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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present state of store and selection criteria of supplier from the regional fashion             

buyer point of view and examined the effects of the factors of relative impact between buyer and supplier             

on the relational bond. The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the owners or the sellers of             

85 fashion retail stores in Gwangju. For analysis of data, frequency, means,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s of store managers for fashion buyers, fashion buyers complained about lengthy travelling             

and time consumption inconvenience. They also reported decrease in margin and monthly mean sales over             

last year. Second, the most important selection the criteria for the supplier were product power, followed             

by a convenient store layout. Finally, higher quality communication, more compromises, and higher dependence             

were affected with higher satisfaction, trust, and commitment in suppliers; conversely, the trust and commitment             

of the buyers decreased relative to the increased power of the suppliers. 

Key words: Dongdaemoon fashion market, Buyer-supplier, Selection criteria, Factors of correlational impact,           

Relational bond; 동대문 패션시장, 구매자-공급자, 선택기준, 관계영향요인, 관계결속

I. 서  론

1990년대 후반 이후 패션 유통산업의 패러다임이     

대량생산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던 생산중심에서 수    

요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수요 견인방식으로 전환됨    

에 따라 패션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유통시    

스템은 최신 유행 스타일의 제품을 빠르게 생산·유    

통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Choi, 2001). D'Andrea and Arnold(2002)는 패션시    

장의 이러한 현상을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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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칭하였는데, 동대문 패션시장을 비롯하여 많은 기      

업들이 성공적 전략으로 패스트 패션의 생산·유통     

전략을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동대문 패션시장은 도      

매업체들이 24시간 안에 제품을 기획·판매할 수 있      

는 생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      

이 가능한 것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      

는 저가 패션제품의 50% 이상이 동대문의 도매시장      

에서 공급되고 있다(Lee, 2007). 동대문 패션시장은     

하루에 약 3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이루어지는 국내      

최대의 패션상권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패       

션시장 중의 하나로,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 동대문       

의 제조·유통시스템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Azuma, 2002; Seo et al., 2009). 그러나 최근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대형 패션 유통업체들의 등장      

과 함께 중국산 패션제품의 범람, 명품 복제로 인한       

디자인력 상실, 원가절감으로 인한 품질 저하, 지역      

패션시장의 붕괴 등의 이유로 해외 바이어는 물론 국       

내 바이어까지 현저히 감소(Kim, 2004; Seo et al., 2009)        

하고 있어 현재 동대문 패션시장은 최대의 위기를 맞       

고 있다. 

이러한 동대문 패션시장의 열악한 상황은 다분히     

그들만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지역 패       

션 소매업체의 경우,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패션제      

품을 동대문 시장의 제조·도매업체(공급자)에게 의    

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대문 패션시장의 어려      

운 상황은 지역 영세 패션 소매업체(구매자)에게도 적      

잖은 악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제품의 품질 문제뿐만      

아니라 납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무조건적인 현금결제,     

반품·교환의 어려움 및 일방적인 거래계약 취소·해     

지 등 구매자-공급자 간 거래관계에 있어 다양한 문       

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Jung, 2005). 이는 국내 패션      

제품 도매거래의 대부분이 동대문 패션시장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 패션 소매업체에게는 제품      

조달을 위한 선택대안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의존적인 유통경로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공급자 간의 힘의 우위의 관점에서     

볼 때(Kim & Kim, 2006) 동대문 패션시장의 지역 소        

매업체와 도매업체 간 상당히 불균형적인 관계가 유지      

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Dwyer et al.(1987)        

은 구매자-공급자 간 불균형적인 힘은 자신의 성과만      

을 최우선시하고 상대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려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계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 균등한 힘이 필요하다       

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동대문 패션시장은 현재의 위     

기를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 중의 하     

나로 구매자-공급자 간 우호적인 관계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도매업체의 입장에서 유통     

성과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패션 소     

매업체와의 호혜적인 관계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지금까지의 동대문 패션시장과 관련된 연구     

들을 살펴보면, 주로 물리적 환경 개선문제(Lee et al.,     

2006; Lee et al., 2003)와 소비자의 점포선택행동에 관     

한 연구(Kim, 2002; Lee et al., 2006)가 주를 이루었     

다. 또한 동대문 패션시장의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연구들(Choi, 2001; Jung, 2005; Seo et al., 2009)도 주로     

도매업체의 입장에서 협력업체 선택기준 및 공급사슬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져 왔을 뿐 지역 패션 소     

