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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more famous and luxurious fashion brands enter the online market, the changes in the online market

include those in the composition of merchandise, price image, and consumer behavior. Focusing on these

change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of consumer price attitude and impulse buying behavior towards

internet apparel purchases. Data were obtained from 377 males and females in their 20s-40s who purchased

apparel from an internet mall. Convenience sampling through the internet was performe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t-test, ANOVA, Duncan test,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for Windows 12.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ur dimensions of consumer

price attitudes towards internet apparel purchases were found that included price-quality/prestige, sale, value

for money, and low price orientation. Second, the influence of consumer price attitude on impulse buying is

significant. As the price attitude of price-quality/prestige orientation and sale orientation increases, impulse

buying orientation is stronger. Third, there are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sub-dimensions of con-

sumer price attitude and the influence of price attitude on impulse buying by gender and age. This study

will be of help to internet companies by providing information in regards to a price attitude-based marketing

strategy and an adequate response to customer impulse buying.

Key words: Internet shopping, Apparel purchase, Price attitude, Impulse buying; 인터넷 쇼핑, 의류 구매,

가격태도, 충동구매

I. 서 론

기존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하던 유명 백화점, 명

품 브랜드들이 최근 온라인 시장에 대거 참여하면서 온

라인 패션시장의 상품구성, 가격이미지, 소비자 구매행

동 등이 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 3월 오프라

인 백화점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놓는다는 컨셉으

로, 프리미엄 온라인 몰 ‘엘롯데’를 오픈하여(“Premium

online mall”, 2012) 오픈 7개월 만에 월 100억 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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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성과를 올렸다(“Luxurious online shopping”, 2012).

온라인 마켓 중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11번가와 G마켓

도 2012년 상반기부터 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인더

스트리 FnC부문 등과 입점 계약을 맺고 브랜드 인지도

가 높은 대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Analysis of 2012/

13 fashion”, 2013). 기존에 백화점 중심으로 유통망을 가

졌던 해외 유명 브랜드들도 최근 인터넷 시장을 적극 공

략하여, 백화점에서 상품이 품절되면 언제든지 인터넷

으로 주문하거나 백화점보다 6개월 빨리 컬렉션 의상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High brands”, 2013). 백화점 및 유명 브랜드들

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깔

려있다. 첫째, 소비력이 큰 40~50대 고객들이 온라인 몰

로 편입되고 있는 점, 둘째, 경제적 여력은 있으나 시간

이 부족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증가하여 프리미엄 온라인

몰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점(“Lotte premium online

mall”, 2012), 셋째, 기존 온라인 몰들이 저가 상품이나 이

월 상품 위주의 상품구성을 갖는 것에 대한 차별화 전략

등이다(“Luxurious online shopping”, 2012). 삼성디자인

넷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앞으

로 패션업계가 인터넷 시장에서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

기획력으로 차별화하기 위한 시도를 더 많이 할 것으로

내다봤다(“Analysis of 2012/13 fashion”,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소비자들이 인터

넷 쇼핑몰에서 의류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에 대해 어떠

한 태도 특성을 보이며 충동구매 행동과는 어떠한 관련

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가격자극은 소비자의 태도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충동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성 및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Jin, 1998; Lee & Rhee, 2002; J. C. Oh, 2009). 소비자

들이 가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가격정

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Kim

& Baik, 1994) 이에 따른 구매행동도 차이가 있다(Lee

& Rhee, 2002). 의류제품 관련 선행연구에서 소비자의

가격태도는 단순히 긍정적 혹은 부정적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을 가지며(Kim, 2009; Lee & Kim, 2001;

Lichenstein et al., 1993; Nam, 2010; Park & Hong, 1999),

인터넷 상의 의류제품 충동구매도 오프라인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yun & Kim,

2006; Hwang & Baek, 2009; J. C. Oh,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의류쇼핑에서 소비자의 가격태도가

충동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인터넷

쇼핑몰 기업들로 하여금 고객의 충동구매 행동에 대응

하고 가격태도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연구문제로

첫째, 인터넷 몰에서의 의류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가격

태도 특성을 알아보고 둘째, 이러한 가격태도가 충동구

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며 셋째, 가격태도가 충동구

매에 미치는 영향을 성, 연령에 따라 분석하여 성별, 연

령별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패션기

업들이 자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격전략을 수행

하는 데 있어 목표 소비자의 가격태도 특성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충동구매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비자의 가격태도

제품 구매 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제품의 외재

적 단서로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하다. 또한 가격의 품질

연상 작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구매를 결정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Nam, 2010). Helgeson and Beatty

(1987)는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탐

색하는 정보의 약 40%가 가격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

다. 특히 의류제품의 가격은 구성 섬유, 디자인, 유통, 상

표 등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 가

격범위가 매우 넓고(Sproles, 1979) 수명 주기가 짧은 시

즌 상품이어서 제품 주기 상 전략에 의한 가격인하가 불

가피한 특성을 갖고 있다(Lee & Rhee, 2002).

