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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impacts of types of consumer's self-construal, prices of 
brands, and types of  discount-based sales promotion o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For this study, a three-way mixed factor method was applied based on a formula, types of 
consumer's self-construal x prices of brands x types of discount-based sales promotion. 
The subjects were 218 females in their 20s to 30s living in seoul or Gyeonggi-do areas. 
For data analysis, three-way variate analysis, analysis of simple interactions and analysis of 
simple main impacts were conducted through use of the SPSS program. First, based on 
the impacts of types of consumer's self-construal, prices of brands, and types of  
discount-based sales promotions in the favor of consumer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igher and lower-priced brands. Second, comprehensive discounts 
rather than monopolistic discounts corresponded to higher favoring by consumers of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s for monopolistic discount, lower-priced products 
corresponded to higher favor than higher-priced ones.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sumers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Fourth, comprehensive discount, rather than monopolistic discount, 
corresponded to higher purchase intention regardless of prices of brands in the group of 
consumers with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Keywords : 소비자 자기관 브랜드 가격consumer's self-construal( ), prices of brands( ), types of
가격할인 판매촉진 구매의도            discount-based sales promotions( ), purchase int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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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I. 

최근 경기 악화속에서 년 국내 의류 시장 규  2016

모는 조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40 ,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국내외 의류 브랜드간 경

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Fashion Insight, 2016). 

패션 기업들은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다양한 소비

자 욕구에 따라 그에 맞는 브랜드 전략과 판촉전략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의 욕구. 

가 다양해진 만큼 소비자 개인 성향에 따라서 상품 

정보나 판매촉진 유형 등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정

도도 다양하다 그 중 자기관이라는 개념은 주어진 . 

환경과 여러 외부정보에 대한 자신의 인식 감정, , 

행동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서(Markus & 

이는 실제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Kitayama, 1991), 

데 소비자의 구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소비자(Kwak, 2010). 

들은 많은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있

는데 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의 유형에Hwang(2002)

는 자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인 속성 정보와 

타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이 담긴 합의성 정보

가 있는데 사람의 성향과 자기관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 유형이 다르다고 하였다. 

한편 가격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제품 속  

성 중 하나로서 소비자들이 구매 단계에서 실제 구

매를 결정 하는 대표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Yoo,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 1998; Lee & Kim, 2001). 

의류 제품의 가치지각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제시가 

소비자 구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가격 정책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은 . 

소비자의 태도나 성별 학력 경제적 수준 등에 따, , 

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해진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 

따라 패션기업은 소비자 성향과 의류 브랜드의 가격

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패션기업들의 판촉 예산 편성 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점차 그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자는 가(Min, 2004), 

격에 더욱 민감해짐에 따라 더 이상 패션광고가 효

율적인 판촉전략 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 

절적 특성이 높은 패션업계에서는 가격할인이나 사

은품을 증정하는 가치 부가적 판매촉진과 같은 판매

촉진 활동이 효율 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과 (Kwak & Shin, 2007; Yang, 2013). Min(2004)

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Kim(2005)

가격 인하적 판매촉진 활동이 가치 부가적 판매촉진 

활동보다 소비자 구매태도에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백화점에서는 가격할인 판매촉진 활동이 가장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격할인을 진행한다. 

고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잦은 가격할인은 단기적 매출을 올릴 수 있으나 궁

극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쉽

다 또한 소비자 유형에 따라서 외부 정보를 해석하. 

고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고 선호하(Hwang, 2002), 

는 가격할인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Karen, Vikas, &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Vanitha, 2008) 

는 가격할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와 패션 상품주기가 점  

점 짧아지면서 글로벌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특정 

유통업체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에 패션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은 많은 비용이 . 

드는 신규 고객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기존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CRM 

에 높은 관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을 두고 개별 고객특성에 맞는 가격 할인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 즉 고객의 생일이나 특정 기념일에 . , 

맞춰 보내주는 가격할인 판촉 전략을 많이 시행하는

데 이 개념은 판매촉진의 가격할인을 구매자에게 차

등적으로 할인해주는 독점적 가격할인으로 볼 수 있

다 같은 맥락에서 . Winterich, Mittal and 

등 은 최근 정보사회에서 효율Swaminathan(2008)

적인 가격할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비

자에게 똑같은 가격할인을 해주는 포괄적 가격할인

보다는 효율적 고객관리 를 위해 소비자 특성(CRM)