매업체의 관점에서 도매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조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패션 도·소매의 중심지     

라고 할 수 있는 동대문 패션시장을 배경으로, 먼저     

지역 패션 소매업체(구매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현 점     

포운영실태 및 거래현황을 검토해 보고, 동대문 도매     

업체(공급자)의 선택기준을 파악해 본다. 다음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구매자-공급자 간의 장기적 관계유     

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을 추출해     

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 패션 소매업체와 도매업     

체 간의 유기적인 관계결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동대문 패션시장의 유통현황 및 구조

동대문 패션시장은 1981년 이후, 쇼핑시설이 현대     

화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구사되면서 1997년 국     

내 경제 위기인 IMF의 실제 영향기까지 도·소매 패션     

유통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동대문 패션시     

장은 2001년 상반기 이후부터 불황을 맞이하기 시작     

하였다. 특히 경기 및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백화점     

이나 대형 쇼핑몰로의 소비자 전환이 이루어졌을 뿐     

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상설 의류 할인매장     

및 중국산 패션제품의 증가도 동대문 패션상권의 경     

쟁우위를 상실케 하였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맞물려 서울 및 지방의 패션 도·소매업체의 구매량도     
– 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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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감소하는 등 동대문 패션시장은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Competitive analysis”, 2003). Seoul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2001)의 조사    

에 따르면 동대문 패션시장의 최대 고객은 타 지역의       

도·소매업체로, 주로 서울과 서울 근교지역은 물론     

경남 및 전남 등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이        

동대문 시장에 와서 구매할 때의 금액은 한 소매업자       

당 약 200~500만원 정도인데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지역 패션 소매업체의 구매율이 하락했다고 보고하는     

등 이 또한 동대문 패션시장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동대문 패션시장의 유통은 크게 도매와 소매      

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유통 구성원은 도매업체, 소매      

업체,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물류의 유통을 도와주는      

사입자와 택배업자로 구분된다.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간 물류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되      

는데 소매업체가 도매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      

입하는 방식과 사입자를 고용하여 제품을 공급받는     

방식, 그리고 소수이지만 중간도매업체를 통해 제품     

을 공급 받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Won, 2007). 이중        

동대문 패션시장 도·소매 유통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소매업체가 도매업체에게 직접 제품을 구입     

하는 직거래구조로, 직거래는 소매업체가 직접 제품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비교적 제품을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직        

거래방식은 소매업체뿐만 아니라 도매업체에게도 가장    

선호되는 유통방식으로, 이는 대부분의 도매업체가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외상매출이 줄어     

원활한 자금회전을 가능케 하며, 신상품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방식은 특히 지역 패션 소매업체에게 때로는 많      

은 부담을 주기도 한다. 예컨대 제품 구매를 위한 장시        

간 서울로의 이동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시      

간과 비용이 낭비되며, 한 도매업체가 같은 지역 여러       

소매업체와 거래를 함으로써 지역 소매업체들 간의 가      

격경쟁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매업체 대부     

분이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 패션 소       

매업체에게는 이러한 거래구조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     

용되고 있다(Jung, 2002).

한편, 최근에는 동대문 패션시장 내 도매업체 디자      

이너들이 대거 이탈한데다 공장들도 줄줄이 도산해 제      

품 제작의 비율이 낮아 제품 품질에 비해 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디자인이나 신상품 부족현상이     

나타나 지역 소매업체들은 질 높은 도매업체 선택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Kim, 2004). 이에 2006년 동     

대문 시장 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홍병숙은 동대문 상     

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단골감소로, 이는 중국의 저     

가 제품 판매에 따른 외국 바이어의 감소뿐만 아니라     

동대문 패션시장의 물류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지방 상인들의 기피현상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Park,     

2006)고 설명하는 등 소매업체의 도매업체 선택에 대     

한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2. 구매자의 공급자 선택기준

유통구조에서 구매자(buyer)는 성과기준(performance  

criteria)의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공급자(supplier)를 평    

가한다. Kannan and Tan(2006)은 구매자에게 공급자     

의 선정은 기업 성과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잘못된 공급자의 선정은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공급자 선택의 중요성을 주     

장하였다.

