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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ice acceptability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the current fashion market. This study explored di-

verse factors that affect price acceptability (level of acceptable price and range of acceptable price). Stimuli

photos of fashion products (i.e., bag, shoes, and jacket) were developed and used for online experiments

with 3,000 female consumers. Important results included factors that affected the price acceptability of

fashion products were price-quality relation, price concern, and product attribute perception.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 consumers depended more on price-quality relations, more positively perceived pro-

duct attributes, and were less sensitive to price; in addition, they tended to have a higher level of acceptable

price as well as a wider range of acceptable price for fashion products. These results were consistent across

all experiments with different fashion items (i.e., bag, shoes, and jacket). Based on the results, factors that in-

fluence the price acceptability were revealed. Marketing practitioners need to more actively consider imply-

ing advertising strategies that emphasize the advancement of product attributes such as quality for high-

priced products.

Key words: Price acceptability, Price-quality relation, Price concern, Product attribute perception; 가격수

용성, 가격-품질 관계, 가격민감성, 상품속성지각

I. 서 론

가격수용성(price acceptability)에 대한 개념이 소개된

이래로 가격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경영학 관련 분야에

서 지속적으로 행해졌다(Lichtenstein et al., 1988; Mon-

roe, 1973; Monroe & Lee, 1999). 그간의 가격수용성 관

련 연구는 가격수용성의 범위를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가격과

관련된 다른 연구주제에 비하여 학계의 관심이 상대적

으로 적었던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구매에 따른

실용적, 쾌락적 효용가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지불타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가격 관련 연구의 큰 줄기를 차지했

다. 최근 패션시장이 그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면

서 소비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득계층과 구매가

격과의 비일관성이 확산되면서 패션시장에서의 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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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은 관심을 받고 있다(Lee, 2008).

지난 10년간 세계 패션시장에서는 명품시장의 급속

한 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소싱의 확대를 통하여 생산비

를 절감한 중저가 브랜드 시장의 확대가 가장 큰 이슈

로 떠올랐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고품질과 명성을 지

닌 고가 브랜드 혹은 기본적인 품질과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형 중저가 브랜드 제품구매로 몰리

는 현상이 늘어나면서(“Are luxury”, 2014), 소득수준이

나 가격-품질 연상만으로는 소비자 집단별 가격수용행

동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Silverstein et al.,

2008).

가격수용성은 사회적 판단이론(social judgment the-

ory)과 동화-대조 효과(assimilation-contrast effect)에 기

반을 두고 있다(Sherif, 1963). 수용가능한 가격대는 저점

과 고점의 가격제한선 혹은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Ga-

bor & Granger, 1966). 가격수용성은 너비와 높이 수준

두 가지 차원이 결합된 것이다(Lichtenstein et al., 1988).

즉 소비자 집단은 한 상품아이템에 대하여 같은 가격수

용너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중심가격대에 따라서 가

격수용저점과 고점은 달라지게 된다.

패션제품의 가격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는

데 특히 가격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발견한 연

구는 매우 드물었다. 기존 연구에서 가격수용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품관여도와 가격-품질 관계지각

(Lee, 2008; Lichtenstein et al., 1988), 가격민감성(Lee,

2008) 등이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으나 이 외에 다른 영

향요인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선행연구에

서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사전지식(Rao & Sieben, 1992)

은 구매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상품속성

지각 역시 상품의 평가와 구매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므로(Solomon, 2012) 이 요인들도 가

격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 변인

의 영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각 영향요인을 개별적으로 연구

하여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수용성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패션분야에서 연구가 부족했던 가격수

용성에 대한 적용결과를 살펴보며 아울러 가격정책 개

발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비자의

수용가격수준을 높이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이러한 요인을 응용한

커뮤니케이션 및 판매촉진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향요인을 고려한

시장세분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소비자 세분시장별

특징에 따른 가격전략을 개발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

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상품의 가격수용성

상대적으로 저가격의 제품들은 저품질이 연상되어

구매하기 꺼려지고, 반대로 고가격의 제품들은 과도하

게 비싸다고 판단되어 덜 구매하게 된다고 알려져 왔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소비자의 가격수용은 반전된 U-모

양(inverted u-shape)을 보이며 소비자들이 저가와 고가

의 가격수용시작점(threshold)을 가지게 되고 중간 정도

의 가격대에서 가장 많은 구매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가 수용시작점은 소비자가 품

질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선이며 고가 수용시작점은 너

무 비싸다고 고려되는 시점이다(Monroe, 1973). 가격수

용성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되는데 그 하나는 수용가

격범위(acceptable price range)이고 다른 하나는 수용가

격수준(acceptable price level)이다. 수용가격범위는 저

가 수용점과 고가 수용점의 사이간격, 즉 너비를 말하

며 수용가격수준은 평균가격수준을 말한다. 한편 일반

제품에 있어서는 저가일수록 좋다고 여기는 소비심리가

존재하며 따라서 가격수용성에 있어서는 저가 수용점

이란 없다고 하는 연구자도 있고 이를 입증한 실증연구

도 있다(Monroe & Lee, 1999).