을 반영하여 특정소비자에게만 가격할인을 해주는 

독점적 가격할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가격할

인은 거의 모두 포괄적 가격할인에 치우쳤고 최근 , 

빈번하게 발생하는 독점적 가격할인을 적용하여 비

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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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에서 다양하게 시도하고 Karen et al.(2008)

있는 판매촉진 활동에 관한 정보도 자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Shavitt and 

는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판단할 때Lalwani(2013)

도 주어진 정보와 환경이 자기관 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판

매촉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소비자 자기관 유형과   

의류 브랜드의 가격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은 모, 

두 소비자 여성복 구매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되며 각 요인간 상호작용효과도 존재할 ,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복 .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자 자기관 유형과 의류 브랜드

의 가격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이 여성복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 

결과는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여성복 시장에

서 패션 업계 실무자들에게 소비자 유형과 브랜드 

상황에 맞는 세부적 판매촉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판매촉진 . 

활동과 관련해 앞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가격인하적 판매촉진 유형과 가치부가적 판매촉진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격인

하적 판매촉진 유형을 포괄적 가격할인과 독점적 가

격할인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론적 배경. Ⅱ

소비자 자기관  1. 

소비자 자기관은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주변 환경  

을 인식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집단의 압력과 기대 

때문에 개인이 집단에 추종하는 동조와는 다른 개념

이다 이러한 소(Aaker & Lee, 2001; Byun, 2012). 

비자 자기관은 광고나 판매촉진 활동 그리고 소비자

의 행동양식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

소로서 크게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으

로 나뉜다(Singles & Sharkey, 1995; Aaker & Lee, 

마케팅 관2001; Agrawal & Maheswaran, 2005). 

점에서 보면 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 시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제품

의 성능 디자인 효율성 등과 같은 제품속성을 중, , 

요하게 인식한다 반면 상호의존적인 자기관을 가진 . 

소비자는  개인의 판단 근거를 제품의 속성보다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할 수 있다

(Hwang, 2002; Kwak, 2011). Markus and 

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문화권이 동Kitayama(1991)

양 문화권인지 서양 문화권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자기관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 

연구에서는 사회나 문화권에 한정지어서 자기관의 

성향을 구별하는 것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문화권보

다는 개인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Kim,  2006). 

소비자 자기관과 판매촉진과 관련된   Karen et 

연구에 따르면 공동 구매와 같은 포괄적al.(2008) 

인 할인의 경우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적 자기. 

관을 가진 소비자는 일반 할인과 구매의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질 않고 오히려 한정 판매와 같은 독점

적 프로모션이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Shavitt and Lalwani(2013)

가 제품의 품질을 인식하고 구매하는데 독립적 자기

관을 가진 소비자는 가격과 주변 정보에 영향을 거

의 받지 않는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

자는 제품의 품질을 예측하기 위해 가격과 주변 정

보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한편 과 . , Y. Hwang(2002)

연구에서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독D. Kim(2006) 

립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들은 타인의 의견보다 기

업에서 제공하는 속성 정보를 더욱 중요하게 인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소비자 자기관. 

에 따라 주어진 정보유형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이는 구매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류학에서 소비자 자기관을 활용한 에 Kwak(2010)

따르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는 품질 차

이와 같은 속성 정보보다는 확장 제품군 내에 지배

적 브랜드의 유무와 같은 합의성 정보에 더 큰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포츠 의류 브랜드. 

를 중심으로 연구한 은 광고 모델 유형Baek(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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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자기관이 소비자 구매 태,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독. 

립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는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광고모델 유형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상호의, 

존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는 광고모델의 유형보다

는 브랜드 인지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자기관은 판촉유형에 따라 . 

다른 구매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의류 브랜드의 가격  2. 

일반적으로 의류 브랜드나 상품의 가격은 소비자  

들이 의류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의류 제품(Ahn, Hwang, & Jung, 2010). 

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품주기가 짧고 판매기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패션 마케팅 관리자는 제품의 

가격을 결정 시 추후 진행될 판매 촉진을 위한 여러 

프로모션 활동까지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Y. Lee, 2002). 

와 역시  Shapiro(1973) Biswas and Blair(1991) , 

소비자들은 제품을 평가 시 중요한 가격을 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과 상황에 따라서 가격 의존도

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가격과 소비자의 품질 지각. 