Petroni and Braglia(2000)는 구매자가 공급자를 선정     

할 경우 평가 요소를 사용하는데, 그 평가 요소에는 속     

성(attributes), 기준(criteria), 혹은 의사결정에 관련된 요     

인(factors)들이 포함 되며, 구매자는 각 요소들에 대     

한 상대적 중요도(importance)를 고려하여 공급자를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초기 공급자 선택에 관한 연     

구에서 Dickson(as cited in Petroni & Braglia, 2000)은     

거래 시 고려되는 공급자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이 품질(quality), 비용(cost), 납기(delivery performance)    

라고 밝혔으며, 이후 Weber et al.(1991)은 공급자 선택     

기준에 관한 74편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Dickson(1966)     

의 연구에서와 마찬 가지로 선택기준 중 가장 중시되     

는 속성이 지각된 품질이며, 그 다음으로 납기와 비용     

이라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강조한 점은 구매자가     

비용에만 근거를 두고 공급자를 선택하기 보다는 다른     

선택기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Kim(2002)는 동대문 의류 바이어의 특성이 점     

포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결과, 점포선택     

기준을 판매원 특성, 품질 및 제품 특성, 가격 및 점     

포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매장 내 신분, 지역 및 거     

래조건에 따라 중시 여기는 점포선택기준이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Seo et al.(2009)은 동대문 패션 도매업     

체의 입장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 유연성, 제품     

력, 안정성, 명성 및 지리적 위치가 중시된다고 하였으     

며, 특히 여성 캐주얼을 취급하는 도매업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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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력, 안정성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3. 구매자-공급자 간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통경로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1980년       

후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 했다. 많은 연구들      

이 주로 경로 구성원 간의 장기적 거래관계에 초점을 맞        

추었으며 관계형성 및 결속의 핵심 요인으로 만족, 신       

뢰 및 몰입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의 만족      

(satisfaction)은 1회성 거래의 평가결과인 개별 만족     

보다는 누적(cumulative) 거래로 인한 만족을 의미 하는      

것(Sheth & Parvatiyar, 1995)으로, Fornell et al.(1996)      

은 거래관계에서 만족이 축적되어야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생성되고 애착심으로까지 발전 된다고 하였     

다. 신뢰(trust)는 상대방의 말이 믿을만하고 교환관     

계에서 상대방이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      

한 것으로, 이러한 믿음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       

경험과 행동을 통해 형성되며, 성공적인 관계형성의 필      

수적인 개념이다(Garbarino & Johnson, 1999). Morgan     

and Hunt(1994)는 신뢰가 거래관계의 핵심 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당사자 간의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이    

신뢰를 형성시키며, 이러한 신뢰로 인해 거래파트너 간      

장기적 관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몰입(commitment)    

은 어떤 조직이 교환파트너와의 관계에 얼마나 깊이      

참여하고 또 그 관계를 얼마나 오래 지속시키려고 하는       

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Morgan & Hunt, 1994)으로,      

Gundlach and Murphy(1993)는 몰입이 성공적인 교환     

관계에 필수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관계적 결속이      

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구매자-공급자 간의 호혜      

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는 유통경로 구성원 간의 만족, 신뢰 및 몰입에 의        

한 관계결속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환관계에서 최종 성과로 관계결속이 중      

시됨에 따라 일부 연구들이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연구해 왔다. Mohr and Nevin(1990)은 구       

매자와 공급자 간의 올바른 의사소통(communication)    

이 자사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의 욕구       

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하고 몰입을 증가       

시킨다고 설명하면서 구매자-공급자 간의 관계결속에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Anderson and Narus     

(1990), Morgan and Hunt(1994)는 구매자-공급자 간의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depen-    

dence)이 필요하며, 특히 파트너 간 거의 같은 의존성       

을 가지고 있을 때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고 제안하였다. Kim and Kim(2006)도 유통경로 내의     

구성원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과업     

을 적절히 수행해야 하는데, 서로의 활동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상대방의 의존성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파워를 이용하여 경로기능을 조정하고자 한     

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An(2008)은 의존성에 관계없     

이 거래당사자 간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서로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가장 성공적인 전략은 상대방의 요구     

를 수용하고 제안에 순응하는 타협(compromise)이 관계     

만족에 중요한 요소라고 제안하였다.

