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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valuation of clothing products according to             

self-efficacy in purchasing clothes. A total of 300 surveys were distributed and 231 were used for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d factor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duct attributes considered according to self-efficacy in purchasing clothes.            

The consumers with high self-efficacy considered diverse product attributes comprehensively when making           

purchase decisions and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 in perceived value and post-purchase satisfaction            

level than the consumers with low self-efficacy.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ttributes of clothing             

products that effects perceived value according to self-efficacy in purchasing clothes. The attributes of             

‘clothes that I like’ and ‘necessary cloth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value for both consumers.             

The attributes of ‘design that suits me’ and ‘inexpensive price’ had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value on             

consumers with high self-efficacy while the attributes of ‘harmony with other cloth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value for consumers with low self-efficacy.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product             

attributes and the perceived value that influenced post-purchase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self-efficacy            

in purchasing clothes. The attributes of ‘design that suits me’ and perceived value had a direct effect on the             

post-purchase satisfaction level four consumers with a high self-efficacy. For the consumers with low self-             

efficacy, the attributes of ‘clothes I like’, ‘necessary clothes’, and ‘design similar to that of usually purchased             

products’ had a direct effect on post-purchase satisfaction level; however, the effect of perceived value was             

not found. 

Key words : Self-efficacy in purchasing clothes, Clothing product attributes, Perceived value, Post-purchase            

satisfaction level; 의복구매효능감, 의류제품속성, 가치지각, 구매 후 만족도

I. 서  론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많은 사람들은 옷장에 옷이 가득 있지만 외출하려고      

하면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 고민하는 경험을 흔히 하    

게 된다. Hong(1999)은 의복구매 후 소비자들이 가지    

는 불만요인을 조사하였다. 소비자들은 사이즈, 스타    

일/색상에 대한 불만, 나에게 어울리지 않음, 봉제 불    

량 등의 불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불만요인 중 대다    

수는 구매결정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방지할    

†
Corresponding author

 E-mail: barnabas511@chol.com
– 775 –



64 한국의류학회지 Vol. 35 No. 7, 2011

 

 

 

   

  

 

  

  

 

  

 

 

 

 

  

 

 

  

  

  

  

  

  

 

 

 

 

수 있는 것들이다. 구매 후 소비자의 불만을 방지하고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매 전 적절한 의사결정과      

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소비자는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가진 속성을 중심      

으로 제품을 판단하고 평가한다. 제품이 가진 속성들      

은 서로 다른 제품 또는 브랜드를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기준이 된다. 소비자는 제      

품속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가치를 지각하고 구      

매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구매결정과정을 적절하     

게 수행할 수 있느냐는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Johnson and Russo(1984)는 제품 관련 경험이 축적될      

수록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때 관련 있고       

중요한 정보만 처리하고 관련이 없는 정보는 제외하      

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였다. Kim(1998)은 제품 관련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지식에 근거하여      

많은 대안들 중에서 부적절한 대안을 구분할 수 있고       

구매 목적에 적합한 기준을 사용하여 대안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Kim(1998)은 실제 주관적 지식 수       

준이 높은 소비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소비자 집단보       

다 모든 의류제품속성을 구매시 더 많이 고려함을 입       

증했다. 주관적 지식은 제품 관련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       

하며  주관적 지식 수준이 높다는 뜻은 소비자가 제품        

관련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Duncan & Olshavsky, 1982).      

주관적 지식은 제품정보의 수집과 구성, 제품구매결     

정과 사용 등 제품 관련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         

구는 주관적 지식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의복구매에만     

집중된 ‘의복구매의사결정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복구매효능감’이라고 하     

고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른 의류제품평가과정의 차이    

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복구매능력이 부족하여 구매한 의복에     

대해 만족을 경험하기보다 후회하고 불만족한 소비자     

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복구매결정능력을 향상시켜 의     

생활을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작되었다. 의      

복구매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구매결정과정에서   

어떤 속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속성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지, 그들이 가지는 의사결정상의 오류     

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의복구매능     

력이 있는 소비자, 즉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소비자      

들의 의복구매결정과정과 비교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     

요하다. 그리하여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라 소비자를    

구분하고,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의 제품속성평가는 어떻게 다른지, 가치지각 및 구매     

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속성에는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의복구매효     

능감이 낮은 소비자들의 의복구매결정과정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구매 후 만족을 증     

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의류제품속성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이     

여러 단계의 분석을 거치면서 원자료의 의미가 상당     

부분 소실되어 구매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속성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미흡하였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     