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은 제품속Park(2014)

성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제품의 품

질 판단시 가격보다는 제품속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아지며 제품속성정보를 적게 가진 경우 가격 의존, 

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관여. 

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제품 속성정보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격 의존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은 가격할인. K. Lee(2000)

율이 소비자 의류제품 평가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가격 할인폭이 클수록 소비자 의류제품 평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비록 정. , 

상가격이 높더라도 할인폭이 크면 소비자가 느끼는 

혜택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정상가격이 낮고 할

인폭이 작은 제품보다 구매의도에 있어서 더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패션 마케팅 관리. 

자가 가격 정책 수립 시 추후 진행될 프로모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의류제품의 가격이 . 

소비자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M. 

의 연구에서는 의류제품의 가격이 높을수Lee(2001)

록 품질지각은 높았으나 가치지각과 구매의도는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격 제품에 대해 . 

품질을 높게 지각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클 

경우 가치지각과 구매의도는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자의 가격민감도 브랜드유형 그. , SPA

리고 판매촉진유형에 따른 소비자 구매태도에 대한 

의 연구에서는 가격민감도가 높은 소비Yang(2013)

자의 경우 가격민감도가 낮은 소비자보다 가격할인

적 판매 촉진에 호의도와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랜드 판매 전략을 수립할 때 가. 

격에 소비자가 반응하는 정도를 판단하고 소비자의 

가치관이나 특성에 따라 판매촉진 유형을 달리하여

야 최대의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매촉진  3. 

단기적 판매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판매촉진은 유  

인의 성격과 혜택의 시점 판매촉진의 주체와 대상, 

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우선 유인의 성격. 

에 따라 가격인하적 판매촉진 활동과 가치부가적 판

매촉진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Sawyer & 

가격인하적 판매촉진은 제품이나 Dickson, 1984). 

서비스의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금전적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판매촉

진 유형 중 하나이다 반면 가치부가적 판매촉진 활. 

동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 외에 사은품

이나 보너스팩 증정과 같은 다른 비금전적인 부가가

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패션업계에서는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가격 인하적 혜택을 제공  

하는 경우에 금전적 손실을 일부 감소시켜준다고 받

아들이기 때문에 혜택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가치부

가적 판매촉진보다 가격인하적 판매촉진을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amond, 1990; Choi & 

그러나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선호하Park, 2013). 

는 판매촉진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명품을 대상으. 

로 판매촉진 유형을 연구한  의 Yoon et al.(2009)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20 5

20

연구에서는 명품의 경우 가격인하적 판매촉진보다는 

가치부가적 판매촉진이 구매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격인하적 판매촉진 , 

활동이 오히려 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각된 브랜

드 이미지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패션 제품의 가격에 따라 선호하는 판촉 유

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 Kang(2006)

와 는 제품속성에 따라 판매촉진 유형이 Lim(2007)

소비자 구매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쾌락적 제품의 경우 가치 부가적 판. , , 

매촉진이 상표전환반응 반복구매반응 구매가속반, , 

응이 더 높았으며 실용적 제품의 경우 가격 인하적 , 

판매촉진이 더 높은 상표전환반응 반복구매반응, , 

구매가속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 판매촉  Winterich et al.(2008)

진 활동의 대표적 유형인 가격할인을 포괄적 가격할

인과 독점적 가격할인으로 나누어 연구를 하였다. 

이 때 포괄적 가격할인이란 구매자 모두에게 동등하

게 할인을 해주는 가격할인이며 독점적 가격할인은 , 

고객관계관리 을 통해 예 소비자의 생일 또는 (CRM) ( : 

결혼기념일 등 소비자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 소비) 

자에게만 할인해주는 가격인하적 판매촉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Winterich et al., 2008). 

분의 패션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을 토대로 가격CRM

할인을 소비자 특성에 맞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경

우가 많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격할인 연구는 모

두 포괄적인 가격할인만을 토대로 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방법. Ⅲ

  

연구 가설  1. 

본 연구는 소비자 자기관 유형 독립적 자기관   ( vs 

상호의존적 자기관 의류 브랜드의 가격 고가 브) x (

랜드 제품 저가 브랜드 제품 가격할인 판매촉vs ) x 

진유형 포괄적 가격할인 독점적 가격할인 의 삼( vs )

원 혼합요인 설계이다. 

