 A 3.46 B 003.211***

*p<.05,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Table 6. Cluster analysis according to shopping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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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쇼핑고관여 집단은 20대
와 60대가 기대빈도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경제

성추구 집단은 40, 50, 30대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

는 반면 60대가 가장 적었고, 쇼핑저관여 집단은 20대
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되

어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대는 쇼핑을 할 

때 모든 면을 고려하는 복합적이고 적극적인 쇼핑성

향을 나타내는 쇼핑고관여 집단의 구성비가 매우 높

았고, 40대는 쇼핑고관여 성향보다는 경제성추구와 

쇼핑저관여 집단의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

생주기 단계로 보았을 때 40대는 가정생활과 자녀교

육, 직장 등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유

가 없는 시기이므로 쇼핑에 집중할 수는 없는 연령층

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에 20~40대
를 대상으로 의류쇼핑성향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한 

Kim(2018)의 연구에서 20대의 경우 모든 종류의 쇼핑

성향이 높은 편인 복합적 쇼핑집단의 구성이 높은 반

면, 30, 40대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쇼핑성향을 가진 
합리적 쇼핑집단의 구성이 높은 경향이라고 밝힌 결

과와 비슷하나, Lee(2010)의 연구에서는 과시추구형

의 경우 4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이므로 사회에서의 

자신의 신분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고 설

명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60대는 경제성추구보

다는 상대적으로 쇼핑고관여와 쇼핑저관여 집단의 

구성비가 높아 여전히 쇼핑에 소극적인 소비자도 존

재하나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20대를 제외하고

는 더 많은 편은 아니며, 오히려 경제성을 추구하는 

쇼핑을 하기 보다는 쾌락이나 유행추구, 브랜드추구

를 하는 적극적인 소비자가 많음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의 노년층은 과거의 노년층과 달리 

본인의 유행과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경제력

을 기반으로 사회참여나 여가활동을 위한 의복구매

가 많다고 한 Yoon(2014), Kang(2018)의 연구를 지지

하고 있다.

3)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연령별 의복구매행동

분류한 집단에 따라 연령별 의복구매행동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만 제시하

였다.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연령별 구매빈도에서는 

20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8). 쇼핑저

관여 집단과 경제성추구 집단은 보통 계절에 1~2회 

의복을 구매하는 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쇼핑고관여 집단은 한 달에 1회~여러 번 구

매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쇼핑고관여 집단

인 경우 의복구매빈도가 다른 두 집단보다 많음이 확

인되었다.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연령별 월평균 의복비에서

는 30, 40, 60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9). 
30대에서는 쇼핑저관여 집단은 10만 원 미만, 경제성

추구 집단은 10만 원 미만과 10~30만 원, 쇼핑고관여 
집단은 3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많았다. 40대는 쇼핑저

관여 집단과 경제성추구 집단은 10만 원 미만, 쇼핑고

관여 집단은 10~30만 원, 3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많았

다. 60대는 쇼핑저관여 집단과 경제성추구 지단은 10만 
원 미만이, 쇼핑고관여 집단은 10~30만 원, 30만 원 이

상의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의복비는 위의 모든 연령

대에서 쇼핑고관여 집단의 지출이 뚜렷하게 많음이 

파악되었고, 쇼핑저관여 집단과 경제성추구 집단은 

비슷한 수준의 의복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Group
Age

Low shopping
involvement

Economic
pursuit

High shopping
involvement Total χ2

20s 26a (34.4b) 24 (24.8) 50 (40.8) 100

13.198*

30s 36 (34.4) 26 (24.8) 38 (40.8) 100

40s 38 (34.4) 31 (24.8) 31 (40.8) 100

50s 34 (34.4) 27 (24.8) 39 (40.8) 100

60s 38 (34.4) 16 (24.8) 46 (40.8) 100

Total 172 124 204 500
*p<.05
a: Observation frequency, b: Expected frequency

Table 7. Age differences of thre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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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Jeong(2019)의 연구에서도 적극적인 활동형의 소

비자들이 화장품구매에 지출하는 금액이 높다고 보

고된 바 있다.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연령별 탐색정보원의 차이

에 대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20대를 살펴보면, 
세 집단 모두 온라인 정보원 종류의 이용이 많은 것으

로 확인되었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오프

라인 정보원 종류 중 매장전시/매장판촉물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 집단 중에서는 쇼