체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원자료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류제품속성평가와 가치지각

소비자는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다양     

한 정보를 탐색하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에 존재     

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특     

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그 제품이 지닌 속성들이     

다. 이러한 속성들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차이를 평가     

하는 기준이 된다(Kim, 1994).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     

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제품속성은 내재     

적 속성과 외재적 속성(Olson, 1977; Zaithaml, 1988),     

주관적 속성과 객관적 속성(Koh, 1994; Park & Rhee,     

1982; Park, 2006), 실용적 속성과 감성적 속성(Kim,     

1994) 등 다양하게 구분되어진다. 내재적 속성은 색상,     

디자인, 소재 등 제품 자체에 부착된 속성이며, 외재     

적 속성은 제품과 관련되지만 물리적 제품 자체가 아     

닌, 가격, 상표, 광고 수준 등을 말한다(Olson, 1977).     

의복의 객관적 속성은 의복 자체에 속한 것으로 소비     

자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말하며 의복의 가격,     

상표, 색상, 디자인, 섬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의복의     

주관적 속성은 소비자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속성으로 안락감, 실용성, 심미성, 유행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Park, 2006). 의류제품의 실용적 속성은 착용     

용도 다양성, 기존 옷과의 어울림, 관리편리 등이며     

감성적 속성은 의복이 지닌 유행성, 심미성, 상징성     
– 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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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말한다. 

제품의 속성은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까지 계      

층구조를 가지고 있다(Park, 2006). Abrahm-Mullrali and     

Littrell(1995)은 추상적인 속성이 구매의사결정에 있    

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으로 의류제품속성에 포함시     

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류제품속성을 물리적 외관, 물      

리적 성능, 표현적 차원, 비본질적 차원으로 구분하였      

다. Kim and Rhee(1991)는 의류제품의 평가속성 차원      

을 스타일, 색채, 섬유조직 등 구성요소 수준의 속성과       

관리 및 세탁의 용이성, 편안함 등 중간연결 수준의 평        

가속성, 실용성, 경제성 등 추구이점 수준의 평가속성      

의 구조를 제시하였는데 Zaithaml(1988)의 내재적/외재    

적 속성의 하위속성(lower-level attributes)과 추상적 속     

성, 품질지각, 가치지각의 상위속성(high-level attributes)    

으로 구분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Park(2006)도 소비     

자 집단별 객관적 속성으로부터 주관적 속성을 추론해      

내는 경로를 밝혀, 제품속성에 계층구조가 있음을 보      

였다.

제품이 지닌 속성(구체적 속성, 하위속성, 객관적     

속성)들은 제품들 간의 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소비자의 욕구나 구매동기와 결합되어져(추구이점 수    

준, 주관적 속성, 상위속성) 구매를 할 것인가 말 것        

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Zaithaml(1988)은    

내재적/외재적/추상적 제품속성들에 대한 평가를 바    

탕으로 가치를 지각하고 구매에 이르는 모형을 제시      

하였다. Zaithaml(1988)에 의하면 가치는 다음 네 가      

지 관점에 의해 연구되어왔는데 첫 번째 관점은 “가       

치는 가격이다”라는 관점으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     

치를 단순히 가격과 동일시한다. 두 번째 관점은 경제       

학자들이 정의하는 효용과 같은 개념으로 “상품으로부     

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가치이며 상품의 유용성에 대        

한 주관적 측정치이자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족       

을 말한다. 세 번째 관점은 “가치는 지불한 가격에 대        

해 얻게 되는 품질”이라는 관점으로 지불한 희생, 가격       

과 얻게 되는 혜택, 품질 간의 거래로  개념화된다. 네         

번째 관점 역시 가치를 지불한 희생에 대해 얻을 수 있         

는 혜택간의 거래로 보지만, 지불한 희생과 얻을 수 있        

는 혜택을 가격과 품질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       

든 요소를 고려하는 관점이다. 가치는 혜택과 비용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며 가치의 혜택에는 제품의 내재적,      

외재적 속성, 이들 속성들에 의해 지각된 품질, 높은       

수준의 추상적 속성이 포함되고 가치의 희생요소에는     

금전적인 비용 및 비금전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가치지각은 Zaithaml(1988)의 정의를    

사용하여 “얻게 되는 것과 지불하는 것에 대한 인지     

에 기초하여 소비자 구매결정을 위한 한 상품의 효용     

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말한다. 

