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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termines a consumer retail store choice by apply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for multi-criteria decision-making in the fashion retail industry. The study provides detailed and

relevant information for management, marketers of fashion retail stores, and to improve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Data was collected in February 2011 from questionnaires completed by 319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South Korea. One of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as that consumer store preference was affected

by the following factors in order of importance: product, image, service quality, and purchase facilitation.

Brand image was assessed to be the most important of the evaluation elements, followed by individuality,

style, and price. The results of rating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fashion retailers showed that

department stores ranked most highly, followed by outlet malls, Internet shopping malls, brand malls, and

discount stores.

Key words: Store choice properties,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order; 점포선택 속성,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I. 서 론

의류 유통산업의 산업구조는 IT 산업기술 발달과 함

께 현대화를 통한 글로벌화와 대형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화 그리고 고객 중심으로 다양화되게 편성됨에 따

라 의류 유통시장은 과거의 산업혁명기와 같은 큰 지

각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류 소비자의 다양화된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유 중 하나로 새로

운 유통경로를 통한 소비자 접점의 판매시장이 형성되

고 있다. 즉 백화점과 가두 브랜드 의류판매점 그리고

재래시장 중심의 의류판매 시장구조가 할인점, 아웃렛

점, 그리고 무점포 사업인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유통경로로의 축으로 이동되고 있

다.

새로운 의류 유통경로 중심축의 이동은 의류판매점

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의류판매점 간의 경쟁을 심

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는 의류판매점들이

자신들의 경영전략과 마케팅전략을 보다 고객 중심적

으로 재편하고 관리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성과의 개선을 위해 의류판매점은 근본적으로 고

객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뿐만 아니라 고객이 특

정 제품을 구매하면서 구매여부나 구매하고자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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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 대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의 과정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의류를 구매할 때 상품 구매라는 문제의 인

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탐색과정과 대안의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최선의 선택을 위해 다양한 구매 요인

과 함께 점포선택 요인도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해당 점포에서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광고, 프로모션, 점포분위기 등의 인

지적 요소와 더불어 감성적 요소인 쇼핑 상황에서의 즐

거움, 자존감, 쾌락, 느낌 등의 요소가 결합하여 의류를

구매하게 되며, 최근 의류쇼핑과 관련한 연구도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의류쇼핑과 관련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의류판매점

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용실태, 기호도, 만족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류판매매장에 대한 환경과 관련된 이미

지 연구에 초점을 둔 연구 등이 많았고, 근래에 와서는

의류쇼핑 성향(Kang & Hwang, 2007; Kim, 2009; Kim,

2010; Park & Lee, 2005), 의류판매점 환경(Kang, 2007;

Kim, 2009; Kim & Park, 2009; Lee & Jang, 1992; Park

& Lee, 2005), 의류의 가격(Chandrashekaran, 2004; Lee

& Rhee, 2002; Nam & Lee, 2009; Thomas & Menon,

2007; Yoon & Rhee, 2009) 등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

져 오고 있다.

그리고 의류판매점에 대한 고객 만족(Hong et al., 2010;

Jeong & Kim, 2003; Suh, 2009)과 의류판매점의 이미지

(Kim & Jeong, 2006; Kim, 2008; Sung, 2009)가 의류판

매점 애호도(Chun, 2009; Koo, 2006; Park & Bae, 2006)

의 선행변수라는 논점에 따라 의류판매점의 서비스품

질(Lee & Hur, 2008; Lee & Kang, 2009; Park, 2010)과

고객 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그 뒤를 이어오

고 있으며, 소비자의 의류판매점 선택 행동(Chun, 2009;

Kim, 2009; Kim, 2010; Ko & Suh, 2010)에 관한 연구분

야에는 점포선택 기준으로서 점포속성에 대한 중요도

와 만족도, 그리고 재구매의도(Hong et al., 2009; Hong

et al., 2010; Ku & Ku, 2010; Lee & Im, 2008; Nam &

Koh, 2004)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됐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점포의 속성에 대해 소

비자가 지각하는 정도를 파악하여 어떠한 속성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소위 특정 점포속

성에 대한 소비자의 절대적 가치평가와 종속변수로서

구매의도나 구매 또는 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제시한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의류판매점의 마케터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가 의류 구매 시 다양한 의류판매점을 객

관적이며 합리적인 선택방법을 통하여 점포선택 속성

을 상대평가하여 비교선택을 한다는 전제하에 점포속

성의 비교우위는 어디에 있으며 그러한 비교우위 속성

은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

이다.