제품 정보 단서로서 소비자에게 지각된 가격은 태도를

형성해 행동으로 이어진다(Lee & Kim, 2001). Kim(2009)

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희생한 노력과 화폐적

가치를 기준으로 느끼는 주관적 가격을 지각된 가격이

라고 하고, 이를 토대로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을 가격태도라고 하였다. Lee and Rhee(2002)도 지각은

태도를 형성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므로 의복 가격 지

각은 의복 구매와 관련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호의

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학습된 선유 경향

(predisposition)으로(Fishbein & Ajzen, 1975) 다음과 같

은 특성을 띤다(Lee et al., 2010). 첫째, 반드시 어떤 대상

과 관련되며 둘째,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

적 감정의 정도로 나타나고 셋째, 직접 관찰이 아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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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행동으로부터 추론되며 넷째, 개인의 경험, 외부 정

보, 혹은 추론 등을 통해 형성 혹은 변화되며 다섯째, 반

응하려는 선유 경향으로 태도로부터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여섯째, 비교적 일관성을 갖는다. Lichenstein et al.

(1993)은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

라 다른 가격태도를 갖는다고 하며, 소비자의 개인 특성

에 따라 가격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단서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Kim and Baik(1994)은 가격지각의 긍정적 단서

로 가격-품질 도식, 지위 민감성을, 부정적 단서로 효용

가치 민감성, 가격 민감성, 할인 지향성, 가격 전문성 등

을 제시하였다.

의류제품 구매에서의 가격태도에 대한 여러 선행연

구들이 진행되었다. Park and Hong(1999)은 가격태도와

의류 할인점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의류제품에 대

한 가격태도를 가격-품위 연상, 가격-품질 연상, 저가 지

향, 효용가치 지향, 할인 지향, 가격정보 민감성으로 구

분하고 할인점 유형에 따라 가격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Kim(2009)은 패션상품에 대한 가격태도

를 품질 지향, 저가 지향, 할인 지향, 비교 가격, 품위 연

상, 효용 지향으로 구분하고, 패션상품을 구입하는 유통

형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가격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

혔다. 즉 백화점의 경우 품위 연상, 효용 지향, 비교 가

격, 품질 지향태도가 높았고 상설할인매장은 할인 지향

이 높았으며 재래시장은 비교 가격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am(2010)은 의복 가격태도와 소매점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가격태도를 가격-품위 연상, 가격정보 선

도, 할인 지향, 저가 지향, 효용가치 지향, 쿠폰사용 지향,

가격품질 연상으로 구분하고 가격태도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이용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즉 가격

정보 선도태도가 클수록, 가격-품질 연상이 낮을수록 인

터넷 쇼핑몰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2011)는

고기능성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가격태도 연구에서 가

격-품위 연상, 가격/브랜드-품질 연상, 할인 지향, 가격 전

문성, 효용가치 지향으로 구분하고 아웃도어 활동 참여

동기에 따라 가격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Lee and Kim(2001)은 의복 가격태도를 가격품질 지향,

효용가치 지향, 할인가치 지향으로 구분하고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즉 여성이 남성보다 가격품위 지

향 및 할인가치 지향이 높음을 밝혔다. Jin(1998)은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의복 구매 시 가격지각 연구에서 성 및

월 용돈 수준에 따라 가격지각에 차이가 있다고 하며 여

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용돈 수준이 낮을수록 세일 지향

및 가치 의식이 높음을 밝혔다. Park and Hong(1999)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격태도와 의류할인점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격

에 대해 예민한 태도를 보임을 밝혔다.