그런데 최근 명품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격수용성 중

고가 수용점의 변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여성

들이 일을 하게 되어 가계수입 증가가 일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Yeoman & McMahon-Beattie, 2006),

명품의 소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더 낮은 계층에로 확

산되고 있다. 자신을 위한 더 쾌락적인 보상을 얻고자 하

는 동기(Silverstein et al., 2008)나 더 상위계층의 생활양

식을 따라하고 싶은 욕망 때문(Amaldoss & Jain, 2008)

이거나 혹은 더 고품질의 상품을 원하기 때문(Vigneron

& Johnson, 2004)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고가 수용점이 변동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반면 칼 라거필드나 베라왕 같은 명품디자이너들은

대형 유통체인인 콜스나 H&M 등 중저가 유통브랜드와

제휴사업을 진행하여 대중시장까지 공략하려 하거나

(Agins, 2007), 브랜드의 이미지는 유지하면서도 가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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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낮춘 매스티지(Masstige) 브랜드를 잇달아 출시하며

새로운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Truong et al., 2009).

엔트리 상품의 가격대를 낮추어 신소비자를 끌어들이

려는 전략으로 BMW 1 시리즈는 19,000달러 모델부터,

스와로브스키는 20달러 상품부터 출시되고 있다(Silver-

stein et al., 2008).

이처럼 명품을 위시로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

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매스티지 브랜드와 글로벌 SPA

브랜드들이 포진하고 있는 패션시장에서는 가격수용성

이 일반 제품이 그것과 다를 수 있으며 가격수용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 패션제품의 가격수용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가격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를 알아보고, 이 결과가 패션제품군별로 일관되게 나타

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가격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격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가격-품질 관계지각(Lee, 2008; Lichtens-

tein et al., 1988), 가격민감성(Lee, 2008; Lichtenstein et

al., 1988; Ofir, 2004), 사전지식(Kosenko & Rahtz, 1988;

Rao & Sieben, 1992), 상품관여도(Lee, 2008)의 영향성

을 확인한 연구결과가 발견되었다. 이와 더불어 상품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속성지각을 또

하나의 영향가능성 변인으로 보고 이 5가지 변수와 가

격수용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 가격-품질 관계지각

가격-품질 관계란 소비자들이 가격은 품질의 지표라

고 믿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Lichtenstein et al.(1988)

에 따르면 가격-품질 관련성 지각수준은 가격수용성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품질의 지표라고 믿는 정도가 클

수록 반전된 U-모양의 가격수용성 패턴은 명확히 나타

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격-품질 관계지각은 제품선택

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이 지각을 크게 하는 소비자일수

록 가격단서를 상품속성 중 가장 중요한 정보단서로 활

용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가격-품질 관계지각이 강한

소비자일수록 상품의 품질을 긍정적으로 지각했다면

가격수용범위는 넓어지고 예상하는 중심가격대는 높아

질 것이다. 신발제품군을 대상으로 한 Lichtenstein et al.

(1988)의 연구와 여성용 정장제품에 대해 조사한 Lee

(2008)의 연구에서 가격-품질 관계지각은 수용가격 수

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가격민감성

가격은 상품선택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이며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상품선택시 다양한 상품의 특성 중

가격을 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가격민감성은 가격

이나 가격변화 등 다양한 가격단서에 대하여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말한다(Kim, 2006). 가격민

감성이 높은 소비자는 상품의 가격차이에 따라 상품의

구매의사나 선호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가격민

감성이 낮은 소비자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반응도가

크지 않다고 하였다(Goldsmith & Newell, 1997). 따라

서 가격민감성은 수용가격의 폭과 중심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예측된다. Ofir(2004)는

가격민감성이 낮은 소비자들의 수용가격수준이 더 높

다고 하였으며, Lee(2008)도 가격민감성이 의류제품에

대한 수용가격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적으로 밝혔다. Lichtenstein et al.(1988)도 가격민감성