의류 구매 소비자가 의류 구매 시 의류판매점을 선

택하는 기준이 다속성 기준이며, 다속성 기준 간에 서

로 상대를 고려하는 보상적 의사결정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1970년대 초반 Saaty에 의해 개발된 계

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의류판매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요소들

의 상대적인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하며, 또

한 평가대안으로서 각 의류판매점 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그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전략적 마케팅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가

영역과 평가요소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백화점,

가두 브랜드 의류판매점, 할인점, 아웃렛점, 인터넷쇼

핑몰 등의 의류판매점을 점포선택 평가대안으로 계층

화하여 무한경쟁할 수밖에 없는 각 의류판매점의 마케

터와 경영자에게 소비자가 중요하게 지각하는 선택 속

성의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 속성을 보유하고 있

는 의류판매점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공하여 의류판매

서비스 제공자의 시장경쟁력 향상과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사결정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

다.

II. 이론적 배경

1.소비자 의류판매점 선택 행동에 관한 이론적

연구

소비자 행동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하고 있는데 Schiffman and Kanuk(2000)는 소비자 행

동을 소비자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리라고 기

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아이디어를 탐색·사용

및 평가함에 있어서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

며, Zaltman and Wallendorf(1983)은 소비자 선택 행동

을 개인, 집단, 조직의 제품, 서비스 및 그 밖의 자원을

획득하고 사용하며, 사후에 획득한 경험을 통하여 나타

내 보이는 행동, 과정 및 사회적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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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판매점 이용 소비자의 행동은 복잡 다양하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의류판매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소

비자의 이용목적이나 소비자 자신의 경제적·심리적 등

의 변수에 의존하여 선택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높

으며, 이를 규격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각할 때 유형적인

실체로 지각하기보다는 속성의 집합으로 지각하는 경

향이 있다.

소비자의 점포선택 행동과 관련한 주요 연구흐름으로

점포의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비주얼 머천다이징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Park & Jeon, 2004)와 감정적 반응, 만

족, 구매의도 등의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소비 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흐름(Donovan & Rossiter, 1982)

으로 구분할 수 있다. Yoo et al.(1998)은 매장의 물리적

환경이 매장에 대한 태도와 재방문의사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Donovan

and Rossiter(1982)도 매장 내의 분위기로 인해 생기는

감정 등이 소비자의 특정 매장에서의 소비 정도, 매장

내의 지체 시간, 그리고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비주얼 머천다이징에 관한 선행연구

들은 의류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의류산업은 제품의 품질수준

이 획일화됨에 따라 유통업태는 차별적 점포아이덴티

티를 구축하고자 하며 점포이미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점포만족도나 충성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Ha and Kim(2009)은 점포를 선택하는 과정은 특정 브

랜드나 상점에 대해 지각한 속성이 소비자 자신의 선

택 기준과 일치할 때 선택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였

으며, Sin and Na(2003)는 해외명품 브랜드를 쇼핑하

는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점포속성을 상품 및 점포서

비스, 가격관심, 구매편의 등의 3가지 요인으로 도출하

여 백화점 애고 소비자들은 상품 및 점포서비스와 구

매편의 요인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Lim and Lee(1993)는 점포이미지 속성을 상품, 서비

스, 편의성 촉진, 분위기 등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

여 소비자 집단별로 점포속성이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

며, Lee and Jo(2007)는 멀티숍의 점포이미지 속성을 매

장분위기, 점포서비스, 점포인지도, 그리고 제품다양성

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상품 구색이 점포충성도를 높이

는 중요한 속성이 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Louviere

and Johnson(1990)은 소비자가 의류점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가격, 다양한 상품, 접근

의 편리성, 상품의 질, 구매 후 서비스의 유동성, 그리

고 반품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점포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포속성은 상품, 서비스품질, 구매촉진 요인, 점포의

물리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본 연구를 위한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적용

1972년 Saaty에 의해 개발된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방법(AHP)은 이론의 단순성 및 명확성, 적용의 간편성

및 범용성이라는 특징(Cho et al., 2003)을 가지고 있으

며, 정책결정, 마케팅 계획 수립, 리스크평가 최적의 예

산배정, 그리고 최적의 입지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AHP는 Saaty(1994)와 Forman and Selly(2001)에 의해

역수성, 동질성, 종속성, 기대성의 4가지 공리에 의하여

적용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량적 요

소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로 구성되는 복잡한 의사결

정문제를 제3자의 관점에서 사유에 의한 논리와 경험에

의한 직관을 기초로 문제 구성요소를 계층화를 통해 조

직화, 단순화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방법(Saaty, 1993;

Song, 2007; Zahedi, 1990)으로 쌍대비교를 통해 중요도

를 도출하여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한다.