2. 가격과 충동구매

인터넷 쇼핑에서는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쇼핑보다 다양한 제품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

고 쇼핑몰 업체들의 경쟁적 판촉에 자극받아 충동구매

가 빈번하게 발생한다(Baek, 2008; Kim, 2012; Lee &

Kim, 2006; J. C. Oh, 2009). 충동구매란 사전에 구체적

인 구매계획이 없었으나 내부적, 외부적 자극에 영향 받

아 계획하지 않은 제품을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으

로서(Weinberg & Gottawald, 1982), 갑작스럽고 때로는

강력하며 쾌락적인 특성을 띤다(Rook, 1987). Bellenger

et al.(1978)은 백화점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충동구매 조

사에서 제품별로 최저 27%에서 최대 62%의 충동구매

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충동구매에는 소비자의

내적 요인, 외적 상황, 마케팅 자극 등 여러 요인이 작용

하는데(Lee & Kim, 2006), 그 중에서 가격은 충동구매를

일으키는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마케팅 자극 요인이다

(Cho, 1996).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의류제품 가격

은 오프라인에 비해 저렴하게 인식되고 있어서 소비자

의 구매를 자극하는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Kim,

2012; Rhee, 2011).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지각은 가격자극에 대해 소비

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속성이 작용하여,

동일 가격이라도 소비자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가

부여되며 부여된 의미에 따라서도 소비자 행동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Park & Lee, 2007). J. C. Oh(2009)는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충동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가격자극은 소비자의 태도와 충동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충동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Yum(2009)은 인터넷 의류쇼핑에서의 가격지각과 충

동구매에 대한 연구에서 가격지각이 충동구매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며 가격지각에 따라 충동구매 여부가 달

라짐을 밝혔다. Byun and Kim(2006)은 웹 상점에서의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에서 제품 가격이 소비자의 충동

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 혹

은 할인 가격과 같이 상대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되는

가격책정에 의해 충동구매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남을 밝

혔다. Lee(2007)는 CATV 홈쇼핑에서의 충동구매에 관

한 연구에서 가격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소비자의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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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행동에 차이가 나서, 가격 민감도가 높을수록 충동

구매 성향이 높음을 밝혔다. Noh(2012)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의 충동구매 자극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충

동구매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격자극

에 더 크게 반응함을 밝혔다. Lee and Kim(2006)은 인터

넷 쇼핑몰 의류제품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에서 가격자

극은 순수 충동구매, 상기/암시 충동구매, 계획 충동구

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저렴한 가격은 계

획 충동구매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Baek(2008)

은 충동구매 성향이 높은 집단은 시간제한 메시지가 제

시된 경우 저가 의류제품보다 고가 의류제품에 더 높게

호의적 반응을 보임을 밝혔다.

또한 충동구매 행동은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

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im(2006)은 인

터넷 쇼핑의 충동구매 유형에 따른 소비자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의 성, 연령에 따라 충동구매 유형에 차

이가 있어, 암시/순수 충동구매형은 20대가, 자극적 충

동구매형은 여성 및 30대가, 상기적 충동구매형은 남성

및 30대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밝혔다. Jin(2011)도 인터

넷 구매자들의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충동구매 성향이 높음을 밝혔다. Lee(2007)는 의류

제품 CATV 충동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대에

따라 충동구매 행동에 차이가 있어, 20~30대는 구매하

려 했던 기억이나 필요성에 의해, 40~50대는 과거 기억

보다는 새로운 제품의 필요성에 의해 충동구매하는 경

향이 높음을 밝혔다. Noh(2012)의 의류 온라인 쇼핑몰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성, 소득, 연령에

따라 충동구매 성향에 차이가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중

간 소득계층이, 20~30대 전반이 30대 후반보다 충동구

매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제

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가격태도에 따라 충동구매 행동

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 의류 구매에서의

다양한 가격태도와 충동구매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

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의 성, 연령에 따라 가격태도가

충동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에서 소비자의 가

격태도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1-1.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에서 가격태도

의 하위차원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1-2.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에서 가격태도

의 성별, 연령별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에서 가격태도가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에서 가격태도가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연령별

차이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

인터넷 쇼핑몰 의류제품 구입에서 소비자의 가격태

도가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성

별, 연령별 차이 및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넷 쇼핑몰 의류제품 구

매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 50명에게 2012년 6월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을 추출하고 적합성을 검토

한 후 본 조사를 하였다. 설문 중 가격태도는 Jin(1998),

Kim(2005), Kim and Park(2010), Lim and Na(2005),

Rhee(2011)의 연구, 충동구매는 M. K. Kim(2008), Y. K.