한편, 유통경로상의 구매자-공급자 간에는 힘의 원     

리가 작용하는데, Choi(2005)은 유통파워(power)란 상    

대방을 나의 의지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고 정     

의하면서, 공급자의 파워와 구매자의 파워가 달라 상     

호 협력적이지 않으면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     

기 때문에 불균형적인 파워보다는 양자 간 상호의존성     

에 기반을 둔 균형적인 파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     

다. Han(2004)도 유통경로 구성원들 간의 힘의 불균     

형은 역기능적인 갈등을 유발시켜 거래관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경로 구     

성원 간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을 명시해 주는 일련     

의 행동규범으로, 각자의 역할수행능력이 중시 된다고     

하였다. 즉,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할수록 갈등 발생 확     

률은 작아져 관계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     

명하면서 역할수행능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을 통해 유통경로에서 구매자-     

공급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결속은 만족, 신뢰 및 몰입     

의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관계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매자-공급자 간의     

질 높은 의사소통, 상호 의존성, 타협, 파워 및 각자의     

역할수행능력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1) 지역 패션 소매업체(구매자)의 점포운영실태 및     

거래현황을 살펴본다.

2) 지역 패션 소매업체가 동대문 패션시장의 도매     

업체(공급자)를 선택할 시 고려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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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대문 패션시장의 구매자-공급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관계결속(만족, 신뢰,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한다.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지역 패션 소매업체의 점포운영 및 거래현황을 파      

악하기 위해 이들의 점포위치, 표적고객 연령, 주요 취       

급품목, 점포운영 애로사항, 매장면적, 월평균 매출, 마      

진율, 동대문 패션시장에서의 제품 구매처, 제품 구매      

를 위한 정보원 및 대금지불방법 등에 관한 문항이 포        

함되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Seoul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2001)과 Lee et al.(2006)의 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명목척도와 비율척도     

로 측정하였다. 공급자 선택기준이란 지역 패션 소매업      

체가 제품을 구매할 시 고려하는 도매업체에 대한 지각       

된 평가기준 및 속성의 중요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를 측정하기 위해 Kim(2002), Petroni and Braglia(2000)      

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총 16문항을 5점       

likert 척도(5점: 매우 중요하다-1점: 전혀 중요하지 않      

다)로 측정하였다. 구매자-공급자 간 관계의 영향요인     

은 구매자가 공급자와의 만족스런 거래를 통해 공급자      

를 믿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를 위한 올바른      

의사전달, 공정한 이해관계 및 이익을 위한 노력, 각자       

의 역할수행 및 상대에 대한 의존성, 유통파워 등이 포        

함된 개념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Anderson and       

Narus(1990), Han(2004), Jung(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총 16문항을 5점 likert 척도(5점: 매우       

그렇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구매자-     

공급자 간 관계결속이란 지역 패션 소매업체와 동대문      

도매업체 간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교환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만족, 신뢰 및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        

고 싶어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Ganesan(1994), Morgan and Hunt(1994)에서 사용     

된 문항을 참고하여 총 9문항을 5점 likert 척도(5점: 매        

우 그렇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여성     

을 표적고객으로 하며, 동대문 패션시장에서 패션제     

품을 구매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패션 소매업체      

중 인터뷰와 설문에 비교적 호의적인 점포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성을 표적     

으로한 패션 소매점포를 추출한 이유는 Small Enterprise     

Develpoment Agency(2011)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패션 소매점포를 파악한 결과,     

내셔널 브랜드를 취급하는 전문점을 제외하고 일반의     

류 소매업이 657개로, 지역특성 상 남성에 비해 여성을     

표적으로 한 패션 소매점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     

되어 있기 때문이며, 시장세분화의 관점에서 이들을 표     

적으로 세분된 시장의 거래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인터뷰 기법과 설문지를 이     

용하였다. 각 점포에 연구자가 방문하여 점포주와 판     

매원에게 조사에 관한 협조를 얻었으며, 먼저 점포운     

영실태 및 거래현황은 인터뷰 기법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후 도매업체와의 거래관계는 설     

문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16개의 패션 소     

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불성실     

한 인터뷰와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자료를 제외하고     

85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점포주(N=59)와 판매원    

(N=26)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9.26세     

였고, 패션업에 종사하거나 직접 패션점포를 운영한 기     

간은 평균 28.46개월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소 판매     

할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 패션시장을 방     

문한 횟수는 한 달 평균 약 3.14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7.0통계패키지     

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요인분석, Cronbach's 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패션 소매업체의 점포운영실태 및 거래현황

광주지역 패션 소매업체의 점포운영실태 및 거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Table 1>−<Table 2>     

및 <Fig. 1>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광주지역 패션 소매업체는 주로 광주지역에서     