폭넓은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AHP 분석에 대해 Yang

(2007)은 학술진흥재단에서 수행한 “AHP를 활용한 연

구과제 선정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AHP 분석을

이용한 연구는 정량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경험적이고 통찰력 있는 정성적인 판단까지 정량화하

여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과학적

인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연구로 산업공학, 경영과학,

운용과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 하였다. 

전통적인 소비자의 점포선택 행동분석에서는 소비

자들의 점포선택 선택 특성 요인이나 마케터의 마케팅

전략 등 각 요인의 효율성을 예측하기 위해 제기되었

던 요인의 중요성을 인과분석에 국한하고 정량화하지

못했으나, AHP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하여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각 요인에

할당하게 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Ananda

& Herath, 2003; Saaty, 1993; Seol et al., 2008; Varga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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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분석기법을 이용한 연구는 여러 연구산업분야

에서 다양하게 적용돼 왔었으나 의류분야에서는 Cho

(2007a, 2007b)에 의해 제한적으로 연구에 적용돼 왔었

다. Cho(2007b)의 “AHP를 이용한 의류점포선택 기준

에 관한 연구”에서는 점포선택 유형을 Park and Im

(1996)의 연구에 따라 백화점과 전문점, 일반상가로 선

정하여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백

화점과 가두 브랜드 의류판매점을 포함하여, 할인점, 아

웃렛점, 인터넷쇼핑몰 등을 의류판매점의 선택 평가대

안으로 선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류판매점 선택 속성에 대

한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도출하여 의류판매점 선택 속

성의 우선순위 선정과 의류판매점의 경쟁력을 평가하

여 경쟁 의류판매점의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경쟁우

위를 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사결정수립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의류판매점의 서비스 수준 개선과 마케터들에게 합

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류판

매점 선택 속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의

류쇼핑 소비자의 의류판매점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

는 제품 요인, 서비스품질 요인, 구매촉진 요인, 그리고

이미지 요인 등의 요인을 평가영역으로 설정하고, 이

들 평가영역 간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지역의 P대학과 D대학의

모집단 학생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본 연구를 위한 평

가영역의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심층면접조

사를 시행하였다.

심층면접은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 외 1명의 연구조

력자가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사전에 연구를 위한 대략적인 개요와 질문내용을 알려

주었고, 본 면접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긴장을 풀고 자

유로운 분위기에서 면접하기 위해 본 연구주제와 관련

한 최근 패션 동향, 가격, 구매점포, 드라마 속의 주인

공들이 착용했던 패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면접

을 시행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소비자 의류판매점 선택 행동에 관한

이론적 연구고찰과 브레인스토밍 자료수집결과를 토

대로 개념적 틀에 맞는 구조화된 질문과 서술적 질문

으로 진행하였으며, 충분한 의견반영을 위해 면접시간

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면접대상 1인당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러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본 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들을 설정하였다.

평가영역의 구성요소인 제품 요인 부분에서는 ‘제품

구색의 다양성’, ‘디자인과 품질에 비해 가격의 적절성’,

‘유행을 선도하는 신상품의 신속한 구비’, ‘나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 스타일에 맞는 의복의 구비’ 등이며, 서비

스품질 요인 부분에서는 ‘고객에 대한 자발적인 조력

과 신속한 응답성’, ‘판매원의 친절성’, ‘A/S, 반품 등이

쉽다’, ‘상품에 대한 포장이 좋다’ 등으로 구성하였으

며, 구매촉진 요인 부분에서는 ‘접근성이 좋다’, ‘다양한

가격 할인 제공’, ‘쿠폰/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 제공’, ‘다

양하고 효과적인 광고’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미지 요

인 부분에서는 ‘의류판매 점포브랜드 이미지’, ‘제품브

랜드 이미지’, ‘전반적 점포이미지(디스 플레이, 조명,

실내장식 등)’, ‘점포에 대한 친밀감’ 등으로 구성하였

다. 이는 1차 자료수집 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통하여

도출된 요소와 Seol et al.(2008), Oyewole(1999), 그리

고 Rumore et al.(1999) 등이 제시한 평가척도를 본 연

구에 맞게 수정하여 평가요소들을 병합, 선별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도구로 적용하여 연