Kim(2008), Yang and Lee(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

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조사 설문은 가격태도 18문항, 충

동구매 11문항,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2012년 8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20~40대 남녀 400명에게 편의표

본추출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불성

실한 응답을 제외한 377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분포는 남자 40.8% 여자 59.2%,

20대 48.8%, 30대 26.5%, 40대 24.7%, 미혼 58.3%, 기

혼 41.7%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11.9%, 대학 재학 18.3%,

대졸 59.7%, 대학원 이상 10.1%이었으며 소득 수준별로

는 200만 원 미만 11.7%,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45.9%, 400만 원 이상 42.4%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

는 SPSS for windows 1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신뢰

도 분석, 요인분석, t-검정, 분산분석, Duncan test,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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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에서 소비자의 가격태도

특성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의

가격태도 특성 및 가격태도의 성, 연령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요인분석을 이용해 가격태도 하

위차원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가

격태도는 4개의 차원으로 구분되었고 이들 요인의 전

체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

인 1은 제품 가격이 구매자의 품위나 위신을 표시하고

제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어 ‘가격품질/품위 지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요

인 2는 제품 구입 시 세일 여부 혹은 세일 가격을 중요

하게 평가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세일 지향’이라

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제품 가격이 구매자의 여건이

나 품질에 견주어 적당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어 ‘효용가치 지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

는 인터넷 쇼핑에서 저렴한 가격이 중요하고, 저렴한 가

Table 1. The dimensions of consumer price attitude of apparel products towards internet purchase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Price-

quality/

prestige

I think my prestige is diminished if I buy cheap clothes from an inter-

net mall.
.840

4.216 23.425 0.872

I buy well-known expensive brand clothes from the internet because

I want to look classy.
.835

I do not use internet shopping malls because the cheapness of their

clothes negatively affects my prestige.
.778

I feel special when I buy expensive clothes from the internet. .765

I do not shy at spending more money at an internet mall if it is be-

cause I want to buy high-quality products.
.676

There are reasons why some products on internet shopping malls are

expensive.
.654

The price of products available at an internet mall is a good indication

of quality.
.547

Sale

It is a better choice to buy clothes when they are discounted. .752

3.196 17.753 0.785

I buy more clothes when they are discounted due to being an internet

purchase.
.750

I plan to purchase certain products and I buy them when they are avail-

able at a discount.
.723

I cannot wait until the next discount event available through internet

malls.
.714

I buy clothes from internet malls because they are cheaper than off-

line purchase.
.580

Value for

money

I am satisfied with the price of the internet shopping mall clothes. .765

1.796 09.756 0.658

The price of the internet shopping mall clothes is reasonable compared

to their quality.
.568

I want to confirm if the value I received is at least equal to what I

paid.
.492

Low price

I look around at several internet shopping malls to find cheaper clothes. .814

1.485 08.250 0.644

I will not use an internet shopping mall if there is no price differ-

ence between off-line and on-line malls.
.524

The money I saved by looking around numerous internet shopping

malls is worth the time and effort.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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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구입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어 ‘저가격 지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Kim(2009)의 오프라인 구매에서의 의복 가격태도

연구에서 품질 지향, 저가 지향, 할인 지향, 비교 가격, 품

위 연상, 효용 지향으로 나타난 결과, Nam(2010)의 의복

가격태도와 소매점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가격-품위 연

상, 가격정보 선도, 할인 지향, 저가 지향, 효용가치 지향,

쿠폰사용 지향, 가격품질 연상으로 나타난 결과, 그리고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가격태도를 다룬 Lee(2011)의 연

구에서 가격-품위 연상, 가격/브랜드-품질 연상, 할인 지

향, 가격 전문성, 효용가치 지향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

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

위에서 밝혀진 인터넷 의류구매에서의 가격태도 하

위차원에 대하여, 소비자의 성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을 이

용하여 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Table 2>에서와 같

이 성에 따라서는 일부 가격태도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녀 모두 가격품질/품위 지향 가격태도는 비교

적 낮은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가격품질/품위 지향 및

효용가치 지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

에 따라서는 가격 합리성 지향 요인만이 유의한 차이

가 있어 30대가 20대 및 40대보다 효용가치 지향 태도

를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Park and

Lee(2007)의 의복 가격지향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고가 지향, 할인 지향, 고품질 지향, 효용 지향이 더 높

게 나타나고 30대가 20대보다 고가 지향, 할인 지향이

더 낮게 나타난 결과, Jin(1998)의 의복 가격지각 연구

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세일 지향, 가치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 그리고 Lee and Kim(2001)의 연구에서 여

성이 남성보다 가격품위 지향, 할인가 지향이 높게 나

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오프라인

과 온라인 구매차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최근 남성

들의 의류제품 가격의식에 대한 변화 때문인지 이에 대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에서 가격태도가 충동구