가치지각은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Baker et     

al., 2002; Zaithaml, 1988). 소비자들은 최고품질의 제     

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제공하는 추론된     

효용이 지각된 희생보다 큰 제품 즉 긍정적으로 가치     

가 지각되거나 가치가 높게 지각된 제품을 구매한다     

(Lee & Lim, 2000).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이 높은 수준     

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지한다고 해도 그     

제품을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거나 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감당할 의사가 없다면 소     

비자에게 그 제품의 가치는 낮게 지각되고 구매로 이     

어지지 않을 것이다(Lee & Lim, 2000). Cho(1995)는     

제품에 대한 평가를 제품에 대한 가치지각으로 측정     

하였는데 이처럼 제품속성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제품평가가 곧 가치지각이고 가치지각은 구매와 직접     

적인 관련을 갖는다. 

2. 구매 후 제품에 대한 만족

소비자는 구매 전 제품속성평가를 통해 다른 대안     

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선택한다(Hong, 1991).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불만족은 제품속성들에     

대한 개별적 평가의 합이므로(Jun, et al., 2007) 구매     

결정시 제품속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두 가지 속성만 고려하여 구매결정을 한다     

면 소비자들은 구매결과에 불만족하게 될 것이다. 

Ko(2008)는 구매 전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느     

냐에 따라 구매 후 만족도가 달라짐을 보였고 Jin(2008)     

은 구매 전 인지적 노력을 많이 하는 소비자 집단이 인     

지적 노력을 적게 하는 소비자 집단에 비해 구매 후 만     

족도가 높음을 입증하였다. 구매 전 소비자의 인지적     

노력의 결과인 제품평가의 합이 가치지각이라면 만족     

도는 구매 후 소비자의 제품평가의 합으로 볼 수 있다.     

Oliver(1977)는 소비자의 가치지각이 높을수록 만족도    

도 높다고 하였고 Lim and Pyun(2000)은 쇼핑에 대한     

가치지각이 높을수록 쇼핑만족도가 높아짐을 밝혔다. 

한편 Kang and Park(2003), Park and Lim(1999)은     

소비자 특성(소비자 관여)에 따라 의류제품속성의 중     

요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고, Kang and Park(2003)     

은 소비자 특성(소비자 관여)에 따라 소비자 만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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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짐을 밝혔다. 

구매 후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구매 전 어떤 제품속        

성들을 중요하게 고려했는지와 관련되고 이는 소비자     

의 구매의사결정능력이나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달라짐     

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속        

성은 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 의복구매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주어진 과제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       

로 정의된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과거 성공     

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전문성, 타인의 인정, 간접경험      

등으로 발달된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상황    

특징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Bandura, 1997), 학습     

수행에 관한 자기효능감(Wood & Locke, 1987), 신입사      

원의 조직적응에 관한 자기효능감(Jones, 1986), 서비스     

종업원의 판매협상과 관련된 자기효능감(Hartine &    

Ferrell, 1996) 컴퓨터 자기효능감(Compeau & Higgins,     

1995) 등 연구영역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측정되고 사       

용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구매에 관한 자기효      

능감 즉 의복구매효능감을 ‘의복구매의사결정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한다. 의복구매효능감은 마케팅 문헌에 자주 등장     

하는 소비자 지식 개념의 하위개념인 ‘주관적 지식’과      

유사한 개념이다. 소비자 지식은 소비자들이 제품과 관      

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경험 및 친숙성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Duhan et al., 1997) 연구자에 따라 친숙       

성과 전문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Alba & Hutchinson,     

1987), 전문성을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으로 구분      

하여 친숙성, 객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으로 구분하기      

도 한다. 친숙성(familiarity)은 소비자가 축척한 제품 관      

련 경험의 양으로 정의되며(Alba & Hutchinson, 1987),      

전문성(expertness)은 ‘제품 관련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Alba & Hutchinson,      

1987). 전문성 중 객관적 지식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제품 관련 정보, 혹은 전문지식       

의 양을 의미하며(Choi & Hwang, 1998; Hwang, 2001;       

Park & Moon, 2000), 주관적 지식은 제품 관련 자기        

지식 수준의 충분성에 대한 자신감을 뜻한다(Brucks,     

1985; Choi & Hwang, 1998; Hwang, 1998). 주관적 지식        

수준이 높다는 뜻은 소비자가 제품 관련 과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Duncan & Olshavsky, 1982). 제품 관련 과업이     

의복구매의사결정이 되면 주관적 지식 수준과 의복구     

매효능감은 유사한 개념이 된다. 소비자 지식의 하위     

개념인 주관적 지식이 구매상황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제품정보의 수집과 구성, 제품구매결정과 사용     

등 제품 관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지식에 대     

한 주관적인 판단이라면 의복구매효능감은 의복구매    

라는 특정 상황에 한정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 신념을 의미한다.