가설 여성복 구매 시 소비자 자기관 유형 의  1 : , 

류 브랜드의 가격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은 각각 , 

여성복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여성복 구매 시 의류 브랜드의 가격과   2 : 

소비자 자기관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를 것이다. 

가설 여성복 구매 시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  3 : 

과 소비자 자기관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가설 여성복 구매 시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  4 : 

과 의류 브랜드 가격에 따라 이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가설 여성복 구매 시 소비자 자기관 유형이   5 : 

독립적이거나 상호의존적일 때 의류 브랜드의 가격, 

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

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구 절차  2. 

측정도구  1) 

소비자 자기관  (1) 

소비자 자기관이란 소비자의 의류 구매 행동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의 결, 

정 기준을 말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 Kwak(2010), 

의 연구에서 사용된 J. Hwang(2011), Jang(2012)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묻는 문항을 각 문항씩 개 5 10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의류 브랜드의 복종과 가격  (2) 

가격은 여성 의류 브랜드의 가격이며 고가 브랜  , 

드 제품과 저가 브랜드 제품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

행하였다 고가 브랜드와 저가 브랜드 선정을 위해 . 

예비 조사를 통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고가 여성복 

브랜드로는 타임 이 중저가 브랜드로는 톰보이 가 ‘ ’ , ‘ ’

선정되었다 또한 연구에 사용할 의류 제품의 복종. 

을 정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구매 경험이 가장 많은 

의류 복종을 조사한 결과 자켓 으로 나타나 이를 , ‘ ’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선정된 브랜드의 자켓의 실. 

제 정상 가격을 조사하여 고가격 의류 제품으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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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 자켓과 중저가격 의류 제품으로는 톰465,000

보이 원 자켓을 동일한 자극물로 각각 선정259,000

하였다.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  (3) 

가격 할인은 연구를 바탕  Winterich et al.(2008) 

으로 포괄적 가격할인과 독점적(inclusive) 

가격할인으로 나누었다 포괄적 가격할(exclusive) . 

인이란 구매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할인을 해주는 가

격할인이며 독점적 가격할인은 소비자 특성을 이용, 

하여 모든 소비자가 아닌 특정 소비자에게만 차별적

으로 할인해주는 가격인하적 판매촉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Winterich et al., 2008). 

통해 포괄적 가격할인을  국내 패션회사에서 평균 

년 회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조작하였으며 국내 패2

션회사 곳의 할인율을 조사하여 로 선정하였8 30%

다 독적점 가격할인의 경우 생일을 맞이한 고객에. 

게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작하고 할인율은 

포괄적 가격할인과 동일하게 로 선정하였다30% . 

구매의도  (4) 

구매의도란 의류제품의 가격과 판매촉진 유형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 이. 

를 측정하기 위해 Jun et al. 의 연구를 바탕(1999)

으로 수정 보완하여 , 구매의도를 묻는 개 문항을 3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예비조사  2) 

실험에 사용할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차적으로   1

국내 백화점에 입점된 국내 여성복 브랜드를 고가L

와 저가 브랜드로 분류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고, 

가 브랜드로 타임 마인 구호 미샤 그리고 저가 , , , 

브랜드로 온앤온 쉬즈미스 톰보이 스위트숲 비지, , , , 

트인뉴욕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서울 경. , 

기지역의 여성 명을 대상으로 각 브랜드에 대한 30

선호도 조사와 백화점에서 구매경험이 가장 많은 복

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고가 브랜. , 

드로 타임 중가 의류브랜드로는 톰보이가 가장 선, 

호도가 높았으며 구매경험이 가장 많은 복종으로는 , 

자켓이 선정되었다 이에 두 브랜드의 호의도에 대. 

한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점 척도로 이루어진 설문5

지에 두 브랜드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를 수행T-test

한 결과 두 브랜드의 호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 (t=0.149, n.s.) 

브랜드로 고가 브랜드는 타임 저가브랜드는 톰보이, , 

그리고 자켓을 자극물 이미지로 선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및 분석 방법  3. 

본 연구의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지  

역에서 주로 의류 제품을 구매하는 대 여성 20-4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조사된 설문지 중 무229 , 

응답 또는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부218

가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삼원 변량분석을 실SPSS 

시하였고 각 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 

위해서 단순 상호작용분석과 단순 주효과 분석을 진

행하였다.