매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에서 소비자의 가격태도가 충동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류제품 충

동구매의 하위차원을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충동구매는 4개의 차원

으로 구분되었으며, 전체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71.3%

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충동구매가 스트레스 해소나 기

분전환을 위해 이루어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분

전환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정 판

매, 세일, 조기 품절 안내와 같은 자극 요인에 의해 충

동구매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판촉 자극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인터넷 쇼핑몰에 게

시된 다른 구매자의 추천이나 권유에 의해 충동구매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변추천 자극 요인’

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제품의 디자인, 독창성 등

과 같은 요인에 의해 충동구매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어 ‘제품 독창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위에서 밝혀진 충동구매 각 하위차원에 대하여, 소비

자의 가격태도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4>

에서와 같이 가격태도가 충동구매 전체 및 충동구매 각

요인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충동구매 전체에 대해서는 가격태도 중 가격품질/

품위 지향 및 세일 지향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

격품질/품위 지향적 태도를 가질수록, 세일 지향적 태

도를 가질수록 충동구매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Hwang and Baek(2009)의 인터넷 의

류제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충동구매 성향이 높

은 집단은 저가 의류제품보다 고가 의류제품에 더 높은

구매의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와도 관련된다. 다음으로

충동구매 각 하위차원에 대한 가격태도의 영향을 보면,

Table 2. The differences of consumer price attitudes for apparel products by gender and age

Price attitude
Gender Age

Male Female t-value 20s 30s 40s F-value

Price-quality/prestige 2.840 2.566 3.809*** 2.593b 2.772a 2.743b 2.682*

Sale 3.388 3.519 −1.903*** 3.423b 3.564a 3.443b 1.541*

Value for money 3.510 3.400 1.956*** 3.380b 3.580a 3.430b 4.563*

Low price 3.519 3.635 −1.646*** 3.588b 3.583a 3.591b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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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from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of means are indicated as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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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dimensions of impulse buying for apparel products as an internet purchas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Refreshing

I buy clothes from an internet mall to release stress. .826

3.001 23.086 0.886

I buy clothes from an internet mall to refresh myself. .794

I buy clothes from an internet mall when I feel depressed. .781

I buy clothes from an internet mall because I feel ‘Well, let's just

buy and see’.
.566

Promotion

stimuli

I buy clothes without planning when I hear that they are limited edi-

tions.
.724

2.889 22.226 0.833
When clothes are on sale I buy them impulsively because I think it

is going to be sold out soon.
.715

When I find out that the clothes will be sold out soon, I buy them

even if I have not planned to do so.
.588

Recommen-

dation

stimuli

I do not hesitate to buy a product even if other consumers have left

positive comments such as ‘It is a good product’.
.861

1.765 13.580 0.771
I do not hesitate to buy clothes if other consumers have left positive

comments such as ‘It suits me well−’.
.790

Product

uniqueness

I buy clothes when I feel that the clothes will make me unique. .858
1.609 12.380 0.673

I buy clothes when the design is unusual. .627

Table 4. The influence of consumer price attitudes on the impulse buying of apparel products as an internet pur-

chas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value F-value R

2

Impulse buying Price attitude

Total

Price-quality/prestige .499 11.154***

57.618*** .383
Sale .104 2.060***

Value for money .082 1.590***

Low price .089  1.797***

Factor

Refreshing

Price-quality/prestige .502 10.575***

40.850*** .305
Sale .078 1.455***

Value for money .018 .335***

Low price .042 .797***

Promotion

stimuli

Price-quality/prestige .511 11.483***

59.557*** .390
Sale .124 2.460***

Value for money .065 1.279***

Low price .078 1.586***

Recommendation

stimuli

Price-quality/prestige .019 .772***

381.936*** .804
Sale .865 30.362***

Value for money -.011 −.380***

Low price .058 2.063***

Product

uniqueness

Price-quality/prestige .251 4.816***

17.976*** .162
Sale .033 .555***

Value for money .151 2.519***

Low price .092 1.58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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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품질/품위 지향 가격태도는 기분전환 충동구매에,

가격품질/품위 지향 및 세일 지향 가격태도는 판촉 자극

충동구매에, 세일 지향 및 저가격 지향 가격태도는 주변

추천 자극 충동구매에, 가격품질/품위 지향 및 효용가치

지향 가격태도는 제품 독창성 요인 충동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이들 가격태도를 높게 가질수록 충동구매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일 지향 및 저