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평가대안은 위계계층의 최하위 계층으로 선택의 대

상이 되는 의사결정대안들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이 의

류쇼핑을 위해 이용하는 의류판매점은 재래시장과 TV

홈쇼핑을 포함하는 다양한 업태의 판매점포가 있으나,

1차 자료조사결과 설문응답 대상자들이 이들 점포들을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이

용된 평가대안 점포로는 백화점, 브랜드 의류판매점,

할인점, 아웃렛점,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의류판매점 이용 소비자가 가장 우선적

으로 고려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으로 구조화된 평가 틀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도식화

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자료분석 및 분석 표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부산지역

의 D대학과 P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의 대상자

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한 후 설문응답

시 오류를 줄이기 위해 본 설문지의 구성이 Likert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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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이용한 설문지와 다른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AHP 평가방법 시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설

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400부의 설

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측정 주요 변수의 응답누

락과 복수응답으로 인해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을 시행

하기에 불성실한 응답과 일관성 비율이 .1 이상인 응답

자를 제외한 총 319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인구통계적 분석을 위해서

SPSS 18.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계층 분석적 의

사결정방법을 위해서는 Expert Choice사의 소프트웨어

인 Expert Choice 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의 CR 값이 .1 이상인 경우에는 부적절한 응답으로 받

아들여 재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설문지를 폐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실증분석에 사용된 설문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3. 실증분석결과의 신뢰성

AHP 기법의 신뢰성 분석은 각 평가요소들 간의 상

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대상자 개개인의 판단상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CR)을 계산함으

로써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

단의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CR 값이 10%(.1)

보다 작을 경우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

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한다(Saaty, 1982). 본 연구인

경쟁력 평가에 대한 전체 응답자 이원비교의 CR 값은

.02로 도출되어 서수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1보다 적게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aaty(1995), Triantaphyllou et al.(1997)

등이 제안한 것처럼 CR 값이 10%(.1) 미만으로 나타

나 AHP 분석을 위한 적합 지수를 만족함을 알 수 있으

며, 일관성이 있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V. 실증분석의 결과

1. 제1계층 평가영역에 대한 분석결과 

의류판매점 이용 소비자의 평가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의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columns 1의 평가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

위는 제품 요인(.306) →이미지 요인(.283) →서비스품

질 요인(.227) →구매촉진 요인(.183)의 순으로 중요하

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평가영역 중 제

Fig. 1. Research model: Prioritization according to attributes in choosing fashion reta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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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요인이 다른 평가영역보다 상대적 중요도인 우선순

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의류판매점 이용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제품

요인 평가영역의 평가 소기준인 평가요소에서도 다른

평가영역의 평가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았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류판매점 이용 소비자들이

다른 측정 평가항목인 서비스품질 요인보다 1.35배 그

리고 구매촉진 요인보다 1.67배 높게 우선적으로 고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제2계층 평가요소에 대한 분석결과

의류판매점 선택 시 선호고려 요인의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측정결과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의 columns 3과 columns 4의 분석결

과로부터 도출된 가중치와 우선순위는 각 평가영역 내

의 각 평가요소 간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보여주며,

응답자들이 평가한 중요성에 대한 우선순위 가중치를

반영한 것이다.

첫째, 제품 요인 평가영역에서의 각 평가요소에 대한

소비자의 의류판매점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

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개성과 스타일(.375) →가

격의 적절성(.351) →신상품의 신속한 구비(.150) →구

색의 다양성(.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품질 요인 평가영역에서의 각 평가요소

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A/S와 반품용이

(.394)→신속한 응답성(.288)→판매원 친절성(.227)→

상품 포장이 좋다(.0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매촉진 요인 평가영역에서의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다양한 가격할인(.511)

→쿠폰/경품/이벤트(.208)→접근성 좋다(.152)→효과

적인 광고(.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미지 요인 평가영역에서의 각 평가요소에 대

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브랜드 이미지(.417)

→점포이미지(.271)→전반적 이미지(.176)→점포친밀

감(.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3. 평가요소별 전반적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결과

<Table 2>의 columns 5와 columns 6은 소비자가 의

류판매점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각각의 평가영

역과 평가요소 전체에 대한 전반적 가중치와 우선순위

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평가영역별로 보면 제품 영역(.306)이 가장 높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Item Freq.
Rate

(%)
Item Freq.