 Park et al.(1994)은 주관적 지식은 제품에 대한 과     

거경험과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밝혔고, Johnson and     

Russo(1984)는 제품에 대한 과거 경험이 축적될수록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때 관련있고 중요     

한 정보만 제한하여 받아들이고, 관련이 없는 정보는     

제외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였다. Bettman and Sujan     

(1987)에 의하면 지식이 많은 소비자는 더 많은 정보     

를 탐색하며 제품속성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광범위     

하게 활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지식이 적은 소     

비자는 정보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구조의 결핍으로 복     

잡한 정보를 조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품속성에     

대해 평가하고 추론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진다(Hoch     

& Deighton, 1989). Kim(1998), Yoon(1997)의 연구결과     

도 이러한 사실을 지지하였다. Kim(1998)은 주관적     

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의복의 관     

리성, 심미성, 맞음성, 상표의 모든 평가속성을 더 많     

이 고려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Yoon(1997)도 친숙성이     

높은 집단에서 섬유, 개성, 어울림, 애프터서비스를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른 의류제품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두 집단 간 구매 전 제품속성평가의 차이,     

가치지각 및 구매 후 만족도에 미치는 제품속성의 차     

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라 구매결정시 고려    

하는 제품속성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2.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라 가치지각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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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품속성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다.

연구문제3.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라 만족에 미치는    

제품속성 및 가치지각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2. 구성개념의 측정

의복구매에 관한 자기효능감 즉 의복구매효능감은    

의복구매라는 특수한 과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뜻한     

다. ‘의복구매의사결정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구    

매목적과 동기에 적합한 의복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Kim      

(1998)의 주관적 지식을 묻는 문항과 Torkzadeh and      

Van Dyke(2001)의 인터넷 자기효능감 척도를 의복구     

매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4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나는 옷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       

보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옷을 살 때 무         

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나는 옷      

구매를 적절히 잘 할 자신이 있다”의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의류제품속성은 Hong(1991), Ko(2008), Jin(2008)   

의 연구에서 사용된 의류제품속성들을 중심으로 척도     

를 구성하였다. 이때, Kim(1995)의 의복평가기준 분     

류를 참고하여 착용자 관점에서의 제품속성, 의복관     

점에서의 제품속성, 착용상황관점에서의 제품속성으   

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원자료의 실질적인 의      

미를 보존하고 구매상황에서 보다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척도의 문항을 요인분석하지 않고 사용하     

기 위해 문항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였다. 문항 수        

를 줄이고 구매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제품속성 중심     

으로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Hong(1991)의 연구에서     

의복구매시 영향력이 낮게 나타난 옷의 관리 및 세탁       

방법 등 의복의 관리적인 속성은 제외하였다. 또한 섬       

유의 종류, 재질, 색상, 스타일을 각각의 문항으로 측       

정하지 않고 Jin(2008)이 사용한 것처럼 “...디자인(재     

질, 색상, 스타일)...”로 측정하였다. 착용자 관점에서     

의 제품속성은 ‘내 마음에 드는 옷’, ‘나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재질, 색상, 스타일)’ 문항이 선택되었고, 의복     

관점에서의 제품속성으로는 ‘저렴한 가격’, ‘선호하는    

상표’, ‘새롭고 독특한 디자인(재질, 색상, 스타일)’, ‘평      

소에 구매하던 옷과 비슷한 디자인(재질, 색상, 스타      

일)’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착용상황관점에서의    

제품속성으로는 ‘필요한 옷’, ‘착용용도 다양’, ‘다른 옷     

과 조화’ 문항이 선택되어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     

었다.