가장 번화가로 불리는 충장로/금남로 상권에 70.6%가     

집적해 있었고, 이들 점포의 90%가 10~20대를 표적으     

로 주로 여성 베이직 캐주얼(45.9%)과 캐릭터 캐주얼     

(43.7%)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점포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마진(36.6%)과 판매(35.3%)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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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인 것으로 파악되어 경기침체 및 동업종 내의       

경쟁이 치열함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응        

답자의 13.0%가 제품 조달을 위해 매번 동대문 패션       

시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점포가 지방에 소재하기 때      

문에 시간적 소모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       

이 크다고 토로하였다. 한편, 약 88% 이상의 응답자가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현금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도매업체가 전적으로 현금결제를 원하기     

때문으로 지역 영세 패션 소매업체의 점포경영의 어      

려움을 짐작케 하였다(Table 1). 

<Table 2>는 점포면적, 월평균 매출, 마진율 및 평       

당 효율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점포면적은 최소      

6.61(2평)에서 최대 82.64(25평)로 점포규모가 작은 영     

세 점포에서부터 다소 큰 규모를 갖춘 점포도 있었다.       

또한 월평균 매출은 점포면적대비 다소 차이가 있겠으     

나 평균적으로 약 2천 5백 70만원이었으며, 평당 효율,     

즉 평당 매출은 약 2백 19만 9천원인 것으로 파악되었     

다. 마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100%로 동종업체     

간 편차가 심해 패션 소매업체끼리의 치열한 가격경쟁     

및 수익률 경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은 패션 소매업체의 주 거래처와 구매 시 사     

용하는 정보원을 조사한 결과로, 제품을 공급받는 동대     

문 패션시장의 도매업체는 주로 Designer's Club(N=40),     

Nuzzon(N=32), apm(N=28), 평화시장(N=22)에 입점   

된 도매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품 구매를 위한 정보는 도매업체에 진열된 디스플레     

이(N=45)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도매업체 직원의 권유(N=12)였다. 이러한 결과     

Table 1. Present state of shop operation in regional fashion retailers

Variables N %

Shop location

The back ga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 23.5

Chungjangno/Geumnamno 60 70.6

Jungheung-dong 3 3.5

Oothers 2 2.6

Target age

Teens 16 18.8

Twenties 64 75.3

Thirties and over 5 5.9

Main items for sale

Women's suits 5 5.9

Women's basic casual wear 39 45.9

Women's character casual wear 37 43.5

 Others 3 3.5

Bottleneck of shop 

operation

Employee employment and management 8 9.4

Reduce of sales 30 35.3

Reduce of margin 32 37.6

Insufficient of funds 2 2.4

Go to Seoul to buy products (distance and time inconvenience) 11 13.0

Others 2 2.4

Condition of payment

Credit 1 1.2

Cash 75 88.2

Credit+Cash 9 10.6

Total 85 100.0

Table 2. Area of shop, monthly mean sales, margin rate, sales per square meter

Variables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ean Sales per square meter

Area of shop (N=79) 6.61m
2
 (2pyeong) 82.64m

2
 (25pyeong) 38.60m

2
 (11.70pyeong)

2,199,658wonMonthly mean sales (N=62) 2,000,000won 150,000,000won 25,736,000won

Margin rate (N=71) 20% 100% 33.4%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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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품 구매 시 패션 소매업체가 주로 거래하는 도매        

업체가 비교적 제한적이며, 제품 구매를 위한 정보원도      

도매업체에 다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패션시장 내 구매자가 공급자와의 거래 시 고려       

하는 선택기준

지역 패션 구매자(소매업체)가 동대문 패션시장의    

공급자(도매업체)와의 거래 시 중시하는 선택기준을 파     

악하기 위해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하여 주성분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고유치 1.0       

이상의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76       

이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요인들이 설명한 총 변량은      

81.87%이었다.

요인 1은 구매하기 편리한 도매업체의 위치 및 효과     

적인 제품 진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점     

포위치 및 레이아웃의 편리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제품 구매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편의시설, 분위     

기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편안한 물     

리적 환경”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도매업체가 취     

급하고 있는 제품의 다양성, 품질 및 최신 유행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품력”으로 명명     

하였다. 요인 4는 제품 구매 시 도매업체의 친절성과     

구매량에 대한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     

에 “응대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제품 구매를     

위한 도매업체의 올바른 정보 전달 및 신속성 등에 관     

Fig. 1. Buying offices and information sources.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evaluative criteria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Factor
mean

Factor 1
Convenient 
shop layout

· It is easy to find a store for specific products.
· Products are displayed well.
· It is convenient to buy various products other than clothes.
· It is easy to choose products because the stores are grouped by product.

