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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s in awareness,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for multi-brand stores among

fashion lifestyle group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September 12th and September 30th

2016 with women in their 20s to 40s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usan, Gyeongnam area, Daegu,

and Gyeongbuk area. Data were collected from 417 women and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cluster ana-

lysis, analysis of variance and a Duncan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showed that fashion lifestyle was divided into five factors such as individuality ori-

entation, practicality orientation, conspicuous orientation, fashion orientation, and economic orientation. The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economic pursuit group, individuality seeking group, active fashion seeking

group and practicality seeking group according to fashion lifestyle factor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

ferences in awareness,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of multi-brand stores among fashion lifestyle groups.

Fashion seeking group was more aware of,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and purchased more fashion pro-

ducts in multi-brand stores than other groups.

Key words: Fashion lifestyle, Multi-brand stores, Awareness, Attitude, Purchase intention; 패션라이프스

타일, 편집매장, 인지, 태도, 구매의도

I. 서 론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터넷 사용자의 확산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하여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욕구와 가치관 변화, 개성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소비패턴도 합리적인 가격을

선호하는 가치소비를 중시하며 단순히 제품 구매에 만

족하지 않고 개성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

하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점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

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통채널 가운데 하나가 편집매

장이다. 편집매장 초기에는 고가의 해외 명품을 주로 판

매하는 편집매장이 대부분이었으나 합리적인 가격의 캐

주얼의류 매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백화점 내 편집매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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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 및 개성 있는 편집매장

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

비자의 성향이 변함에 따라 편집매장이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나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마케팅 전략과 점포행

동에 관한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편집매장에 대

한 인지도와 편집매장 소비자의 행동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분석은 기존의 경제적 관점에서 제시하

지 못하는 소비자 행동의 차이를 제시하며 자신의 성향

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제품을 구

매하고 사용하는 ‘생활자’로서의 소비자상을 제안하므

로 소비자 행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Yu

& Ku, 2002)으로 소비자 행동의 차이를 평가하는데 사

용되고 있다. Sproles(1979)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처한 특

정 역할이나 활동에 적합한 스타일의 의복을 구매하므로

의복이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

였으며, Park and Yoo(2000)는 의복이 개인의 생활패턴

에서 착용자의 환경 및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소비자

의 라이프스타일이 그들의 의복행동을 이해하는 개념으

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의복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션 관련 제품에 대한 개인의 전반

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패션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는 것

이 필요하다. 패션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패션라이프스타일이 의복평가기준(Ko & Koh,

2009), 의복구매행동(Choi et al., 2011), 브랜드 인지도(Ku

et al., 2001), 제품에 대한 태도(Park, 2014), 패션제품 구

매의도(Lee et al., 2004)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패션라이프스타일이 의류상품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기에 패션상품을

판매하는 편집매장에 대한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패션라이프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40대 여성 소비자들의 패션

라이프스타일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을 세분화하여 세분

화된 집단에 따른 편집매장에 대한 인지, 태도 및 구매의

도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편집매장 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편집매장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생활양식,

생활구조, 생활활동 등의 패턴화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960년대 초부터 소비자 행동 연구 및 마케팅

분야에 도입된 것으로 막스 베버(Max Weber)에 의해 처

음 사용되었다. Engel et al.(1995)은 라이프스타일을 “사

람들이 살아가면서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으로 개

인의 행동, 흥미와 의견을 반영한다고 정의하였다(p. 449).

라이프스타일 연구는 상품의 구매가 심리적 욕구를 충

족시켜주는 제품, 제품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제품, 고관여 제품, 또는 혁신성과 관련된 상징적

제품에 관한 것일 때 특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ngel & Blackwell, 1982).

의류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과 의류학

관점에서의 라이프스타일로 분류되어 연구되었다(Choi

& Jean, 2000). 패션마케팅 연구에서는 패션상품의 고유

한 특성 때문에 패션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한 연구가 많

았으며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하였더라도 패션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Bae et al., 2005). Jarrow and Judelle(as cited in Kwon

et al., 2002)에 따르면 패션라이프스타일은 라이프스타

일을 의복에 적용한 것으로 한 시대의 사상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다. 패션제품

과 관련된 구매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라이

프스타일보다 패션라이프스타일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패션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Kwon et al.(2002)은 여성을 대상으로 패션라이프스타일

에 의해 유행지향형, 실용지향형, 진보지향형, 과시지향

형, 상표지향형, 개성지향형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Park(2014)은 20~30대 여성을 패션라이프스타일에