Rate

(%)

Sex
Male 230 72.1

Family's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1 million 12 3.8

Female 89 27.9 1-2 million 34 10.7

Visiting

time

Lunchtime 26 8.2 2-3 million 162 50.8

Afternoon 150 47.0 3-4 million 48 15.0

Dinnertime 134 42.0 4-5 million 42 13.2

Late evening 9 2.8 More than 5 million 21 6.6

Average

visits per

month

Less than 1 27 8.5

Average

monthly

pocket

money

Less than 100,000 27 8.5

1-2 132 41.4 100,000-150,000 9 2.8

2-3 106 33.2 150,000-200,000 59 18.5

4-5 27 8.5 200,000-250,000 27 8.5

6-7 9 2.8 250,000-300,000 72 22.6

More than 8 18 5.6 300,000-350,000 45 14.1

Companion

Alone 26 8.2 350,000-400,000 9 2.8

Opposite sex friend 44 13.8 400,000-450,000 9 2.8

Same-sex friend 223 69.9 450,000-500,000 9 2.8

Parent 26 8.2 More than 500,000 53 16.6

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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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zation results

Evaluation

area

Evaluation

element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Overall

weight

Priority in

overall

evaluation

Evaluation

alternative

Weight of

overall

evaluation

alternative

Priority of

overall

evaluation

alternative

Product

factor

.306

Diversity of

merchandise
.124 4 .038 13

Department store 0.00932 37

Brand store 0.00572 60

Discount store 0.00675 52

Outlet 0.00840 44

Internet shopping mall 0.00790 45

Reasonable

price
.351 2 .107 3

Department store 0.02783  5

Brand store 0.01701 18

Discount store 0.01724 19

Outlet 0.02534 10

Internet shopping mall 0.02002 16

Quick

supply of

a new

product

.150 3 .046 10

Department store 0.01347 22

Brand store 0.00877 38

Discount store 0.00552 61

Outlet 0.00550 62

Internet shopping mall 0.01272 23

Uniqueness

and style
.375 1 .115 2

Department store 0.02739  6

Brand store 0.02730  7

Discount store 0.01563 21

Outlet 0.01739 20

Internet shopping mall 0.02722 8

Subtotal 1.000 0.306 0.30644

Service

quality

factor

.227

Speed of

service
.288 2 .065 7

Department store 0.02212 13

Brand store 0.01230 27

Discount store 0.00959 33

Outlet 0.01169 28

Internet shopping mall 0.00961 34

Sales clerk

kindness
.227 3 .052 8

Department store 0.02552  9

Brand store 0.00833 46

Discount store 0.00581 63

Outlet 0.00659 53

Internet shopping mall 0.00531 65

After-sales

service and

easy return

.394 1 .089 5

Department store 0.04711  2

Brand store 0.00909 39

Discount store 0.01146 30

Outlet 0.01286 24

Internet shopping mall 0.00898 40

Good

product

packaging

.091 4 .021 16

Department store 0.01080 31

Brand store 0.00339 75

Discount store 0.00204 79

Outlet 0.00267 76

Internet shopping mall 0.00166 80

Subtotal 1 0.227 0.2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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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Evaluation
area

Evaluation
element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Overall
weight