.83

.83

.82

.77

4.43 27.70 .86 3.44

Factor 2
Comfortable

physical 
environment

· The market has a good lounge, culture facilities, and subsidiary facilities.
· The market has a good atmosphere such as lighting and music.
· The market has an agreeable atmosphere.

.86

.87

.86
2.39 14.94 .89 2.89

Factor 3
Product
power

· The market keeps a rich assortment of color and size for goods in stock.
· Needlework and texture quality is good.
· The latest fashions are sold.

.88

.82

.66
2.07 12.91 .76 4.15

Factor 4
Wholesaler's

response

· Sellers are kind and do not force purchases.
· Sellers are kind even when I buy a small amount of product.

.96

.95
1.66 10.39 .94 2.51

Factor 5
Ability to 
provide 

information

· The new product information is delivered well all the time.
· Much information is available before purchase.

.96

.94
1.48 9.24 .93 2.68

Factor 6
Price policy

· The market sells quality clothes.
· The market has a good exchange and refund system.

.92

.85
1.07 6.69 .79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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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정보 제공력”으로 명      

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6은 도매업체의 가격대비     

좋은 품질 및 교환/반품/환불 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었기 때문에 “점포정책”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요인들 중 지역 패션 소매업체가      

도매업체 선정 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선택기준이 무엇       

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평균을 산출한 결과, 패션      

소매업체는 제품 구매 시 상품력(M=4.15)을 가장 중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점포레이아     

웃(M=3.44)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급자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거래 시 고려되어지는 공급자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제품의 품질(quality)이라고 설명한 Weber et al.      

(199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며, 여성 캐주얼 부      

분의 도매업체가 공급업체를 선정할 시 제품력, 안정      

성 등을 중시한다는 Seo et al.(2009)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3. 패션시장 내 구매자-공급자 간의 관계영향요인이     

관계결속에 미치는 영향

선행문헌에서 유통경로 내의 구매자-공급자 간의 거     

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 상호의     

존성, 타협, 유통파워 및 역할수행의 개념이 중시되었      

으며, 장기적 거래관계인 관계결속에는 만족, 신뢰 및      

몰입의 개념이 필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구매자-공급자 간의 거     

래관계의 핵심 요인으로 추출하였으며, 이러한 관계     

영향요인과 관계결속요인이 단일차원의 개념이 아니    

라 다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     

하여 이 개념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그     

런 후 구매자-공급자 간의 관계영향요인들이 관계결     

속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1) 구매자-공급자 간의 관계영향요인 차원 분류

동대문 패션시장 내의 구매자-공급자 간의 거래관     

계 영향요인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 Varimax 회전     

법을 이용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문항     

이 각 구성요인의 설명력과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것     

으로 나타나 이 문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재분     

석 하였다. 그 결과 <Table 4>와 같이 고유치 1.0 이상     

의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62 이     

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요인들이 설명한 총 변량은     

72.37%이었다.

요인 1은 패션 소매업체의 입장에서 거래 시 도매     

업체의 특별한 요구, 거래파워 거래조건 조절이 불가     

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통파워”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 도     

매업체가 절충적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한 이해 관계     

및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내용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transaction characters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Factor 1
Distribution

power

· I can make a special request (specific design or discount) to the wholesaler.
· The wholesaler does not break a contract on its own authority. 
· It is possible to negotiate transaction terms with the wholesaler.

.94

.94

.91
3.13 24.07 .94

Factor 2
Compromise

· When problems occur in the transaction with the wholesalers, the wholesalers           
present a compromise plan. 

· When problems occur in the transaction with the wholesalers, the wholesalers           
try for fair interests and fair profit sharing.

· When problems occur in the transaction with the wholesalers, the wholesalers           
try to come to an agreement through compromise.

.84

.77

.68

2.21 17.00 .69

Factor 3
Communication

· I think there is understanding of transaction with wholesalers.
· I exchange communication a lot in relation to transaction such as products or             
delivery.

· I am honest with the wholesaler durring transactions.

.74

.74

.72

1.74 13.37 .62

Factor 4
Dependence

· I think the wholesalers are very necessary for running my store.
· I think my store is greatly dependent on wholesalers.

.84

.82
1.20 9.25 .63

Factor 5
Role

fulfillment

· The wholesaler has ability to have sufficient and required quantities in stock.
· I think the wholesaler fulfills its promise (the appointed date of delivery and             

quality guarantee).