과 수용가격수준에는 부적관계가 있다고 밝혔는데, 수

용가격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3) 사전지식

사전지식이란 개인의 기억에 남아있는 정보를 말하

며(Brucks, 1985), 사전지식은 정보처리를 원활히 하고

(Johnson & Russo, 1984), 적절한 다른 상품들과의 비

교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더 세밀한 판단을 하게 도와

주므로(Rosch et al., 1976) 사전지식이 증가될수록 수용

가능가격대가 넓어진다(Rao & Sieben, 1992). 바이어

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사전지식이 가격수용

성에 영향을 미치며 지식수준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있

어 저가 가격수용점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Kosenko

& Rahtz, 1988), 중간 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진 소비자들

이 가격 관련 외부 정보의 활용수준이 가장 낮았다(Rao

& Sieben, 1992). 사전지식은 상품평가를 위하여 참고

하는 정보의 양과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Rao & Sieben, 1992). 가격수용이나 거

부결정에 모두 지식의 동원이 필요하므로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은 가격수용폭이 더 넓어질 것이다.

4) 상품관여도

상품관여도는 구매자에게 있어 해당 상품의 중요도

를 말하는데 상품관여도가 높을수록 정보검색과 브랜

드 비교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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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kowsky, 1985). 관여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의 가격을

덜 고려하며 본인의 정보와 지식에 대한 신뢰가 높아

낮은 가격에도 위험인지를 덜 한다고 알려져 있다. Cha-

iken(1980)는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중심경로를

통하여 상품과 혜택에 집중하므로 가격이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다고 하였다. 상품관여도는 가격수

용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수용가격의

폭과 중심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

된다. Lee(2008)는 의복관여도가 의복제품에 대한 수용

가격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5) 상품속성지각

상품의 속성은 상품의 평가, 지불희망가격, 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 패션상품속성으로는 다양한 내재적,

외재적 속성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Wiedmann et al.

(2009)은 명품의 속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재정적

(가격), 기능적(사용성, 품질, 독창성), 사회적(과시, 명

성) 속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Kim(2006)도

명품브랜드 연구에서 명품브랜드 상품의 속성 중 차별

성, 우월성, 희소성, 고급스러움 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러한 상품의 속성은 패션상품평가에 있어 가장 기본

적인 고려요소이며 상품의 가격예측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와 같은 요인들이 패션제품의 가격수용성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경로분석 모형을 설계한 것이 <Fig. 1>

에 제시되었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1: 가격-품질 관계지각수준이 증가하면 패션상

품의 가격수용수준이 높아진다.

H1-2: 가격-품질 관계지각수준이 증가하면 패션상

품의 가격수용범위가 넓어진다.

H2-1: 가격민감성이 증가하면 패션상품의 가격수용

수준이 낮아진다.

H2-2: 가격민감성이 증가하면 패션상품의 가격수용

범위가 좁아진다.

H3-1: 상품지식수준이 증가하면 패션상품의 가격수

용수준이 높아진다.

H3-2: 상품지식수준이 증가하면 패션상품의 가격수

용범위가 넓어진다.

H4-1: 상품관여도가 증가하면 패션상품의 가격수용

수준이 높아진다.

H4-2: 상품관여도가 증가하면 패션상품의 가격수용

범위가 넓어진다.

H5-1: 상품속성지각수준이 증가하면 패션상품의 가

격수용수준이 높아진다.

H5-2: 상품속성지각수준이 증가하면 패션상품의 가

격수용범위가 넓어진다.

III. 연구방법

1. 사전조사와 자극물 선정

먼저 여성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패션상품군 가운데 비교적

가격대의 폭이 넓으며 다양한 국내외 브랜드가 유통되

고 있고 고객들이 지속적인 구매행동을 통해 상품에 대

한 최소한의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

군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가방, 구두, 자켓을 조사대

상아이템으로 확정하였다. Ofir(2004)의 연구에서도 인

스턴트커피, 얼굴크림, 브래지어, 바닥세정제, 식용유,

바디로션, 핸드백, 스타킹, 토마토소스, 밀가루, 잼, 쌀

등의 12가지 아이템에 대하여 관여도에 따른 반전된 U-

모양의 가격수용성 그래프와의 적합성을 조사하였는데,

패션상품이라 할 수 있는 핸드백, 브래지어, 스타킹, 얼

굴크림, 바디로션 등의 적합도가 다른 아이템에 비해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가격수용성 변화가 뚜렷

하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되는 패션상품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더 집중하