Priority in
overall

evaluation

Evaluation
alternative

Weight of
overall

evaluation
alternative

Priority of
overall

evaluation
alternative

Purchase

promotion

factor

.183

Accessibility .152 3 .028 14

Department store 0.00704 54

Brand store 0.00509 66

Discount store 0.00344 77

Outlet 0.00443 71

Internet shopping mall 0.00781 47

A variety of

discounts
.511 1 .094 4

Department store 0.00885 41

Brand store 0.01255 25

Discount store 0.02052 15

Outlet 0.02303 12

Internet shopping mall 0.02872  4

Coupon/

Giveaway/

Event

.208 2 .038 12

Department store 0.00777 48

Brand store 0.00492 67

Discount store 0.00761 49

Outlet 0.00743 55

Internet shopping mall 0.01040 35

Effective

advertise-

ments

.130 4 .024 15

Department store 0.00850 50

Brand store 0.00306 78

Discount store 0.00368 72

Outlet 0.00401 73

Internet shopping mall 0.00460 68

Subtotal 1 0.184 0.18346

Image

factor

.283

Store

image
.271 2 .077 6

Department store 0.04211  3

Brand store 0.00854 42

Discount store 0.00751 51

Outlet 0.01169 29

Internet shopping mall 0.00688 56

Brand

image
.417 1 .118 1

Department store 0.05554  1

Brand store 0.01950 17

Discount store 0.01037 36

Outlet 0.02201 14

Internet shopping mall 0.01068 32

Overall

image
.176 3 .050 9

Department store 0.02499 11

Brand store 0.00865 43

Discount store 0.00528 69

Outlet 0.00684 57

Internet shopping mall 0.00407 74

Affinity

for store
.136 4 .039 11

Department store 0.01337 26

Brand store 0.00729 58

Discount store 0.00690 59

Outlet 0.00640 64

Internet shopping mall 0.00455 70

Subtotal 1 0.284 0.28317

Total 1.000 1.000

Standards of measurement variables are normalized by each respondent and figures resulting from AHP analysis total 1 with

bal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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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제품 요인 영역의 평가

요소를 살펴보면 각 평가요소에서 가장 높은 ‘개성과

스타일’이 2위의 전반적 평가 우선순위로 차지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측정항목 3개가 우선순

위 3위, 10위, 13위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평가영역에서 2위로 도출된 이미지 요인 영역

(.283)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전체 평가요소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전반적 평가 우

선순위 1위로 나타났으며, ‘점포이미지’가 6위로 나타

났고, ‘전반적 이미지’가 9위로 나타났으며, ‘점포친밀

감’이 11위로 도출되었다.

셋째, 평가영역에서 3위로 도출된 서비스품질 요인

영역(.227)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요소를 살펴

보면 전체 평가요소에서 ‘A/S와 반품용이’가 전반적 평

가 우선순위 5위로 나타났으며, ‘신속한 응답성’이 7위,

‘판매원 친절’이 8위 그리고 ‘상품 포장이 좋다’가 16위

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가장 낮은 중요도의 평가영역은

구매촉진 영역(.18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가요소에

서 ‘효과적인 광고’의 측정항목은 전반적 평가 우선순

위가 15위로 가장 낮게 도출되었으며, ‘다양한 가격할

인’은 4위, ‘쿠폰/경품/이벤트’는 12위, ‘접근성 좋다’는

14위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나타났다.

4. 평가대안 의류판매점에 대한 분석결과

평가대안 의류판매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

위를 살펴보면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가대안

Table 3.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zation results of fashion retailers of evaluation alternative

Evaluation area Evaluation element

Overall weight of fashion retailers for evaluation alternatives

Department 

store
Brand store Discount store Outlet

Internet 

shopping mall

Product factor

Diversity of merchandise 0.00932 0.00572 0.00675 0.00840 0.00790

Reasonable price 0.02783 0.01701 0.01724 0.02534 0.02020

Quick supply of new product 0.01347 0.00877 0.00552 0.00550 0.01272

Uniqueness and style 0.02739 0.02730 0.01563 0.01739 0.02722

Total of product factor evaluation alternative weight 0.07801 0.05880 0.04514 0.05663 0.06804

Priority of product factor evaluation alternative 1 3 5 4 2

Service

quality

factor

Speed of service 0.02212 0.01230 0.00959 0.01169 0.00961

Sales clerk kindness 0.02552 0.00833 0.00581 0.00659 0.00531

After-sales service and easy return 0.04711 0.00909 0.01146 0.01286 0.00898

Good product packaging 0.01080 0.00339 0.00204 0.00267 0.00166

Total of service quality factor's weight 0.10555 0.03311 0.02890 0.03381 0.02556

Priority of service quality factor 1 3 4 2 5

Purchase

promotion

factor

Accessibility 0.00704 0.00509 0.00344 0.00443 0.00781

A variety of discounts 0.00885 0.01255 0.02052 0.02303 0.02872

Coupon/Giveaway/Event 0.00777 0.00492 0.00761 0.00743 0.01040

Effective advertisements 0.00850 0.00306 0.00368 0.00401 0.00460

Total of purchase promotion factor's weight 0.03216 0.02562 0.03525 0.03890 0.05153

Priority of purchase promotion factor 4 5 3 2 1

Image

factor

.283

Store image 0.04211 0.00854 0.00751 0.01169 0.00688

Brand image 0.05554 0.01950 0.01037 0.02201 0.01068

Overall image 0.02499 0.00865 0.00528 0.00684 0.00407

Affinity for store 0.01337 0.00729 0.00690 0.00640 0.00455

Total of image factor's weight 0.13601 0.04398 0.03006 0.04694 0.02618

Priority of image factor 1 3 4 2 5

Total of evaluation alternative Evaluation factor overall weight 0.35173 0.16151 0.13935 0.17628 0.17131