가격 지향 가격태도의 주변추천 자극 충동구매에 대한

설명력은 80.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특히 세일 지향

가격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쇼핑몰 운영자들은 세

일 상품 판매 시 이들 상품에 긍정적 추천 후기를 활용

해 보는 방법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3.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에서 가격태도가 충동구

매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연령별 차이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에서 소비자의 가격태도가 충

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연령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5>에서와 같이 가격태도의 충

동구매 전체에 대한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

성의 경우 가격품질/품위 지향 가격태도가, 여성의 경우

가격품질/품위 지향 및 효용가치 지향 가격태도가 충동

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판촉 자극 충동구매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한

편 주변추천 자극 충동구매 및 제품 독창성 요인 충동

구매도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세일 지향

및 저가격 지향 가격태도가 주변추천 자극 충동구매에,

가격품질/품위 지향 가격태도가 제품 독창성 요인 충동

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

성의 경우는 세일 지향 가격태도가 주변추천 자극 충동

구매에, 가격품질/품위 지향, 효용가치 지향, 저가격 지

향 가격태도가 제품 독창성 요인 충동구매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 가격품질/

품위 지향 가격태도만이 기분전환 충동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세일지향

Table 5. The influence of consumer price attitudes on the impulse buying of apparel products by gende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ale Female

Impulse buying Price attitude β t-value F-value R
2

β t-value F-value R
2

Total

Price-quality/prestige .676 10.455***

38.730*** .510

.411 6.946***

29.028*** .348
Sale .103 1.274*** .077 1.197***

Value for money −.048 −.635*** .191 2.839***

Low price .502 .661*** .092 1.453***

Refreshing

Price-quality/prestige .728 10.858***

33.612*** .474

.395 6.285***

19.586*** .264
Sale −.032 −.378*** .092 1.341***

Value for money −.125 −1.599*** .140 1.965***

Low price .076 .934*** .021 .318***

Promotion

stimuli

Price-quality/prestige .651 10.015***

38.120*** .506

.428 7.193***

27.893*** .339
Sale .147 1.813*** .089 1.371***

Value for money −.058 −.761*** .163 2.402***

Low price .064 .806*** .072 1.125***

Recommendation

stimuli

Price-quality/prestige .091 2.262***

158.520*** .810

−.017  −.539***

226.964*** .806
Sale .774 15.332*** .897 25.435***

Value for money .019 .398*** −.024 −.662***

Low price .114 2.320*** .040 1.165***

Product

uniqueness

Price-quality/prestige .280 3.317***

7.303*** .164

.224 3.363***

11.136*** .170
Sale .126 1.190*** .007 .095***

Value for money .114 1.154*** .175 2.303***

Low price −.030 −.295*** .142 1.97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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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태도는 다른 충동구매 요인과는 달리 주변추천 자극

충동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가격품질/품위지향 가격태도

는 주변추천 자극 충동구매를 제외한 기분전환 충동구

매, 판촉 자극 충동구매, 제품 독창성 요인 충동구매 모

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충동구

매 요인에 따라 다양한 가격태도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격품질/품위 지향, 효

용가치 지향, 저가격 지향 가격태도 모두가 제품 독창

성 요인 충동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매력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각자가

갖는 가격태도와 상관없이 충동구매가 자극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쇼핑몰 업체들은 무엇

보다 독창적인 제품의 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제품

을 준비하는 것이 판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방

법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6>에서와

같이 가격품질/품위 지향 가격태도는 전 연령대에서 충

Table 6. The influence of consumer price attitudes on the impulse buying of apparel products by ag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20s 30s 40s