연구분석 및 결과. Ⅳ

소비자 자기관에 따른 집단 세분화  1.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자기관에 따라 독립적 자기  

관 집단과 상호의존적 자기관 집단으로 나누기 위

해 독립적 자기관을 묻는 개 문항과 상호의존적 , 5

자기관을 묻는 개 문항의 응답 값의 평균을 산출했5

다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묻는 각 . 

개 문항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해당되는 자기관 성5

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총 피험자 . 

명 중 독립적 자기관이 높은 집단은 명218 103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높은 집단은 명(47.2%), 115

이었다(52.8%) (Table 1).

종속변인 신뢰도  2.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소비자 자기관 유형 의  , 

류 브랜드의 가격 가격할인 판매촉진유형에 따른 , 

소비자의 구매의도이다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관성 있게 측정이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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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f-Construal of Group Segmentation Results

Classification

Mean

%Independent 

Self-Constru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Independent Self-Construal 3.10 2.21 47.2%(n=103)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2.51 3.66 52.8%(n=115)

Table 2.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Purchase Intention

Variable

Self-Construal
Total

Independent Interdependent

Types of Discount

Comprehensive Monopolistic
Comprehensive Monopolistic Comprehensive Monopolistic

Price of 

Brands

High

2.91

(0.46)

3.93

(0.60)

3.95

(0.44)

3.01

(0.84)

3.46

(0.69)

3.44

(0.87)

3.42(0.74) 3.48(0.82) 3.45(0.78)

Low

2.94

(0.59)

3.93

(0.52)

3.94

(0.54)

3.27

(0.21)

3.47

(0.75)

3.58

(0.51)

3.43(0.74) 3.61(0.53) 3.52(0.64)

Total

2.93

(0.53)

3.93

(0.56)

3.95

(0.49)

3.14

(0.62)

3.46

(0.72)

3.51

(0.71)

3.43(0.74) 3.54(0.69) 3.49(0.72)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항목에 대해서 신뢰도 검증,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구매의도를 묻는 개 문항. 3

간의 신뢰도 계수 는 으로 나타나 (Cronbach'a) 0.76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 검증 소비자 자기관 유형 의류 브랜( , 

드의 가격 가격할인 판매 촉진 유형에 따     , 

른 소비자의 구매의도     )

본 연구는 삼원 혼합 설계로 소비자 자기관 유형  , 

의류 브랜드의 가격 가격할인판매 촉진 유형이 소, 

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비. 

자 자기관 유형 의류 브랜드의 가격 가격할인 판, , 

매촉진 유형에 따른 구매의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

차의 결과는 와 같고 이를 토대로 삼원변량Table 2

분석을 실행한 분석 결과는 과 같다Table 3 . 

가설 여성복 구매 시 소비자 자기관 유형 의류 1 : , 

브랜드의 가격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은 각각 여, 

성복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 자기관  Table 3

(F1,217 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10.53, P<.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류 브랜드의 가격

(F1,217 과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3.76, n.s)

(F1,217 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0.43, n.s)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은 부분적으로 지< 1>

지되었다 즉 패션 제품 구매 시 소비자 자기관 유. , 

형인 독립적 자기관 과 상호의존적 자기관(M=3.43)

에 따라서 구매의도에 각각 차이가 나타났(M=3.54)

다 다시 말해서 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보다 .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류 브랜드의 가격. 

과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에 따른 구매의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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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ree-way ANOVA test Results for Self-construal, Price of Apparel Brands, Types of         

          Discount-based Sales Promotions

Variable SS df MS F

Self-Construal(A) 2.86 1 2.86 10.53**

Price of Apparel Brands(B) 1.22 1 1.22 3.76

Types of Discount(C) .50 1 .50 .43

A*B .78 1 .78 2.38

A*C 176.71 1 176.71 537.89***

B*C .81 1 .81 2.52

A*B*C 1.38 1 1.38 4.29*

Total 218

*:P<.05, **:P<.01, ***:P<.001

Table 4. Simple Interaction Effect of Types of Discount, Self-construal

Variable SS df MS F

Types of Discount-based Sales Promotion *

Independent Self-Construal
103.66 1 103.66 318.12***

Error 33.24 102 .33

Types of Discount-based Sales Promotion *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75.11 1 75.11 197.20***

Error 35.98 114 .32

***:P<.001

가설 여성복 구매 시 의류 브랜드의 가격과 소2 : 

비자 자기관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류 브랜드 가격과   Table 3

소비자 자기관 유형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는 기각되었다. < 2> . 