가치지각은 Zaithaml(1988)의 “얻게 되는 것과 지불     

하는 것에 대한 인지에 기초하여 소비자의 한 상품의     

효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Cho(1995), Lee and Lim(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     

도를 참고하여 세 문항의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척     

도는 ‘그 옷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옷     

을 사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 ‘가격에 비해 가치     

가 있다고 여겨졌다’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소비자 만족은 Yi(2000)의 ‘구매한 제품이 소비자     

욕구 및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평가’라는 정     

의로 조작화하고 Oliver(1980)의 6개 항목을 4개 항목     

으로 줄여 의류상품에 적용한 Jin(2008)의 척도를 사     

용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전반     

적으로 그 옷은 만족스럽다’, ‘그 옷을 구매한 것에 대     

해 만족한다’, ‘그 옷을 구입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     

다’, ‘그 옷을 산 것은 잘 한 일이라고 확신한다’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먼저 의복구매효능감     

을 측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가장 최근의 의     

복구매를 회상하게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기억을    

정확히 되살릴 수 있도록 언제, 어떤 옷을, 어디서 구     

매했는지 묻고 구매상황과 구매이유를 묻는 문항 중     

에 의류제품속성과 가치지각을 포함시켜 측정하였다.    

만족도는 구매한 옷에 대해 현재 얼마나 만족하는 지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2010년 6월 한 달 동     

안 서울 및 경기권에 거주하는 남녀 300명을 대상으     

로 배포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31명의 응답     

치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들의 연령별 분포     

는 10대 10.7%, 20대 40.8%, 30대 9.4%, 40대 24.4%,     

50대 12.4%, 60대 2.3%로 20대 표본이 많았고 학력은     

대학 재학, 49.1%, 대학교 졸업 이상 30.8%, 고등학교     

졸업 18.4%, 중학교 졸업이하 1.8%로 높은 학력 수준     

을 나타내었다. 한 달 피복비는 5만원 미만 16.0%, 5만     

원에서 10만원 사이 41.6%, 10만원에서 20만원 22.9%,     

20만원에서 30만원 9.8%, 30만원 이상 7.1%의 분포를     

보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신뢰도 분석, t-test, 중회귀분석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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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논의

1. 의복구매효능감의 차이에 따른 의류제품속성    

평가의 차이

‘의복구매효능감’, ‘가치지각’, ‘구매 후 만족도’ 변     

수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의복구매효능감 척도는 4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내적일관성을 저해하는 한     

개 문항이 제외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옷 구매에 도       

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옷        

을 살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잘 알 고 있다’, ‘나는          

옷 구매를 적절히 잘 할 자신이 있다’의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크론바하의 알파값은 0.65를 나타내었    

다. 의복구매효능감 척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     

는 의복구매효능감을 측정하는 기존 척도가 없어 인      

터넷 자기효능감 척도 중 일부를 의복구매에 적용하      

여 구성한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치지각, 구매      

후 만족도의 크론바하의 알파값은 각각 0.72, 0.95를      

나타내 문항 간 내적일관성을 만족시켰다.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 합산 점수의 중위수(median)를 기준으로     

15점 이상이면 의복구매효능감 고집단, 15점 미만이     

면 의복구매효능감 저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의복구    

매효능감 고집단은 119명, 의복구매효능감 저집단은    

104명이었다.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이 연령과 한 달 피복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t-검       

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 달 피복비는 의복구매효능      

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t= −1.681,      

p>.05), 연령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t=4.424,    

p<.001),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연령이 유의     

하게 높았다.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라 구매 전 제품속성평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t-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내 마음에 드는 옷’, ‘다른 옷과의 조화’,     

‘착용용도 다양’, ‘저렴한 가격’, ‘선호하는 상표’, ‘나에     

게 어울리는 디자인’ 속성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었다. ‘평소에 구입하는 옷과 유사한 디자인’ 속성에서     

는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새롭고 독특한     

디자인’ 속성에서는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지만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다.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소비자는 Jin(2008)의 연구    

에서 구매 후 높은 만족 수준을 나타냈던 인지적 노력     

을 많이 하는 소비자와 유사하고, Ko(2008)의 연구에     

서 구매상황에서 이성적, 감정적 평가 모두를 거치는     

의사결정유형과 유사하다. Chu and Hwang(2008)은 제     

품속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을 때 고가격이나 유     

명상표 등 외재적 단서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소비자    

가 높은 소비자에 비해 ‘저렴한 가격’ 변수에서는 유의     

하게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 기존 연구와 일치하나 ‘선     

호하는 상표’ 변수에서도 더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는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소비자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상표 간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 상표충성도가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1. Differences in the evaluation of product properties between the high group and low group of clothing 

purchase self-efficacy

 Items
The group of high clothing 

purchase self-efficacy (n=119)