Impulse

buying
Price attitude β t-value F-value R

2
β t-value F-value R

2
β t-value F-value R

2

Total

Price-quality/

prestige
.450 6.709***

024.469*** .354

.434 4.816***

018.623*** .440

.664 8.285***

22.537*** .506

Sale .128 1.647*** .051 .589*** .117 1.153***

Value for

money
.114 1.393*** .177 1.871*** .004 .052***

Low price .059 .789*** .172 1.870*** .004 .043***

Refreshing

Price-quality/

prestige
.498 7.147***

019.419*** .287

.405 4.027***

010.310*** .303

.649 7.723***

18.518*** .457

Sale .066 .814*** .062 .638*** .118 1.112***

Value for

money
.021 .243*** .148 1.407*** −.049 −.554***

Low price .064 .815*** .062 .605*** −.052 −.493***

Promotion

stimuli

Price-quality/

prestige
.460 6.868***

024.776*** .356

.428 4.674***

017.425*** .423

.691 8.776***

24.158*** .523

Sale .170 2.188*** .102 1.144*** .022 .218***

Value for

money
.100 1.225*** .065 .680*** .048 .573***

Low price .008 .106*** .235 2.515*** .066 .677***

Recom-

mendation

stimuli

Price-quality/

prestige
.059 1.601***

183.476*** .804

.025 .515***

121.038*** .836

−.010 −.213***

96.077*** .814

Sale .869 20.252*** .898 18.983*** .865 13.895***

Value for

money
−.091 −2.017*** −.008 −.147*** .140 2.695***

Low price .106 2.547*** .029 .584*** −.037 −.606***

Product

uniqueness

Price-quality/

prestige
.105 1.389***

009.804*** .180

.392 3.794***

008.554*** .265

.367 3.660***

06.437*** .226

Sale .101 1.155*** −.206 −2.052*** .249 1.964***

Value for

money
.252 2.727*** .206 1.907*** −.021 −.195***

Low price .077 .911*** .064 .604*** −.069 −.55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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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매 전체 및 기분전환 충동구매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에 따라 판촉 자

극 충동구매, 주변추천 자극 충동구매, 제품 독창성 요

인 충동구매는 영향을 미치는 가격태도 요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가격품질/품위 지향

및 세일 지향 가격태도는 판촉 자극 충동구매에, 세일 지

향, 효용가치 지향, 저가격 지향 가격태도는 주변추천 자

극 충동구매에, 효용가치 지향 가격태도는 제품 독창성

요인 충동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30대의 경우 가격품질/품위 지향 및 저가격 지향 가

격태도는 판촉 자극 충동구매에, 세일 지향 가격태도는

주변추천 자극 충동구매에, 가격품질/품위 지향 및 세일

지향 가격태도는 제품 독창성 요인 충동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가격품질/

품위 지향 가격태도는 판촉 자극 충동구매 및 제품 독

창성 요인 충동구매에, 세일 지향 및 효용가치 지향 가격

태도는 주변추천 자극 충동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연령에 따라 가격태도가 충동구매에 미

치는 영향이 차이를 보인 판촉 자극 충동구매, 주변추천

자극 충동구매, 제품 독창성 요인 충동구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판촉 자극 충동

구매의 경우 전 연령에서 가격품질/품위 지향 가격태도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연령대별로는 다른 가격태

도 요인도 작용하므로 쇼핑몰 운영자들은 자사의 고객

연령대를 고려하여 판촉 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즉 20대가 주 타겟인 쇼핑몰은 판촉 행사 시 품질/품위

요소를 가진 제품 중심으로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30대를 주 타겟으로

하는 쇼핑몰은 저가격의 판촉을 이용해 보는 방법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품 독창성 요인 충동구

매의 경우 20대는 30대 및 40대와는 달리 효용가치 지

향 가격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20대를 대상으

로 하는 제품에는 이들이 고려하는 제품 속성 대비 합

리적 가격 선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오프라인에 비해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쇼

핑에서의 충동구매는 소비자들의 평소 가격태도에 따라

다양한 충동구매 행동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갖는 가격태도가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성 및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구매에서 소비자들의 의류제

품에 대한 가격태도는 가격품질/품위 지향, 세일 지향,

효용가치 지향, 저가격 지향의 하위차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태도 하위차원은 성, 연령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어, 남성은 여성보다 가격품질/품위 지

향 및 효용가치 지향이 높고, 30대는 20대 및 40대보다

효용가치 지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격태도

가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격품질/품위 지향 가격태도는 기분전환 충동구매

에, 가격품질/품위 지향 및 세일 지향 가격태도는 판촉

자극 충동구매에, 세일 지향 및 저가격 지향 가격태도는

주변추천 자극 충동구매에, 가격품질/품위 지향 및 효용

가치 지향 가격태도는 제품 독창성 요인 충동구매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격태도가 충동구매에 미치

는 영향은 충동구매 하위차원별로 성과 연령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격품질/품위

지향 가격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여성의 경

우 남성보다 충동구매 하위차원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가격태도 요인이 작용하였다. 또한 연령별로 판촉 자극

충동구매, 주변추천 자극 충동구매, 제품 독창성 요인 충

동구매의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태도 요인에 차

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격품질/품위 지향 가격태도가 충동구

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는 Baek(2008)의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 연구에서 충동구매 성향이 높은 집단이

저가 의류제품보다는 고가 의류제품에 더 높은 구매 의

도를 보인 결과, Kim and Chung(2005)의 패션제품 충

동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과시추구집단이 타 집단

에 비해 충동구매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 그리고 Y.