핑고관여 집단의 이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에 쇼핑저

관여 집단과 경제성추구 집단이었다. 신문/잡지 기사

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쇼핑고관여, 쇼핑저

관여, 경제성추구 집단 순이었다. 30대에서는 세 집단 
간에 이용하는 정보원 종류마다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매장판매원 조언과 온라인 소비자리뷰를 제외하

고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뚜렷하여 쇼핑고관여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쇼핑저관여 집단과 경제성추구 집단은 

정보원 이용 수준이 비슷하였으나, 온라인상의 정보

탐색에 있어서는 경제성추구 집단이 쇼핑저관여 집

단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

제성을 추구하는 집단인 경우 가격비교나 상품에 대

한 정보탐색을 쇼핑저관여 집단보다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20대는 대체적으로 집단 간

Age Group
Purchase frequency

Low shopping 
involvement

Economic
pursuit

High shopping 
orientation Total χ2

20s

1-2 times per year 02a (01.3b) 01 (01.2) 02 (02.5) 5

13.391*
1-2 times per season 14 (10.9) 15 (10.1) 13 (21.0) 42

Once per month 07 (08.6) 06 (07.9) 20 (16.5) 33

Several times per month 03 (05.2) 02 (04.8) 15 (10.0) 20

Total 26 24 50 100
*p<.05
a: Observation frequency, b: Expected frequency

Table 8. Differences of clothing purchase frequency according to the groups

Age
Group

Monthly clothing 
expenditure (won)

Low shopping 
involvement

Economic
pursuit

High shopping 
involvement Total χ2

30s

Less than 100 thousand 21a (16.9b) 13 (12.2) 13 (17.9) 47

13.067***100-300 thousand 14 (14.8) 12 (10.7) 15 (15.6) 41

More than 300 thousand 01 (04.3) 01 (03.1) 10 (04.6) 12

Total 36 26 38 100

40s

Less than 100 thousand 25 (20.1) 21 (16.4) 07 (16.4) 53

18.333***100-300 thousand 12 (15.2) 09 (12.4) 19 (12.4) 40

More than 300 thousand 01 (02.7) 01 (02.2) 05 (02.2) 7

Total 38 31 31 100

60s

Less than 100 thousand 19 (14.8) 12 (06.2) 08 (17.9) 39

20.295***100-300 thousand 15 (18.2) 04 (07.7) 29 (22.1) 48

More than 300 thousand 04 (04.9) 00 (02.1) 09 (06.0) 13

Total 38 16 46 100

*p<.05, **p<.01, ***p<.001
a: Observation frequency, b: Expected frequency

Table 9. Differences of monthly clothing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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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가 없이 정보탐색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30대
는 집단에 따라 정보탐색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0대의 경우엔 온라인 소비자리뷰와 가격비교사

이트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었는데, 쇼핑고관여 집

단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추구 집단의 이용 수준이 

Age Group
Information source

Low shopping 
involvement

Economic 
pursuit

High shopping 
involvement F-value

20s

(n=26) (n=24) (n=50)

Offline

TV ad,/TV homeshopping 1.88 1.75 2.14 1.665
Product report in newspaper/magazine 1.85 AB 1.38 A 2.02 B 4.005*

Recommendation of family/friend 2.69 2.50 3.04 2.751
Store display/product brochure 2.88 A 2.96 A 3.62 B 7.340**
Recommendation of salesman 2.77 2.29 2.76 2.706

Online

Information of online shopping mall 3.81 3.79 4.20 3.034
Web search on portal site 3.38 3.29 3.82 2.286

Consumer review on blog/community 3.46 3.50 3.72 0.587
Price comparison website 3.54 3.33 3.66 0.684

Brand homepage 3.31 3.08 3.36 0.586

30s

(n=36) (n=26) (n=38)

Offline

TV ad,/TV homeshopping 2.11 A 2.19 A 2.66 B 4.117*
Product report in newspaper/magazine 1.78 A 1.65 A 2.32 B 5.816**

Recommendation of family/friend 2.97 B 2.38 A 2.95 B 3.909*
Store display/product brochure 3.03 AB 2.73 A 3.32 B 3.226*
Recommendation of salesman 2.75 2.58 2.82 0.637

Online

Information of online shopping mall 3.47 A 3.62 AB 3.95 B 3.590*
Web search on portal site 2.97 A 3.35 AB 3.63 B 3.921*