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Rao and Sieben(1992), Rao

and Monroe(1988)의 연구에서도 가격수용 관련 선행연

구들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지식수준범위가 넓으며

긍정적인 가격-품질 상관관계(Gerstner, 1985)를 보이는

여성 자켓으로 실험아이템을 정한 바 있어 해당 카테고

리에 대한 집중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각 아이템에 대한 실험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인

터넷 쇼핑몰에 나타난 상품사진을 선택하였다. 상품색

상으로는 검정색을 선정하였는데, 검정색은 패션상품

에 있어 중요한 색상이며 검정색을 착용하는 습관은 다

른 어떤 색상보다 더 강하고 오랫동안 착용되어 왔기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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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ander, 1993) 때문이다.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통하

여 각 아이템당 10개씩의 자극물 후보사진을 확보하였

는데 사진상으로 브랜드를 식별하지 못할 것, 상품의

두 면 이상을 볼 수 있도록 배치된 사진일 것, 가격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 보이지 않을 것, 다양한 연령과

취향에 수용가능할 것, 모델착장 없이 상품만 제시될

것 등의 조건에 충족하는 사진만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각각 5개의 후보군

으로 추렸으며, 이를 대상으로 학부생 100명을 대상으

로 평가설문을 실시하여 브랜드 식별가능한 것을 제외

시키고 가장 호감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여 각각 1개

의 자극물 사진을 확정하였다.

2. 실험절차 및 측정도구

실험은 전국적 계층표집에 의한 응답을 얻기 위하여

온라인 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였으며, 온라인 실험설

계를 통해 상품사진을 제시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하

도록 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해당 상품군을 주기적으

로 구매하는 여성으로 한정하여 20, 30, 40대 할당표집

으로 각 아이템당 1000명씩 실험을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가격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Lichtenstein et al.(1988),

Monroe(1990)와 Suri and Monroe(2001)의 연구에서 도

입된 방법을 활용하여 브랜드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상

품사진을 제시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최고지불희망가

격, 최저지불가능가격, 지불희망가격 항목에 대한 실험

측정을 실시하였다. 가격수용성과 관련하여 “제시한 상

품을 구매한다면 귀하가 지불한 의향이 있는 상품의 가

격대는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최저가와 최

고가를 직접 기입하게하고 그 차이를 가격수용폭의 값

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두 값의 평균을 중심가격의 값

으로 사용하였다.

가격-품질 관계지각 변인은 Ofir(2004)의 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는데 “높은 가격의 여성용 자켓(가방

혹은 구두)일수록 품질도 더 좋다”와 “여성용 자켓(가

방 혹은 구두)의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품질이 더 나아

지므로 그 가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는 두 항목에

전혀 아니다(1)-매우 그렇다(6)의 6점 척도로 응답하도

록 하였다. 가격민감성 변인은 Wiedmann et al.(2009)의

문항 중 “나는 싼 가격을 찾기 위해 여러 상점을 돌아본

다”, “나는 상품구매시 가격이 싼 점포를 찾는 경향이

있다”, “싼 상품을 찾는데 보내는 시간은 가치있다”를

사용하여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전지식수준에 대한

항목은 Monroe(1990)와 Suri and Monroe(2001)의 연구

에서 사용한 항목인 “귀하는 여성용 자켓(가방 혹은 구

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귀하의 여성용 자켓(가방 혹은 구두)에 대한 지식수

준은 어느 정도입니까?”를 사용하여 거의 모른다(1)-매

우 잘 안다(6), 매우 낮다(1)-매우 높다(6)의 도구에 응

답하도록 하였다. 상품관여도에 대해서는 Zaichkowsky

(1985)의 의미분별 척도를 사용하여 10개 항목으로 측

정하였다. 상품속성지각에 대해서는 Wiedmann et al.

(2009)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제시된 상품은 독특

하다, 품질이 좋다, 내 자신을 잘 표현해준다, 나에게 기

쁨을 준다, 희소가치가 있다, 입고/신고/하고 다니면 남

들 눈에 많이 보여질 수 있는 종류의 물건이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이 상품을 사기를 바랄 것이다”의 7가지

항목을 사용하여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실험조작검증에 대해서는 Fiore et al.(2000)의 항목

을 활용하여 실험환경상태(조명밝기, 온도, 환기상태,

전체적 방의 상태)에 대해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

다. 그 외에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질문들이 사용되

었다. 위에서 제시한 요인들과 패션제품의 가격수용성

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분석, 요인분석,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 특성