J. Oh(2009)의 의류쇼핑 성향과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에

서 상표 충성적 쇼핑성향이 충동구매와 유의한 관계를

가진 결과들과 연결된다. 그러나 Byun and Kim(2006)의

제품 속성이 웹 상점 충동구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에서 제품의 브랜드가 충동구매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 Kim(2012)의 인터넷에서의 의류제품

가격과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에서 고가 제품보다는 저

가 제품에서 충동구매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대

조를 띤다. 삼성디자인넷은 2012~2013년 인터넷 쇼핑

몰 시장이 기존의 저가, 비 브랜드 상품 위주에서 상품

력 위주로 재편되고 있고 고가, 고품질 브랜드 제품 구

매의향이 높아지는 시장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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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Analysis of 2012/13 fashion”, 2013). 이에

비춰볼 때 본 연구결과에서 가격품질/품위를 지향 가격

태도가 의류제품 충동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점은

최근 인터넷 시장의 이러한 변화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결과에서 주변추천에 의한 충동구매는 다른

충동구매와는 달리 성,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세일 지향

가격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점으로 볼 때 평소 세일 지향 가격태도를 갖는 소비

자들은 긍정적 구매 후기나 강력한 추천 글이 있는 제품

을 접하는 경우 충동구매할 확률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쇼핑몰 운영자들은 선행구매자들의 긍정적 추천

글이 있는 상품을 세일 상품 카테고리에 함께 노출시키

거나 세일 상품 위주로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선행구매

자들의 적극적인 추천 후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성의 의류제품에 대한 가격태도

가 여성에 비해 가격품질/품위 지향 및 효용가치 지향

이 높게 나타난 점은 선행연구에서의(Jin, 1998; Lee &

Kim, 2001; Park & Lee, 2007) 남성 의류 구매행동과는

차이를 보인다. 반면 Rhee(2011)의 가격지각과 인터넷

쇼핑몰 만족도 연구에서 남성은 가격대비 고품질 지향

성이, 여성은 가격대비 저가격 지향성이 의류 인터넷 쇼

핑몰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 Choi(2010)의 패

션제품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고가 및

유명 브랜드 선호 및 타인 의식 소비가 높게 나타난 결과

와는 맥락을 같이 한다. 여러 연구에서(Kim, 2011; Kim,

2007; Kim & Park, 2005) 최근 남성들은 수동적인 소비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상품을 찾고 소비하는

적극적인 의사결정권자로 평가되고 있다. 즉 상표 충성

도 및 유명 상표 선호도가 높고 유행과 패션잡화의 코디

네이션에 관심이 크며 저가 제품에 대한 선호는 낮고 가

치 있는 의류제품을 구매하려는 패션의식이 높아지고 있

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남성들의 최근 이러한 패션의식 변화와 관련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품 독창성 요인에 의한 충동구

매는 20대의 경우 효용가치 지향 가격태도가, 30~40대

의 경우 가격품질/품위 지향 가격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40대에 비해 상대적으

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20대들이 제품의 매력에 끌려 충

동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그 제품의 가치나 가격을 꼼꼼

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가격태도에 따라 충동구매 행동

에도 각기 다른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고, 충동구매

요인별로 소비자의 다양한 가격태도의 영향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특히 소비자의 성, 연령에 따른 차이를 파

악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이 자사의 주 고객 프로

파일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향후 인터넷 시장은 질적 변화

와 함께 소비자의 충동구매 행동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

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로 소비자의 일반구매 제품과

충동구매 제품과의 사용행동 차이, 충동구매 제품이 쇼

핑몰의 운영에 가져다주는 효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제품의 독창성이나 판촉에 자극

받아 충동적으로 첫 구매를 한 고객이 이후 쇼핑몰에서

어떠한 구매 특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쇼핑몰의 단골 고

객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탐

색도 있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의류제

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유형은 오픈마켓, 종합몰,

패션전문몰, 패션소호몰 등 다양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쇼핑몰 유형에 대한 구분 없이 전반적인 인터넷 구매에

서의 의복 가격태도를 다루었기 때문에 쇼핑몰 유형별

가격태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쇼핑몰 유형별 가격태도 특성을 고려하

여 충동구매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보다 특징적

인 인터넷 의류 구매행동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의류 구매에서의 가격태도에 따른 충동구매 특

성은 본 연구에서의 성,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 외

에도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빈도, 구매품목, 의복관여도

등과 같은 변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향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동적 변인들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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