.88

.76 1.12 8.66 .67
– 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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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타협”이라고 명명하였다. 요     

인 3은 도매업체와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자유스러우     

며, 솔직하게 의견을 나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      

문에 “의사소통”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점포운영     

상 현 도매업체가 매우 필요한 존재이고 의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의존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도매업체의 재고충족능력, 납기일 및 품질      

보장 등의 약속을 잘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역할수행능력”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통경로상의 본사와 대리점 간     

의 갈등 및 거래성과에 대한 연구에서 거래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힘의 불균형, 역할의 명확성, 역       

할불이행 및 의사소통의 장애라고 밝힌 Han(200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며, 대형 마트에 종사한 구매      

자를 대상으로, 유통경로상에서 경로성과에 관해 연구     

한 결과, 관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대, 협       

동, 의존성, 대체안의 비교로 분류한 Kim et al.(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2) 구매자-공급자 간 관계결속의 차원 분류

동대문 패션시장 내의 구매자-공급자 간 관계결속     

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하      

여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고유치 1.0 이상의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73 이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요인들이 설      

명한 총 변량은 68.67%이었다.

요인 1은 현재 거래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거래방      

식, 거래태도 및 정보 제공에 만족한다는 내용이 포       

함되었기 때문에 “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도매업체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      

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      

되었기 때문에 “몰입”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현      

재 거래하고 있는 도매업체가 거래를 성실하게 이행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     

이라는 믿음의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신뢰”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계마케팅에서 관계성과의 핵    

심변인이 신뢰와 몰입이라고 주장한 Morgan and Hunt     

(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또한 높은 관계적 결     

속을 위해서는 만족, 신뢰 및 몰입의 역할이 중요하다     

는 Garbarino and Johnson(1999)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3) 패션시장 내 구매자-공급자 간의 관계영향요인이     

관계결속에 미치는 영향

동대문 패션시장 내의 구매자(지역 패션 소매업체)     

와 공급자(도매업체) 간 관계의 영향요인이 호혜적인     

관계결속 즉, 만족, 신뢰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     

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관계영향요인인 유통파워,    

타협, 의사소통, 의존성 및 역할수행능력은 관계결속     

인 만족(F=12.536, p<.001), 신뢰(F=9.312, p<.001) 및     

몰입(F=8.548,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    

인임이 확인되었고, 이들이 만족, 신뢰 및 몰입을 설     

명한 총 변량은 각각 43.9%, 37.1%,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매자-공급자 간의 유통파워, 타협, 의     

사소통, 의존성 및 역할수행능력의 개념이 관계결속     

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차원별 관계영향요인이 관계결속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관계영향요인 중 만족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β=     

.48, t=5.41, p<.001)이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존성(β=.25, t=2.77, p     

<.01)과 타협(β=.24, t=2.77, p<.01)인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유통파워와 역할수행능력은 만족에 유의한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relational bond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Factor 1

Satisfaction

· I am satisfied with the transaction conditions of my wholesaler.

· I am satisfied with the attitude towards transactions by my wholesaler.

· I am satisfied with the transaction information of my wholesaler.

.82

.82

.74

2.95 32.75 .75

Factor 2

Commitment

· I will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my wholesaler.

· I have positive emotion with my wholesaler.

· I consider continuous business important.

.83

.83

.82

2.31 17.00 .76

Factor 3

Trust

· My wholesaler is very sincere.

· My wholesaler is very honest.

· My wholesaler does its best rather than pursue profits.

.84

.82

.67

1.15 12.78 .73
–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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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매자-      

공급자 간 의사소통의 질이 높고 구매자가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며, 타협이 잘될수록 만족도가 높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관계결속 중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영향요인은 공급자의 유통파     

워(β= −.39, t= −4.07, p<.001)가 부적(−)으로 가장 큰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존성(β=.28,     

t=2.96, p<.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반면, 타협, 의사소통 및 역할수행능력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자의 유통파워가 높을수록 구매자의 신뢰도     

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반면, 공급자에 대한 의       

존도가 높을수록 구매자의 신뢰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관계결속의 가장 높은 수준인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뢰와     

마찬가지로 유통파워(β= −.40, t= −4.05, p<.001)가 부      

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존성(β=.32, t=3.32,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자의 유통      

파워가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구매     

자의 몰입 즉, 호혜적인 감정 및 의지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반면,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구매자의 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유통경로에서 상호의존도가    