The group of high clothing 

purchase self-efficacy (n=104)
t

Properties related to 

wearing person

Clothes I like 5.97 5.31 4.53***

Design that suits me 5.88 5.19 4.92***

Properties related to 

wearing situation

Harmony with other clothes 5.72 5.16 3.60***

Diversity of wearing purpose 5.54 5.09 2.59*

Necessary clothes 5.58 5.29 1.74

Properties related to 

clothing itself

Inexpensive price 4.85 4.25 2.88**

Perfered brand 4.74 4.00 3.34**

Design similar to that of usually 

purchased products
4.68 4.72 −0.21

New and unique design 4.17 3.80 1.53

*p<.05, **p<.01, ***p<.001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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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 의류제품속성평가에 차이를 보이는 두 집      

단 간에 가치지각 및 구매 후 만족도에서도 차이를 보        

이는지 알아보고자 t-검정을 통해 집단 간 평균값을 비       

교하였다. 그 결과 <Table 2>에서처럼 의복구매효능감     

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치지각, 구매 후 만         

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t=5.53, p<.001; t=4.82,     

p<.001). 구매결정시 다양한 제품속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특징을 갖는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구매 전 가치지각이 높고 구매 후        

만족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른 가치지각에 미치는 제     

품속성의 차이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가치      

지각에 미치는 의류제품속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의복구매효능감 고집단과 저집단 각각에    

대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의류제품속성이 가치지각과 정(+)의 방향    

으로 나타났다. ‘평소 구매하는 옷과 유사한 디자인’,      

‘새롭고 독특한 디자인’ 속성은 의복구매효능감이 낮     

은 집단에서 가치지각에 부(−)의 영향을 나타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옷’, ‘필요한 옷’, ‘나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저렴한 가       

격’ 속성이 가치지각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      

을 나타냈다.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옷’, ‘필요한 옷’, ‘기존의 다른 옷과 조화’        

가 가치지각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속성으로 나타났다. ‘내 마음에 드는 옷’, ‘필요한       

옷’은 의복구매효능감과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유     

의한 속성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속성은 모든 소비자       

가 상품의 가치를 지각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나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저렴한 가격’ 속성이 의복구매효능     

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기존의 다른 옷과 조화’ 속성이       

가치지각에 유의하게 관련되는 속성이었다. ‘나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이 착용자 관점의 제품속성이라면 ‘기     

존의 다른 옷과의 조화’는 착용상황관점의 제품속성     

이다.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소비자는 가치지각에 착     

용자 관점의 제품속성이 추가되었다면 의복구매효능    

감이 낮은 소비자는 착용상황관점의 제품속성이 추가     

되어 가치지각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의복구     

매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가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속성으로 ‘저렴한 가격’이 포함되었는데, ‘가치지    

각’이 금전적 효용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사실에 비추     

어 ‘저렴한 가격’ 속성은 희생요인을 줄여줌으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소비자의 ‘가     

치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Zaithaml(1988)에 의하면 가치지각은 구매의 선행    

변수이다.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어울리며’, ‘필요한 옷’이 ‘가격이 저렴’,     

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     

단은 ‘내 마음에 들고’, ‘필요한 옷’이며 ‘기존의 옷과     

조화’되는 옷이라고 여겨질 때 구매가치를 지각한다. 

3.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른 구매 후 만족에 미치는     

제품속성, 가치지각의 차이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라 만족에 미치는 구매 전 제품     

속성평가 및 가치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구     

매 후 만족을 종속변수로 하고 구매 전 제품속성평가     

및 가치지각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을 의복구     

매효능감 고집단과 저집단 각각에 대해 실시하였다.

<Table 4>에서처럼 대부분의 구매 전 제품속성평가     

는 구매 후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몇몇 속성들은 구매 후 만족도에 부(−)의 방향으로 나     

타났다.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기존의 다     

른 옷과 조화’, ‘착용용도 다양’ 속성은 구매 후 만족     

도에 부(−)의 방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복구매     

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만족도에 부(−)의 방향을     

가지는 속성은 ‘평소에 구매하던 것과 유사한 디자인’,     

Table 2. Differences in perceived value and post-purchase satisfaction level between the high group and low group

of clothing purchase self-efficacy

 
The group of high clothing purchase self-

efficacy (n=119)

The group of low  clothing purchase self-

efficacy (n=104)
 t 

Perceived value 5.69 5.03 5.38***

Satisfaction 5.77 5.11 4.82***

***p<.001
– 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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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의복구매효능감이 높    

은 집단의 경우 ‘나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가치지각’      