가설 여성복 구매 시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과 3 : 

소비자 자기관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를 것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 자기관과 가  Table 3

격할인 판매촉진 유형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217=537.89, P<.001). 

따라서 가설 은 채택되었다 이는 독립적 자기관< 3> . 

을 가진 소비자와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

가 포괄적 가격할인과 독점적 가격할인에 따라서 구

매의도에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자기관과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 간 

이원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행하였

고 결과는 와 같다, Table 4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 자기관 유형  Table 4

중 독립적 자기관인 경우   (F1,102=318.12, P<.001)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에 따른 구매의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자기관 유형중 상. 

호의존적 자기관인 경우(F1,114 에도 =197.20, P<.001)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에 따른 구매의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독립적 자기관 성. , 

향의 소비자의 경우 포괄적 할인 보다는 독(M=2.93)

점적 할인 에 있어서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M=3.93)

로 나타났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 성향의 소비. 

자의 경우는 독점적 할인 보다 포괄적 할인(M=3.14)

에 있어서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M=3.95)

타났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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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teraction Effect of Self-construal, Types of Discount

이러한 결과는 독립적 자기관 성향의 소비자의 경  

우 생일맞이 고객에게만 단독 할인을 해주는 것과 

같은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독점적 가격할

인에서 더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나며 상호의존적 , 

자기관 소비자의 경우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혜택

을 주는 포괄적 가격할인 시 구매의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가격할. , 

인 판촉유형이 다르고 결국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준

다는 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Winterich et al.(2008) . 

라서 국내 패션 업체들도 자사의 관련 자료를 CRM 

토대로 소비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할인 전략을 

세워야 함을 시사한다.  

가설 여성복 구매 시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과 4 : 

의류 브랜드 가격에 따라 이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를 것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류 브랜드 가격과   Table 3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는 기각되었. < 4>

다. 

가설 여성복 구매 시 소비자 자기관 유형이 독5 : 

립적이거나 상호의존적일 때 의류 브랜드의 가격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

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 자기관과 의  Table 3

류 브랜드 가격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 간에는 유, 

의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217 따라서 가설 는 채택되었=4.29, P<.05). < 5>

다 이는 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와 상호의존. 

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가 고가 브랜드 제품과 저

가 브랜드 제품 그리고 포괄적 가격할인과 독점적 , 

가격할인에 따라서 구매의도에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자기관과 의류 . 

브랜드의 가격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 간 삼원 상, 

호작용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와 같다, Table 5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의존적 자기관   Table 5

집단(F1,114 에서 의류브랜드 가격과 가=6.88, P<.05)

격할인 판매촉진 유형 간에 구매의도에서 유의한 삼

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 

상호의존적 자기관 집단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

의 출처를 밝히기 위하여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는 과 같다, Table 6 .

의 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자가 상호의존  Table 6 , 

적 자기관일 경우 고가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서 가

격할인 판매촉진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가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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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imple Interaction Effect for Three-way Interaction of Self-construal, Price of Apparel         

          Brands, Types of Discount

Variable SS df MS F

Price of Apparel Brands *

Types of Discount

at Self-Construal(Independent) 

.04 1 .04 .11

Error 35.11 102 .34

Price of Apparel Brands *

Types of Discount at 

Self-Construal(Interdependent) 

2.04 1 2.04 6.88*

Error 33.83 114 .30

*:P<.05

Table 6. Simple Main Effect for Three-way Interaction of Self-construal, Price of Apparel Brands,      

         Types of Discount-based Sales Promotion 

Variable SS df MS F

Types of Discount at 

Price of Apparel Brands(High) at 

Self-Construal(Interdependent) 

50.96 1 50.96 112.46***

Error 51.66 114 .45

Types of Discount at 

Price of Apparel Brands(Low) at 

Self-Construal(Interdependent) 

26.20 1 26.20 164.50***

Error 18.15 114 .16

***:P<.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14 또한 소비자가 상호의존적 =112.46, P<.001). 

자기관일 경우 저가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서도 가격

할인 판매촉진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14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164.50, P<.001). 

와 같다Figure 2 . 