감소할수록 거래관계 발전이 미흡하게 되어 대체로 단     

속적 거래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Dwyer et al.(1987)의     

주장 및 Kim and Kim(2006)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     

하며, 유통경로 내에서 경로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원     

활하지 않고 일방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강하며, 역할     

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갈등이 발생되어 좋지 못     

한 거래성과를 나타낸다는 Han(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침체 및 다양한 패션 유통업태의 출     

현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 패션시장     

이 현재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     

안 중의 하나로, 지역 패션 소매업체(구매자)와 도매     

업체(공급자) 간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봄     

으로써 동대문 패션시장 내의 구매자-공급자 간의 효     

과적인 거래관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지역에서 여성복을 취급하고 있는 패션     

소매업체의 점포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판매 및 마진     

감소에 대한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6. The influence of the transaction character factors between buyer-supplier on a relational bond

Dependent variables

(Relational bond)

Independent variables

(Transaction characteristics between buyer-supplier)
β t F R

2

Satisfaction

Distribution power −.06 −.64***

12.356*** .439

Compromise .24 2.77***

Communication .48 5.41***

Dependence .25 2.77***

Role fulfillment .05 .56***

Trust

Distribution power −.39 −4.07***

9.312*** .371

Compromise .17 1.88***

Communication .10 1.10***

Dependence .28 2.96**

Role fulfillment .04 .39***

Commitment

Distribution power −.40 −4.05***

8.548*** .351

Compromise .07 .83***

Communication .17 1.82***

Dependence .32 3.32***

Role fulfillment .11 1.20***

**p<.01, ***p<.001
– 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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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으로 매번 동대문 패션시장으로 제품을     

구입하러 가야하기 때문에 비용, 거리 및 시간상의 불       

편함뿐만 아니라 도매업체 대한 현금결제에 대한 부      

담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제품 구매 시 도매       

업체의 정보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이는 광주지역 패션 소매업체뿐만 아니라 타 지       

역의 패션 소매업체도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역 패       

션 소매업체의 어려움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을 상대하는 동대문 패션 도매업체의 어려움으로 직      

결될 수 있다. 따라서 패션 소매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동대문 도매업체들(예: Designer's club, Nuzzon,      

apm, 평화시장 등)은 패션 소매업체의 고충과 애로사      

항에 귀를 기울이고 양자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소매업체       

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이 원하는 제품의 특징 및       

서비스를 파악한 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사전에      

제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 구매 시 소요되는 노       

력과 비용 절약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        

금결제의 방법을 개선하여 제품 구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영수증 처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 있       

는 거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패션 구매자(지역 패션 소매업체)가 공급자(도     

매업체) 선정 시 가장 고려하는 선택기준은 상품력과      

점포레이아웃의 편리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동대문이 국내·외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유치·유지    

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품질과 다양성을 향상시      

켜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환경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히, 무조건적인 유명 브랜드의 복제는 근절되어야     

하며, 품질, 응대, 매장배치 및 디스플레이, 편의시설      

등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환       

경을 관리·개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패션 소매업체인     

구매자와 동대문 도매업체인 공급자 간의 관계가 결      

속되기 위해서는 특히 양자 간의 질 높은 의사소통, 타        

협 및 의존성이 중요 영향요인인 반면, 공급자인 도       

매업체의 유통파워가 높을수록 신뢰 및 몰입은 낮아      

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구매자-공급자 간의 거      

래관계에 있어서 의사교환이 활발하고 서로 정확하     

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양자 간의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서로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공정      

한 이해관계 및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면 거래의 만족       

도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의 일방적인     

파워로 인해 구매자의 요구가 무시되고 거래조건의 조     

절이 불가능할 경우, 공급자에 대한 믿음이 낮아지고     

계속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의지는 낮아진다. 따라서     

동대문 패션 도매업체가 소매업체와의 신뢰를 높이     

고 호혜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힘의 영향력을 배제해야하는 반면,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거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치열한 패션 유통환경에서 동대     

문 패션시장의 구매자-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거래관     

계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광주지     

역에서 여성복을 취급하고 있는 패션 소매업체 즉 구     

매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     

반화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구매자-공급자 간의 관계 영향요인 이외     

도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변인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쌍     

방향의 경로 구성원을 대상(dyadic research)으로, 패     

션 유통경로 내의 구매자-공급자 간의 거래관계를 보     

다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추가하여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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