Consumer review on blog/community 3.11 3.27 3.55 1.946
Price comparison website 2.83 A 3.38 B 3.50 B 4.640*

Brand homepage 2.64 A 2.50 A 3.11 B 5.104**

40s

(n=38) (n=31) (n=31)

Offline

TV ad,/TV homeshopping 2.55 2.68 2.81 0.660
Product report in newspaper/magazine 2.00 2.03 2.35 2.084

Recommendation of family/friend 3.03 2.77 2.94 0.736
Store display/product brochure 3.08 3.13 3.29 0.462
Recommendation of salesman 2.66 2.74 3.13 2.868

Online

Information of online shopping mall 3.50 3.58 3.81 1.161
Web search on portal site 3.08 3.29 3.48 1.875

Consumer review on blog/community 3.00 A 3.61 B 3.42 AB 3.827*
Price comparison website 3.11 A 3.68 B 3.58 B 3.565*

Brand homepage 2.74 2.74 3.13 2.002
*p<.05, **p<.01
Duncan test results A<B

Table 10. Differences of information sources according to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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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나, 20, 30대에서는 쇼핑고관여 집

단의 정보원 탐색 수준이 가장 높았던 것과는 다른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50대에서는 오프라인 정보원 중 

신문/잡지 기사와 매장전시/판촉물에 있어서는 쇼핑

고관여 집단의 이용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 정보원 중 
소비자리뷰는 경제성추구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

았다. 60대의 경우에는 신문/잡지 기사, 매장전시/판
촉물, 온라인 쇼핑몰 정보,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소
비자리뷰, 브랜드홈페이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는데, 쇼핑고관여 집단의 이용이 가장 많았

고, 경제성추구 집단, 쇼핑저관여 집단 순이었다. Jeo-
ng(2019)의 연구에서도 시니어층에서 적극적인 활동

형인 경우에 화장품을 구매할 때 모바일, 인터넷, TV
를 통해 자신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20대와 40대는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 정

보원 종류가 많지 않아, 20대는 오프라인 정보원 중에

서, 40대는 온라인 정보원 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 30대와 60대는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는 정

보원 종류가 많았는데, 쇼핑고관여 집단의 이용 수준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 종류로 보았을 
때, 오프라인 정보원 중 매장전시/판촉물 이용은 쇼핑

고관여 집단의 이용이 유의하게 많은 반면, 온라인 정

보원 종류들에 있어서는 쇼핑고관여 집단과 더불어 

경제성추구 집단의 이용도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것

으로 나타나, 쇼핑에 적극적인 소비자의 경우에는 온

라인 정보원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두루 탐색하

는 경향이 있으나, 경제성추구 소비자의 경우는 주로 

Age Group
Information source

Low shopping 
involvement

Economic 
pursuit

High shopping 
involvement F-value

50s

(n=34) (n=27) (n=39)

Offline

TV ad,/TV homeshopping 2.76 2.93 3.00 0.735
Product report in newspaper/magazine 2.03 AB 1.85 A 2.36 B 3.397*

Recommendation of family/friend 2.68 2.67 3.05 2.464
Store display/product brochure 2.85 A 3.11 A 3.54 B 7.252**
Recommendation of salesman 2.76 2.89 3.08 1.337

Online

Information of online shopping mall 3.29 3.63 3.64 1.629
Web search on portal site 2.94 3.26 3.33 1.566

Consumer review on blog/community 2.85 A 3.44 B 3.41 B 3.774*
Price comparison website 3.21 3.78 3.26 2.814

Brand homepage 2.88 2.74 3.00 0.631

60s

(n=38) (n=16) (n=46)

Offline

TV ad,/TV homeshopping 2.97 2.63 2.98 1.840
Product report in newspaper/magazine 2.03 A 2.00 A 2.48 B 4.517*

Recommendation of family/friend 2.89 2.56 2.87 0.827
Store display/product brochure 2.97 A 3.13 AB 3.52 B 4.947**
Recommendation of salesman 2.82 2.69 3.02 1.258

Online

Information of online shopping mall 3.21 A 3.75 B 3.48 AB 3.544*
Web search on portal site 2.74 A 3.25 B 3.20 B 3.695*

Consumer review on blog/community 2.53 A 2.94 AB 3.15 B 6.005**
Price comparison website 2.92 3.38 3.33 2.167

Brand homepage 2.55 A 2.63 A 3.07 B 4.589*
*p<.05, **p<.01
Duncan test results A<B

Table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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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주의 정보원 탐색이 활발함을 시사하였다.