Priority of evaluation alternative evaluation factor 1 4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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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판매점 전반적 가중치 우선순위는 백화점(.352)→

아웃렛점(.176)→인터넷쇼핑몰(.171)→브랜드 의류판

매점(.162)→할인점(.139)의 순으로 1강 3중 1약으로 나

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전반적 평가대안의 가중치가

도출된 것은 이미지 요인 평가영역의 ‘브랜드 이미지’

평가요소 중 ‘백화점(.0555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장 낮게 평가되었던 것은 서비스품질 요인 평가영역의

상품 포장이 좋다 중 ‘인터넷쇼핑몰(.00166)’로 도출되

었다.

의류판매점 이용자들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백화

점에서 판매되는 브랜드 이미지(.06464)를 가두 브랜드

의류판매점에서 판매되는 브랜드 이미지(.03665)보다

소비자들은 더 높게 지각하고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비자들이 자동판매기에서 커

피 구매 시 가격이 동일한 고급커피와 일반커피를 선택

할 때 일반적으로 다수의 구매자들이 고급커피 버튼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들이 의류판매점 선택 시 감

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에 빠져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신상품의 신속한 구비와 관련하여 아웃렛

점 특성상 신상품의 구비(.00550)는 다른 의류판매점보

다 신상품이 상대적으로 늦게 제공되는 것으로 소비자

가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쌍대측정을 이용한

평가대안 의류판매점의 16개 평가요소 항목 중요도에

서 ‘백화점’은 13개의 평가요소 항목에서 구매촉진의

평가영역을 제외한 각 평가영역별 전반적으로 고른 분

포를 보이며 1위를 하였으며, ‘인터넷쇼핑몰’은 ‘접근

성이 좋다’와 ‘다양한 가격할인’ 그리고 ‘쿠폰/경품/이

벤트’ 등 3개의 평가요소 항목에서 1위를 하여 상대적

으로 다른 의류판매점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웃렛점’과 ‘할인점’은 전체 평가요소 항목에서 1위

를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웃렛점’은 제

품요인 평가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영역에서 ‘백화

점’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강한 점포선택 속성의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색의 다양

성’, ‘가격의 적절성’, ‘다양한 가격 할인’, ‘점포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등의 평가요소 측정항목에서 경쟁우

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할인점’은

전체 평가대안 평가요소에서 가장 낮은 5위의 우선순

위로 평가되어졌으나 ‘다양한 가격 할인’, ‘A/S와 반품

용이’ 등의 측정 평가요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반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소비자가 의류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포선택

의사결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Likert 척도법에 의

한 인과분석, 차이분석, 집단별 유형화 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의

한 방법인 AHP 기법을 의류판매산업에 적용하여 평가

영역과 평가속성 그리고 평가대안으로 계층화하여 선

택 속성의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선행연구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의류 구매 시 소비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기준과 요소들을 도

출하여 이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전반적 가중치, 우

선순위를 측정 비교검토하였으며, 평가대안으로 선정

한 의류판매점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의류판매 서비스

제공자의 시장경쟁력 향상과 의류판매점 경영자와 마

케터들에게 효과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계층인 평가영역에서의 중요도 측정결과는 ‘제

품 요인’이 가중치가 .306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미지 요인’의 가중치가 .283으로

두 번째, ‘서비스품질 요인’의 가중치가 .227로 세 번째,

그리고 ‘구매촉진 요인’의 가중치가 .183의 순으로 중

요하다고 의류판매점 이용 소비자들은 평가하였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된 제품 요인과 두 번째

로 높게 평가된 이미지 요인과는 가중치가 1.081배의

차이로 소비자가 ‘이미지 요인’보다 ‘제품 요인’ 평가

영역을 더 우선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

으며, 본 연구를 위해 측정된 평가영역 중 가장 낮은

우선순위인 ‘구매촉진 요인’과는 1.672배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영역에서 중요도가 두 번

째인 ‘이미지 요인’과 ‘구매촉진 요인’과의 비교에서는

소비자들이 1.547배로 ‘이미지 요인’을 더 높게 평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류판매점의 경영자와 마케터에게

‘제품 요인’과 ‘이미지 요인’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전략

수행과 ‘서비스품질 요인’과 ‘구매촉진 요인’에 대해

보완적 전략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어 진다.