이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나에게 어      

울리는 디자인’, ‘필요한 옷’이 만족도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소에 구매하던      

것과 유사한 디자인’ 속성은 유의한 부(−)적 효과를 나       

타냈다. 그러나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가     

치지각’은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른 제품속성, 가치지각,    

구매 후 만족의 경로모형

<Table 3>− <Table 4>의 중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구성한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른 제품속성-가치지각    

-구매 후 만족의 경로모형은 <Fig. 1>−<Fig. 2>와 같     

다.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구매 후 만족     

도에 정(+)의 방향으로 직접효과를 가지는 제품속성은     

‘나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이었다. ‘나에게 어울리는 디     

자인’ 속성은 ‘내 마음에 드는 옷’, ‘필요한 옷’ ‘저렴한     

가격’ 속성과 더불어 가치지각을 통한 간접효과도 가     

져 구매 후 만족도에 영향력이 큰 변수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구매 전 가치     

지각이 만족도와 정(+)의 방향으로 관련되어 Lim and     

Pyun(2000)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치지각이 높    

을수록 만족도도 높았다. 그러나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Fig. 2>처럼 ‘내 마음에 드는 옷’,     

‘필요한 옷’, ‘평소 구매하는 옷과 유사한 디자인’ 속     

성이 만족도와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냈고 가치지각     

Table 3. Differences in the properties of clothing products that had effects on perceived value according to 

clothing purchase self-efficacy

 Indepentent variables 

 The group of high clothing 
purchase self-efficacy (n=119)

R=0.68, R
2
=0.47

The group of high clothing
purchase self-efficacy (n=104)

R=0.77, R
2
=0.59

β t p< β t p<

Percived
value

Constant
Clothes I like
Design that suits me
Harmony with other clothes
Diversity of wearing purpose
Necessary clothes
Inexpensive price
Preferred brand
Design similar to that of usually purchased products
New and unique design

0.304
0.254
0.018
0.132
0.241
0.162
0.014
0.086
0.065

1.946
3.629
3.024
0.212
1.503
2.787
2.092
0.180
1.044
0.816

.001
.01
ns
ns
.01
.05
ns
ns
ns

0.360
0.034
0.241
0.067
0.277
0.139
0.125
-0.039
-0.001

0.742
3.853
0.361
2.975
0.707
3.228
1.837
1.694
-0.508
-0.008

.001
ns
.01
ns
.01
ns
ns
ns
ns

*p<.05, **p<.01, ***p<.001

Table 4. Differences in the evaluation of product properties and perceived value that had effects on satisfaction 

according to clothing purchase self-efficacy

 Indepentent variables

 The group of high clothing
purchase self-efficacy (n=119)

R=0.61, R
2
= 0.37

The group of high clothing 
purchase self-efficacy (n=104)

R=0.76, R
2
=0.57

β t p< β t p<

Satisfaction

Constant
Clothes I like
Design that suits me
Harmony with other clothes
Diversity of wearing purpose
Necessary clothes
Inexpensive price
Preferred brand
Design similar to that of usually purchased products
New and unique design
Perceived value

 0.050 
 0.302 
−0.143
−0.135
 0.137 
 0.121 
 0.036 
 0.146 

  0.016  
 0.335 

 1.228 
 0.510 
 3.178 
−1.523
−1.366
 1.388 
 1.380 
 0.436 
 1.590 

  0.181  
 3.064 

ns
.01
ns
ns
ns
ns
ns
ns
ns
.01

 0.360 
 0.153 
 0.002 
−0.042
 0.354 
 0.050 
 0.122 
−0.179
−0.025
 0.159 

 0.408 
 3.442 
 1.586 
 0.026 
−0.428
 3.777 
 0.617 
 1.565 
−2.249
−0.326
 1.437 

.001
ns
ns
ns

.001
ns
ns
.05
ns
ns

*p<.05, **p<.01, ***p<.001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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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구매 전 가치      

지각이 제품속성평가와 구매 후 만족도를 매개하여,     

구매 전 제품속성평가가 가치지각을 통해 구매 후 만       

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     

단에서는 가치지각이 구매 후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     

우 제품속성평가에 기초한 가치지각이 구매 후 만족      

이라는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의       

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구매 전 제품평가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소     

비자는 구매 전 제품속성들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      

로 구매가치를 지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      

각되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구매 전 제품속      

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인 가치지각이 구매 후 만족도       

와 관련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의복구매능력이 부족하여 만족스러운 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구매결정능력 향     

상에 도움을 주고자, 의복구매효능감이라는 소비자    

변수를 도입하여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소비자들이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소비자들에 비해 가지는 의류     

제품평가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의복구매효능감    

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구분하고 구매시 의류제품속     

성평가, 가치지각, 구매 후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라 구매의사결정시 고려    

하는 제품속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복구매효     

Fig.  1. Path model of the group of high clothing purchase self-efficacy.