에서와 같이 분석 결과를 보면 상호의존  Figure 2 , 

적 자기관 집단에서 고가 브랜드 제품일 경우 포괄

적 가격할인 이 독점적 가격할인 의 (M=3.95) (M=3.01)

경우보다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 

가 브랜드 제품일 경우도 포괄적 가격할인(M=3.94)

이 독점적 가격할인 보다 구매의도가 더 높(M=3.27)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소비자   

집단의 경우 독점적 가격할인보다 포괄적 가격할인

의 경우 구매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독점적 가, 

격할인의 경우 고가 브랜드보다 저가 브랜드의 경우 

구매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호의존적 성. 

향의 소비자 집단에게는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

는 포괄적 가격할인의 경우 고가 브랜드와 저가 브

랜드 모두 구매의도가 높았으며 생일맞이 단독 할, 

인과 같은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독점적 

가격할인은 고가 브랜드보다 저가 브랜드에서 진행

할 경우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 

의 연구에서 밝힌 바M. H. Lee(2001), Choi(2009)

와 같이 가격이 높을수록 가치지각과 구매의도가 낮

아지고 지각된 위험이 높아져 결국 구매의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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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ependent Self-Construal Group>

Figure 2. Interaction between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Price of Apparel Brands, Types of 

Discount 

아진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 

러한 가격 요인에 따른 영향은 구매의도가 높은 가

격할인인 포괄적 가격할인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았

지만 구매의도가 낮은 가격할인인 독점적 가격할인, 

의 경우 가격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Ⅴ

본 연구는 소비자 자기관 유형 의류 브랜드의 가  , 

격과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에 따라 여성복 소비자

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서 연구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자기관 유형인 독립적 자기관 성향  , 

의 소비자와 상호의존적 자기관 성향의 소비자에 따

라 구매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소비자 자기관 유형과 가격할인 판매촉진   , 

유형간에 구매의도에 있어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

가 나타났지만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과 의류 브, 

랜드 가격간에 구매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독립적 자기관 유형의 소비자는 독점적 가격  , 

할인 상호의존적 자기관 유형의 소비자는 포괄적 , 

가격 할인에 각각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장 세분화 변수 중 본 . 

연구에서 사용된 소비자 자기관 같은 심리적 변수는 

인구통계적 변수에 비해 조사가 쉽지 않다 그러므. 

로 중 장기적 관점에서 유통업체의 지속적인 고객 ·

관리 와 최근 활성화되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CRM)

활용하여 소비자 분석을 통해 자사고객들의 유형을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격 할인 판매촉진을 . 

진행할 시 독립적 자기관 유형의 소비자에게는 한정 

판매와 같은 독점적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주변 정보에 방해 받지 

않고 품질이 부각될 수 있는 제품 속성 정보를 중심

으로 한 독점적 가격 할인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호의존적 자기관 유형의 소비자에게는 제품 

이외에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여 제품 품질을 

인식시키고 누적 판매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 

여 집단 의견을 반영한 합의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포괄적인 가격 할인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

임을 시사한다.   

셋째 소비자 자기관 의류 브랜드의 가격 가격할  , , , 

인 판매촉진 유형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관 성향의 소비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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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한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상호의존적 자기관 소비자 집단에서는 의. , 

류 브랜드의 가격에 상관없이 독점적 가격할인보다 

포괄적 가격할인이 더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으며, 

독점적 가격할인의 경우 고가 브랜드 제품보다 저가 

브랜드 제품에 있어서 더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즉 상호의존적 자기관 성향의 소비자들에게 독점적 , 

가격할인을 진행해야 한다면 타임과 같은 고가 브랜

드보다 톰보이와 같은 저가 브랜드가 더 효과적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복 시장에서 소비자 자기관   

유형 의류 브랜드의 가격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형, , 

에 따라 소비자 구매태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실증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 

패션 업체들은 자사의 분석을 토대로 소비자 CRM 

성향과 브랜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판매촉진 

전략을 수립할 때 소비자들의 구매율을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점으로  

는 본 연구의 대상이 여성복 브랜드이고 피험자 또

한 여성 소비자로 선정하여 여성복 브랜드 외의 남

성복 캐주얼 브랜드 등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여성복 브랜드 . 

외에도 남성복 캐주얼 등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한다면 소비자 유형과 의류 브랜드의 가격

에 따른 판매촉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좀 더 많은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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