<Table 1>은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요인값, 기

타 특성, 실험환경평가를 정리한 것이다. 각 실험집단

(N=1000)에서 평균연령은 34세 정도였으며 연간 구매

아이템 개수는 평균 2.2~3.5개로 확인되었으며, 세 가지

아이템 중 구두의 구매가 가장 활발했다. 평균값 분포로

가격-품질 관계지각은 3.885~3.961, 가격민감성은 4.198

~4.273, 상품속성지각은 2.946~3.049로 집단별로 비슷

한 수준을 보였다. 사전지식, 상품관여도 요인의 평균

값도 6점 척도의 3.5 값 이상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높

은 요인값을 보였다. 가격수용성에 대해서는 아이템별

로 차이가 뚜렷했는데 중심가격의 경우 자켓이 5.814만

원, 구두가 7.088만 원, 가방이 16.641만 원으로 큰 차이

를 보이며 가방의 중심가격이 제일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격수용의 폭은 구두가 5.139만 원, 자켓이 7.888만 원,

가방이 12.404만 원으로 이 역시 가방에서 가장 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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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추론해볼 때 일반적인 지불가

격대의 경우 가방이 높아 가격수용폭도 따라서 높은 것

을 알 수 있으나 자켓의 경우 중심가격대는 낮은 반면

가격수용범위는 상대적으로 더 넓고, 반대로 구두의

경우는 중심가격이 다소 높은 반면 가격수용범위는 상

대적으로 더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환경평가

에서 집단별로 실험환경의 평가치가 6점 척도 중심값

인 3.5를 넘어 4.2 이상으로 나타나 실험환경의 상태(조

명, 환기, 온도, 전체적 환경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먼저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잠재요인

을 예측하는 항목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크론바흐 알파

를 도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각 요인적재값은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신뢰도가 각 요인 모두 0.7 이상으

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는 CFI가 0.924, TLI가 0.913

으로 0.9 이상이며 CMIN/DF가 5.316으로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사용가능한 모

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2010). <Table 2>는 가

방제품 실험결과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이며 다

른 제품군의 결과도 도출된 요인과 지표값이 이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각 아이템별 요인분석결과를 반영하

여 모형을 도출하였다.

3. 가설검증

앞서 제시한 각 요인이 중심가격과 가격수용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을 통

해 알아보았다(Table 3). 가격-품질 관계지각, 가격민감

성, 상품지식, 상품관여도, 상품속성지각이 수용가격의

수준과 수용가격의 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패션상품(가방, 구두, 자켓)에 대한 변인의 영향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은 CFI가 0.903부터 0.926,

TLI가 0.889부터 0.915로 나타났으며 CMIN/DF 값은

4.994부터 5.446까지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2010).

결과에 따르면 가격-품질 관계지각, 상품속성지각, 가

격민감성 요인은 가격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CR>|2.0|), 이에 대한 결과는 가

방, 구두, 자켓을 대상으로 한 세 가지 실험에서 모두 일

관되게 나타났다. 사전지식과 상품관여도의 영향은 모

든 실험집단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변인이

었다(CR<|2.0|). 이 가설검증에서 지지된 경로의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품질 관계지각수준이

증가하면 패션상품의 가격수용수준은 높아지며(H1-1)

가격수용범위도 넓어진다(H1-2). 둘째, 가격민감성이 증

가하면 패션상품의 가격수용수준은 낮아지고(H2-1), 가

격수용범위는 좁아진다(H2-2). 셋째, 상품속성지각수준

이 증가하면 패션상품의 가격수용수준은 높아지며(H5-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formants

Variable
Bag Shoes Jacket

Mean S.D. Mean S.D. Mean S.D.

Age 33.981 8.348 33.900 8.178 33.774 8.504

No. of items purchased a year 2.245 1.410 3.534 2.229 2.980 1.883

Mid-price willing to pay 16.641 16.751 7.088 4.509 5.814 5.702

Range of price willing to pay 12.404 14.337 5.139 4.593 7.888 5.611

Price-quality relation 3.963 0.989 3.941 1.027 3.885 0.927

Price concerns 4.273 0.818 4.198 0.825 4.226 0.815

Product knowledge 3.606 1.036 3.760 1.015 3.832 0.924

Product involvement 4.792 0.792 4.678 0.866 4.374 0.752

Product attribute perception 3.001 0.840 3.049 0.850 2.946 0.798

Experimental environments (Lighting) 4.531 0.812 4.498 0.781 4.451 0.864

Experimental environments (Temperature) 4.402 0.938 4.394 0.892 4.380 0.918

Experimental environments (Ventilation) 4.423 1.072 4.395 1.071 4.329 1.074

Experimental environments (Room conditions in general) 4.462 0.984 4.412 0.991 4.202 1.377