둘째, 2계층인 평가요소에서의 중요도 측정결과는

columns 5와 columns 6에서의 전반적 평가 우선순위에

서 ‘브랜드 이미지’가 1위(.118)로 평가되었으며, ‘개성

과 스타일’이 2위(.115)로 평가됐고, ‘가격의 적절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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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107)의 순으로 중요시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구매

촉진 요인 평가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가격할

인’ 평가요소는 전반적 가중치가 .094로 도출되어 전

반적 평가 우선순위에서 4위로 평가되어 있어, 의류 구

매 소비자들이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제품브랜드

와 개성과 스타일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자신이 구매

하고자 하는 의류의 가격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는 Kwak and

Lee(2002)의 연구에서와 같이 의류 소비자들은 의류

구매 시 가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평가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은 백화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

격할인 프로모션 행사를 반기고 있지만, 자신들이 지

불하고자 하는 의류에 대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정당성이 부여된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소비자들이 제시

된 백화점의 가격 적절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구매촉진 요인으로서의 다양한 가격할인 측정

평가 요소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Columns 5와 columns 6에서 가장 낮은 전반적 평가

우선순위를 받았던 평가요소는 16위인 ‘상품 포장이

좋다(.021)’, 15위인 ‘효과적인 광고(.024)’, 14위인 ‘접

근성 좋다(.028)’의 순서로 1위인 ‘브랜드 이미지’보다

각각 5.619배, 4.917배, 그리고 4.214배의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며 덜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3계층인 평가대안 의류판매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평가결과 전체 우선순위는 백화점

이 1위, 아웃렛점이 2위, 인터넷쇼핑몰이 3위, 브랜드

점이 4위, 그리고 할인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5위

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별로 보면, ‘제품 요인’ 평

가영역에서 백화점이 1위, 인터넷쇼핑몰이 2위, 브랜드

점이 3위, 아웃렛점이 4위, 할인점이 5위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서비스품질 요인’의 평가영역에서는 백화

점이 가장 높은 1위, 아웃렛점이 2위, 브랜드점이 3위,

할인점이 4위, 그리고 인터넷쇼핑몰이 가장 낮은 5위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이미지 요인’ 평가영역에서

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구매촉진 요인’ 평가영역에

서는 다른 평가영역에서 강세를 보였던 백화점이 4위

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인터넷쇼핑

몰이 ‘구매촉진 요인’ 평가영역에서 1위로 강세를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웃렛점이 2위, 할인

점이 3위, 브랜드점이 가장 낮은 5위로 등재되어 나타

났다.

넷째, 전반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의류판매점 대상

으로는 백화점이 되겠지만, 보다 효율적인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각 세부 평가요소별로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

다. 예컨대, ‘브랜드 이미지’, ‘A/S와 반품용이’, ‘점포이

미지’, ‘판매원 친절성’, ‘전반적 이미지’ 등의 세부 평

가요소들은 백화점이 의류판매점 이용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얻었으므로 백화점을 대상으로 벤

치마킹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가격 할인’, ‘쿠폰/경품/

이벤트’, ‘접근성이 좋다’ 등의 평가요소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아웃렛점의 경우 ‘신상품의 신속한 구비’의 평가요

소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유사한 이미지 특성을 보

유하고 있는 브랜드점과 할인점보다 높은 가중치를 획

득하기는 어렵지만 ‘가격의 적절성’, ‘A/S와 반품용이’,

‘다양한 가격 할인’, ‘점포이미지’ 등의 측정 평가요소

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어 강점을 가진 평

가요소의 측정항목을 잘 활용한다면 이들보다 높은 경

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본 연구는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을 이용

하여 소비자들에 의한 평가대안 의류판매점 선택 속성

에 대한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도

출한 후 의류판매점 경영자와 마케터들에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우성적 평가요소 속성을 지

닌 의류판매점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공하고자 경쟁력

평가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

계점을 지니고 있어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

성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

해야 하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소비자 계

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표본 선정상의 한계이다. 제한된 의류판매점

과 부산지역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화하는데 제약이 따르며 대다수의 실증연구가 갖는 한

계점이 노출되었다. 그리고 TV 홈쇼핑과 재래시장 등

의 평가대안을 추가하여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노력의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의류판매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들로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소비자에

의한 조사뿐만 아니라 의류판매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병행 시행하여 두 집

단 간의 차이를 상호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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