Fig. 2.  Path model of the group of high clothing purchase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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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내 마음에 드는        

옷’, ‘나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다른 옷과의 조화’, ‘착       

용용도 다양’, ‘저렴한 가격’, ‘선호하는 상표’ 속성을      

유의하게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구      

매효능감이 높은 소비자는 구매결정시 다양한 제품속     

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특징을 가지며 따라서 가      

치지각, 구매 후 만족도에서도 의복구매효능감이 낮     

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둘째,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라 가치지각에 미치는    

의류제품속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마음에 드는 옷’, ‘필요한 옷’은 의복구매효능감 고집      

단과 저집단 모두에서 가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속성으로 나타났고,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집     

단에서는 ‘나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저렴한 가격’ 속      

성이,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기존의 다     

른 옷과 조화’ 속성이 가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속성이었다.

셋째,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라 만족에 미치는 제품     

속성평가 및 가치지각에 차이가 있었다. 의복구매효     

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나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속      

성만 만족도에 직접효과를 나타냈고, 가치지각이 의     

류제품속성평가와 만족도를 매개하는 효과가 나타났    

다. 그러나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내 마      

음에 드는 옷’, ‘필요한 옷’, ‘평소 구매하는 옷과 유사        

한 디자인’ 속성이 만족도에 직접효과를 가졌고 가치      

지각의 만족도에 대한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      

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구매 전 제품속성들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구매 전 제품에       

대한 종합적 평가인 가치지각이 만족도와 관련을 나      

타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수단목적사슬(means-end chain)모델을 기    

반으로 한 Zaithaml(1988)의 모델의 일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의류제품속성-가치지각-구매 후 만족    

의 계층구조를 갖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복구      

매효능감이란 소비자 변수를 도입하여 의복구매효능    

감에 따라 의류제품의 평가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힘으로써 의복소비자 행동에 관한 지식 확장에 기      

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복구매효능감에 따른 의류제     

품평가의 차이는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소비자의 구     

매 후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       

사점을 제공하는 한편,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요청한다. 첫째,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소비자는 낮은 소비자에 비해 많은 제품속성들     

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의복구매     

효능감이 낮은 소비자들의 구매 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구매 시 주요 의류제품속성     

들을 주의 깊게 평가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가치지각이    

구매 후 만족에 유의한 효과를 가진데 반해 의복구매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소비자는 제품     

속성평가를 바탕으로 구매가치를 지각하는 과정에 문     

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소비     

자의 구매 후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매 전 가     

치지각이 구매 후 만족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야 한     

다. 심층 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의복구매효능     

감이 낮은 소비자의 구매 전 제품속성평가와 가치지     

각에 이르는 과정을 파악하고 구매 전 종합평가가 구     

매 후 만족과 관련되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의복구매효능감이 높은 집     

단과 낮은 집단 간 구매 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속     

성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     

단의 경우 ‘평소에 구매하는 옷과 유사한 디자인’ 속     

성은 만족에 부(−)적 효과를 나타냈다. 구매시 본 연     

구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구체적인 속성들을 충     

족시키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의복구매효능감    

이 낮은 소비자의 만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넷째, ‘나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속성은 의복구     

매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가치지각뿐만 아니라     

구매 후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큰     

속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이 속성은 가치지각 및 구매 후 만족과     

관련되지 않았다. 구매한 의복에 대한 만족이 제품의     

객관적인 속성보다는 착용자와 관련된 속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 비추어 의복구매효능감이 낮은     

소비자에게서 왜 이러한 속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의복구매효능감 척도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상황특징적인 특성을 가지는 자기효능     

감 척도를 의복구매상황에 적합하게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     

다. 앞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는 구매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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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원자료의 의미를 보존하고     

자 의류제품속성에 대해 요인분석하지 않고 진행하였     

다. 많은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연구의 한계로 인해 많은 제품속성들을 배제하      

였으며 이들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의류제품속성을 포      

괄하고 이들 간의 관계 및 순서를 밝혀 실제 구매상황        

에서 어떤 속성을 어떤 순서와 중요도로 고려해야하      

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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