N=1000 for each stim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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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수용범위도 넓어진다(H5-2). 이러한 영향관계는

패션상품의 세 가지 아이템(가방, 구두, 자켓)을 대상으

로 한 모형검증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H1-1, H1-2, H2-1, H2-2, H5-1, H5-2는 지지되었다. 그

러나 상품지식수준과 가격수용성의 영향관계(H3-1, H3-

2)와 상품관여도와 가격수용성의 영향관계(H4-1, H4-2)

는 검증결과 관련 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가격-품질 관계지각을 강하게 할수록 패션상품에

대한 수용가격대가 높고 수용가격의 폭도 넓었다. 이는

Lichtenstein et al.(1988)와 Lee(2008)의 연구와 일관된

다고 할 수 있는데, 패션상품에 대하여 가격-품질 연관

성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품질이 좋은 상품에는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반대로 품

질이 낮다고 평가하면 낮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마땅하

다고 여기므로 수용가격의 폭은 넓게 나타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가격에 민감할수록 저가격 지향이 강하므로 지불하고

자 하는 가격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Gold-

smith and Newell(1997), Lee(2008), Ofir(2004)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민감성이

가격수용 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힌 Lichtenstein

et al.(1988)의 결과와는 달랐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는 가격변화에 대한 반응이 저가격을 중심으로 형성되

므로 그 수용범위가 좁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상품속성지각을 더 긍정적으로 할수록 패션상

품에 대한 수용가격대가 높고 수용가격의 폭도 넓게 나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for the measurement model (Test 1: Bag)

Item Factor Items
Std. factor

loadings
CR

Cronbach's

α

Bag

Price-quality

relations

It has better quality because it is more expensive. .959 -

.807It is valuable to pay more as the price increase since it may have a

better quality.
.706 12.126

Price

concern

I look around several shops for a cheap price. .715 17.502

.774I tend to go to shops that offer a cheap price when shopping. .718 17.514

It is valuable to spend time looking for cheap priced goods. .757 -

Product

knowledge

What do you know about the product? .564 -
.734

What is your knowledge level of the product? .656 10.950

Product

involvement

Important .741 -

.945

Interesting .814 26.583

Relevant .814 26.592

Excited .770 24.993

Meaningful .835 27.352

Appealing .832 27.269

Desirable .843 27.647

Valuable .845 27.727

Related .758 24.561

Needed .707 22.740

Product

attribute

perception

It is unique. .548 17.952

.774

It has good quality. .631 21.295

It expresses myself well. .813 29.907

It gives me pleasure. .821 30.329

It has a scarce value. .682 23.514

It is highly visible to others. .773 27.863

People around me may want me to buy it. .835 -

χ
2
=1286.426(df=242), CMIN/DF=5.316, CFI=.924, TLI=.913, RMSEA=.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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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상품의 유용성, 독특성, 품질, 자기표현성, 쾌락

성, 내구성, 희소성, 가시성 등이 높게 지각될수록 패션

상품에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대는 높아지고 지불하고

자 하는 가격대의 폭도 더 넓어진다. 반면 가격에 민감

Table 3. Path estimates of the research model

Item Path
Std.

coefficients
SE CR Hypothesis Test result

Test 1:

Bag

Price-quality relations → Level of acceptable price  .108  .605 2.886** H1-1 Supported

Price concern → Level of acceptable price −.120  .782 −3.490*** H2-1 Supported

Product knowledge → Level of acceptable price −.029 2.142  −.470 H3-1 Rejected

Product involvement → Level of acceptable price  .047 1.213  .959 H4-1 Rejected

Product attribute perception → Level of acceptable price  .295  .600  8.890*** H5-1 Supported

χ
2
=1319.927(df=261), CMIN/DF=5.057, CFI=.924, TLI=.912, RMSEA=.064

Price-quality relations → Range of acceptable price  .079  .528 2.087* H1-2 Supported

Price concern → Range of acceptable price −.105  .686 −2.981** H2-2 Supported

Product knowledge → Range of acceptable price −.067 1.888 −1.047 H3-2 Rejected

Product involvement → Range of acceptable price  .045 1.069  .893 H4-2 Rejected

Product attribute perception → Range of acceptable price  .236  .524  6.962*** H5-2 Supported