V. 결론및제언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의복구매

행동을 분석하고, 쇼핑성향 유형에 따른 연령대별 의

목구매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복구매

행동으로는 구매한 품목, 구매가격, 구매채널, 이용

한 정보원을 조사하였고, 의복구매빈도와 월평균 의

복비를 조사하였다.
연령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은 구매품목, 구매가격, 

구매채널, 이용한 정보원, 구매빈도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20대는 캐주얼단품과 스포츠웨어를 전

문점,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향이 많았고 구매가격은 5만 원 미만으로 저렴한 

품목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주 구매하는 편이었으

며, 탐색정보원으로는 TV나 신문, 잡지 기사와 같은 

오프라인 정보원의 이용은 다른 연령대비 가장 적은 

반면, 온라인 정보원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30대는 주로 5만 원 미만과 10~30만 원 미만

의 캐주얼아우터와 스포츠웨어를 오프라인 채널의 

다양한 점포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향이 

많았고, 20대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여러 번 자주 구

매하는 편이었으며, 20대 다음으로 온라인 정보탐색

이 많았다. 40대는 5~10만 원 미만의 정장아우터와 스

포츠웨어, 골프웨어를 아울렛, TV홈쇼핑, 모바일쇼

핑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연령별 유

의한 차가 나타난 일부 정보원 이용 수준은 20, 30대
와 60대의 중간 정도를 나타냈다. 50대는 다양한 가격

대의 정장단품, 캐주얼아우터, 골프웨어를 할인점, 
아울렛, 전문점, TV홈쇼핑을 이용해 구매하였고, 계
절에 1~2회 구매가 가장 많았다. 60대는 정장아우터

와 정장단품, 캐주얼아우터, 골프웨어를 백화점, 할
인점, 아울렛, TV홈쇼핑을 이용해 구매하는 경향이 

많았고, 5만 원 미만부터 5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가

격대의 품목을 구매하였으나 평균 구매빈도는 1년에 
1~2번이나 계절에 1~2번으로 20, 30대에 비해서 구매

빈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오프라인 정

보원의 이용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반면, 
온라인 정보원의 이용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과거에 비해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정보원 이용이 
많아졌음이 입증되었다.

의복쇼핑성향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쾌락추구, 브
랜드추구, 유행추구, 편리성추구 성향이 뚜렷하게 높

으면서 모든 쇼핑성향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쇼핑

고관여 집단과 세 집단 중 상대적으로 쇼핑성향의 모

든 차원이 낮은 쇼핑저관여 집단, 의복을 구매 시 신

중하게 계획하여 합리적인 구매를 지향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노력하는 경제성추구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쇼핑고관여 집단은 Kim(2018), Kim and 
Choi(2009), Ko et al.(2007) 등의 연구에서도 도출되었

던 복합적인 쇼핑성향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20대와 

60대가 많이 구성되어 있었고, 경제성추구 집단에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 30대였으며, 쇼핑

저관여 집단에는 2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
른 연령대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의복쇼핑성향 유형에 따라 연령별 의복구매행동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특정 연령대에 따라 평균 구매

빈도와 월평균 의복비, 정보원 이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구매빈도에 있어서 20대에서

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쇼핑고관여 집단의 경

우 다른 두 집단보다 구매빈도가 많았다. 월평균 의복

비에서는 30, 40, 60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

데, 모두 쇼핑고관여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

대적으로 의복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원 이용에 있어서는 20대와 40대는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는 정보원 종류가 많지 않았는데, 20대의 경

우에는 온라인 정보원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

었으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고 오프라인 정

보원 중 매장전시/매장판촉물과 신문/잡지 기사에 있

어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쇼핑고관여 집단

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엔 
온라인 정보원 중 소비자리뷰와 가격비교사이트에

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제성추구 집단의 

이용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0, 50, 60대
에서도 정보원 종류 중 일부가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쇼핑고관여 집단이 상대적으로 정