χ
2
=1319.344(df=261), CMIN/DF=5.055, CFI=.923, TLI=.912, RMSEA=.064

Test 2:

Shoes

Price-quality relations → Level of acceptable price  .137 .137  4.014*** H1-1 Supported

Price concern → Level of acceptable price −.160 .211 −4.622*** H2-1 Supported

Product knowledge → Level of acceptable price  .058 .613 .982 H3-1 Rejected

Product involvement → Level of acceptable price −.070 .227 −1.628 H4-1 Rejected

Product attribute perception → Level of acceptable price  .309 .194  8.596*** H5-1 Supported

χ
2
=1317.386(df=261), CMIN/DF=5.047, CFI=.925, TLI=.914, RMSEA=.064

Price-quality relations → Range of acceptable price  .089 .114  2.563* H1-2 Supported

Price concern → Range of acceptable price −.113 .225 −3.119** H2-2 Supported

Product knowledge → Range of acceptable price  .098 .665  1.553 H3-2 Rejected

Product involvement → Range of acceptable price −.069 .245 −1.525 H4-2 Rejected

Product attribute perception → Range of acceptable price  .126 .202  3.429*** H5-2 Supported

χ
2
=1303.531(df=261), CMIN/DF=4.994, CFI=.926, TLI=.915, RMSEA=.063

Test 3:

Jacket

Price-quality relations → Level of acceptable price  .205 .197  5.364*** H1-1 Supported

Price concern → Level of acceptable price  −.121 .252 −3.594*** H2-1 Supported

Product knowledge → Level of acceptable price  .056 .625  1.036 H3-1 Rejected

Product involvement → Level of acceptable price  .013 .342  .292 H4-1 Rejected

Product attribute perception → Level of acceptable price  .351 .234 10.562*** H5-1 Supported

χ
2
=1421.483(df=216), CMIN/DF=5.446, CFI=.904, TLI=.889, RMSEA=.067

Price-quality relations → Range of acceptable price  .172 .200  4.510*** H1-2 Supported

Price concern → Range of acceptable price −.072 .269 −2.029* H2-2 Supported

Product knowledge → Range of acceptable price .109 .683  1.895 H3-2 Rejected

Product involvement → Range of acceptable price −.050 .371 −1.075 H4-2 Rejected

Product attribute perception → Range of acceptable price  .223 .246  6.500*** H5-2 Supported

χ
2
=1409.971(df=261), CMIN/DF=5.402, CFI=.903, TLI=.889, RMSEA=.06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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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패션상품의 수용가격수준은 낮고 수용가격의

폭도 좁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

았던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상품속성지각은 가격수용

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점이 밝혀졌다.

반면 선행연구에서 그 근거나 영향관계가 지지되었던

변인인 상품관여도와 사전지식의 경우에는 가격수용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관여도가 높을수록 가격수용의 폭도 높다고 한 연

구(Lee, 2008)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그 영향성이 나타

나지 않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가상의 여성용 자켓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제품사진을 제시하며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이 경우 제품에 대한 호감도나 가격추론이 가격수

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실

제 쇼핑시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상황에서의 가격

수용성과 영향요소는 가상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제품의 가격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중요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패션제품의 가격수용성의 수준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은 가격-품질 관계지각, 가격민감성, 상품속성

지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선행연구에서 그 근거가

제시되어 검증을 시도한 사전지식과 상품관여도는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

가 가격-품질 관계를 강하게 지각할수록, 상품속성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가격에 덜 민감할수록 동일한

패션제품에 대하여 더 높은 가격대를 지불하고자 하였

으며 가격수용의 폭도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전지식이 많거나 상품관여도가 높다고 할지

라도 이것이 수용가격의 수준이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

지는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대상아이템 세 가지인

가방, 구두, 자켓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사전지식이

많거나 상품관여도가 높은 경우 가격에 대한 정보도 많

아서 정확한 가격추론이 가능하여 수용가격의 수준이

나 너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패션상품에 있어서 기존에 시장을 세분화하는 데

기본적인 기준으로 사용해왔던 상품관여도나 상품에

대한 사전지식수준보다는 소비자 본인의 가격-품질 관

계지각, 가격민감성, 상품속성지각이 지불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패션제품군처럼 브랜드별 가격대의 폭이

넓은 상품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격은 곧 품질이라고 생각하

는 소비자 집단은 상품품질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지불

하고자 하는 가격대가 높아지므로 상품의 품질을 보증

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 품질에 관한 설명, 브랜드 히스

토리, A/S 제공 여부 등을 매장 내 POP나 상품태그에

명확히 제시하면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 높은

가격대에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상품속성지각이 긍정적일수록 혜택지각을 높게 하고