보원 이용 수준이 높았고, 온라인 정보원에 있어서는 

40대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추구 집단의 이용 수준이 

높은 경우도 있어 경제적인 구매를 하는 소비자의 경

우 온라인 정보원 탐색이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

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마케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있어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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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대별로 구입하는 품목이나 구매가격, 구매빈도, 구
매장소, 정보원 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 
연령대에 적합한 상품기획과 유통전략이 요구된다. 
가령 20대의 경우엔 캐주얼단품과 운동복 위주의 상

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마일리지 

적립이나 할인이벤트 등의 판촉전략을 시행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30대는 20대보다는 구매가격이 비

싼 캐주얼아우터의 구매가 나타났고, 50만 원 이상의 

구매가격도 지불하는 것으로 밝혀져, 20대와 비교할 

때, 미혼이면서 직장에 다닐 가능성이 많으므로 자신

의 의복에 지출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 

예측되었다. 40대부터는 정장이나 골프웨어의 구매

가 확인되고 있어 중년층 이상을 타깃으로 할 때는 품

위 있고 포멀한 스타일의 상품을 기획함이 필요하여, 
골프웨어 브랜드들의 타깃층임이 입증되었다. 특히 

50대와 60대의 구매력이 확인되었는데, 과거에 60대
들은 자신의 외모관리나 의복구매에 소극적으로 판

단됐던 연령층이었던 반면에(Jeon & Lee, 2008), 본 연

구에서는 비싼 가격대의 다양한 품목을 구매하고 있

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60세 이상 
소비자들이 자신을 젊게 인지할수록 제품구매 시 가

격에 덜 민감하다고 한 Wilkes(1992)의 제안을 확인하

는 결과이다. 앞으로도 더 젊게 삶을 영위하는 노년층

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Jang, 2012) 의류업체

의 주요한 타깃층임을 시사하며,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고품질과 서비스전략이 뒷받침된 고가의 제품개

발이 유용하리라 본다.
둘째, 오프라인 정보원 유형 중 매장전시는 모든 

연령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
라인 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

접 확인하고 수령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고, 업계

에서도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 매장의 연계가 중요하

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유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차원에서 진

화된, 제품과 콘텐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콘셉트

를 바탕으로 한 공간연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온라

인 정보원 유형들은 여전히 젊은층의 이용이 유의하

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프라인 정보원과 비교

했을 때 매장전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과거의 노년층은 가

족/지인, 판매원과 같은 인적 정보원을 많이 이용한 

것에 반해 현재의 노년층은 인터넷정보를 이용해 직

접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많음을 시

사하므로(Jeong, 2019),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젊은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

벤트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모든 연령층이 아울렛

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채널에서

는 인터넷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Lee et al.
(2012)의 연구에서 캐주얼의류 구매 시 오프라인 채널 
중에서 백화점의 이용이 가장 많았던 결과와는 차이

가 있다. 백화점 이용이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나타났

고 60대는 값비싼 품목도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므로 백화점의 브랜드나 상품기획 시 실버층들을 

위한 의복품목이나 디자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인터넷쇼핑은 20대의 이용이 가장 

많긴 했으나 50, 60대의 구매도 30대나 4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젊은 연령대 위주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도 타

깃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40대 이상에

서는 TV홈쇼핑을 이용한 구매도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모바일쇼핑은 20~40대에서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통업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유

통채널에 따라 적합한 타깃층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상품과 유통전략을 수립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쇼핑고관여 집단은 연령별 유의차는 다르나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구매빈도와 월평균 의복비 지출

이 많으며 온라인 정보원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전

시를 많이 탐색하는 하는 집단으로 유통업자 관점에

서 볼 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타깃층임을 시사하

며, 쇼핑에 관심이 많은 세대라고 간주되어 왔던 20대 
외에 60대의 구성이 많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노

년층을 타깃으로 한 상품개발과 전략이 필요함을 시

사하였다. 40대 중심의 중년층은 의복구매 시 가격 위

주의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 경제성추구 집단의 구성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상품제공 시 가격적인 

프로모션 전략과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이 필

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연령대별로 분석한 의복구매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고, 현재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유통현황을 반영하여 과거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양

상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현 유통환경

에서의 새로운 시장세분화의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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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가

족의 의복이나 선물용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

을 것이며, 성별에 따라서도 구매하는 의복품목이나 

구매가격을 포함한 의복구매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 연령대일지라도 개인이 추

구하는 가치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의복에 지출하는 

정도도 다를 것으로 예측되므로 추후 이에 대한 고려

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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