따라서 수용가능가격수준도 높아지고 수용가능가격대

의 폭도 넓어진다. 상품의 속성은 유용성, 독특성, 품질,

자기표현성, 쾌락성, 내구성, 희소성, 가시성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므로 보다 더 다양한 속성을 어필하는

홍보전략과 함께 샵 마스터의 상품설명 기술지도에도

보다 더 다양한 속성을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전략연구

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고객들은 눈으로 지각하고 설명

을 통해 전해들은 속성정보에 대해서 인지를 하므로 다

양한 상품속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상품의 가치

인식을 높이고 따라서 지불희망가격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상품정보 중 가격정

보를 중시하고 저가격 지향 소비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소비자들의 경우 가격인하를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수용의 폭도 좁은 편이므로 자신

들이 생각하는 가격대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조금

만 넘어서도 구매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유통업태와 상

품군의 경우에는 상품출시 초기에는 고가 정책을 취하

다가 과감한 할인행사를 하기보다는 초기 가격부터 공

략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보수적인 가격전략이 필요

하다.

또 다른 시사점으로 선행변수의 영향성 검증결과에

서 수용가격수준이 높아진 경우는 가격수용범위도 넓

어진 결과를 보였고, 반대로 수용가격수준이 낮아진

경우는 가격수용범위도 좁아진 결과를 보였다. 이는 소

비자가 기대하는 가격수준이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낮

은 가격을 기대하는 심리는 상당부분 존재하여 수용가

격의 범위의 저점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수용가격범위

가 넓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수용가격

수준이 낮아진 경우는 수용가격범위의 고점도 함께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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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져 수용가격범위가 좁아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저가격을 기대하는 심리가 강한 최근의 소비자 트렌드

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가의 상품라

인을 판매하는 패션업체들은 시장침투전략으로 사용하

고 있는 저가 엔트리 제품출시에 대해 심도깊은 고려

를 해야 할 것이다. 확실한 차별점이나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저가 기대심리가

전체 상품군의 높은 가격수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작

용할 수 있으므로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만큼 상품가격의 범위도 가격전략에서 중요

하게 고려해야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본 연구의 가설은 세 가지 패션아이템인 가방, 구두,

자켓에 대해서 각각 검증되었는데, 여기서 밝혀진 변인

간의 관계가 의류에서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패션잡화

인 가방과 구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점은 또다른 시사

점을 남겨준다. 중심가격대가 높으며 가격수용범위도

넓은 가방의 경우에 가격-품질 관계지각, 가격민감성,

상품속성지각수준이 가격수용수준과 가격수용범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결과는 수용가격수준과 수용가격

범위 값이 가방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구두와 자켓의 경

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상품의 가격대가 높거

나 상품의 가격대의 폭이 넓은 경우에도 이것이 낮거나

좁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격-품질 관계지각을 많이하

고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며 상품속성을 깊이있

게 지각할수록 더 높은 가격대를 수용하고 더 넓은 범

위의 가격대를 수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품의

가격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수용가격에 대한 결정이 달

라진다기 보다는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수용가격결정

이 달라지는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품의 가격전략수립에 있어 외부적 요인보다는 소비

자 성향요인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간 패션제품에 대한 가격수용성 연구는 매우 부족

하였으며, 가격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는 것은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

각되며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한 패션업계에도 가격전

략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수용가격의

수준만큼 중요하게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수용가격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

를 3개 상품군에 대해 실험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상품군에 걸쳐 일관된 결과가 나온 것은 본 연구결과

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일이라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처음 발견한 상품속성지각이라는 변인이 가격수

용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특히 의미가 있

으며 향후 다른 연구들에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져

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마케터들은 소비자층별로 수용

가능한 가격범위와 중심가격대를 높이기 위한 기초적

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공략대상에 따른 고가 및 저가 전략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

른 효과검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부분

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가격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 확인된 선행연구의 변수를 가능한 모두 사용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5개의 변인의 영향성만을 검증하였으며

이 중 3개의 변인의 영향성만이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에서는 여기에서 제시한 변수 외의 다양한 변수의 영향

성을 고려하여 가격수용성을 예측하는 종합연구모형

개발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

된 경로에 대해서도 다양한 아이템과 소비자를 대상으

로 연구하여 결과의 적용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

양한 아이템에 대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아이템별로

수용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지는 지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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