의해 패션지향집단, 패션무관심집단, 보수개성추구집단,

보수실용성추구집단으로 분류하였다. Yu and Ku(2002)

는 20대 이상 여성을 개성추구형집단, 실용주의형집단,

자기과시형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Chung(1995)은 여

대생을 패션리더집단, 패션추종자집단, 패션혐오자집단

으로 분류하였다. Ku et al.(2001)은 신세대 주부를 패션

무관심형집단, 유행개성추구형집단, 합리추구형집단으

로 분류하였으며, Kim and Kim(2007)은 실버 여성들을

패션고관여집단, 패션중관여집단, 패션저관여집단, 패

션지체집단으로 분류하였다. Lee et al.(2004)은 TV홈쇼

핑 여성 이용자를 심미추구소비집단, 경제적유행혁신집

단, 과시적무비판소비집단, 의복무관심경제추구집단으

로 분류하였으며, Ko and Koh(2009)는 10~30대 인도 여

성을 과시/브랜드지향집단, 적극적실리추구집단, 유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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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집단, 전통지향집단으로 분류하였다.

Kim(2009)은 남성의 패션라이프스타일에 의해 과시적

소비집단, 활동적집단, 유행선도집단, 유행지체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Song et al.(2008)은 개성추구집단, 실용/

브랜드추구집단, 보수전통/개성추구집단, 유행추구집단,

패션무관심집단으로 분류하였다. Hong(2007)도 개성추

구집단, 패션추구집단, 경제성추구집단으로 분류하였다.

Shin and Choi(2008)는 남녀 대학생을 실용추구형집단,

브랜드추구형집단, 개성추구형집단, 자기과시형집단으

로 분류하였다. Park and Yoo(2000)는 스포츠 캐주얼웨

어를 착용한 남녀 소비자의 패션라이프스타일을 유행

추구형, 개성추구형, 실용주의형, 동조주의형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Ko and Mok(2001)은 인터넷 사용자의 패션

라이프스타일을 개성추구형, 계획적구매형, 유행추구형,

패션정보추구형, 매체선호형, 유행추종형 요인으로 분류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성과 젊은 연령층

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연구가 더 많았으며, 패션라이

프스타일에 의해 분류된 집단명은 주로 유행을 수용하

는 정도에 따라서 패션지향집단, 패션무관심집단, 패션

리더집단, 패션추종자집단, 패션혐오자집단, 패션중관

여집단, 패션고관여집단, 패션저관여집단, 패션지체집

단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또는 개성, 실용성(경제성), 과

시성, 브랜드 지향과 관련된 용어로 명명된 경우가 많았

다. 이는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이 패션, 개성, 실용성,

경제성, 과시성, 브랜드에 관한 문항들이 주로 사용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패션라이

프스타일에 의해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별 구매행동

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에 따라

구매행동이 다르게 나타나 패션라이프스타일이 시장세

분화의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2. 편집매장에 대한 인지, 태도 및 구매행동

인지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게 됨으로서 그것을 알

게 되는 것을 말하며, 브랜드 인지는 한 브랜드에 대한

제품 및 여러 가지 정보가 기억 속에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Yun, 2012). Aaker(1995)에 의하면 브랜드 인

지는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를 기억하고 다른 브랜드

와 구별해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뜻하며, 소비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브랜드의 자취와 관련되어 있어 반복과

자극의 정도에 따라서 브랜드 인지 정도가 다르다고 하

였다(Park, 2008). 브랜드가 쉽게 떠오른다면 제품 구입

시 고려 대상 브랜드에 포함되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최근 패션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은 브랜드의 경쟁시

장으로 많은 경쟁브랜드가 존재하고 있어 브랜드 인지

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패션라이프스타일과 인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Kim and Lee(2007)는 15~25세 여성의 라이프스

타일 집단별 패션잡지 브랜드 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꼴(Ecole)』,『보그 걸(Vogue Girl)』,『휘가로 걸

(Figaro Girl)』,『엘르 걸(Eile Girl)』,『코스모 걸(Cosmo

Girl)』의 브랜드 인지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

다. 즉 개성추구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이러한 브랜드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편집매장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편집매장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Eom, 2015; Kim, 2001), 인지도가 높은 편집매장은 에

이랜드와 ABC마트이었다(H. J. Kim, 2015).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비호의

적, 긍정적/부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려는 학습된 선유

경향이라 정의할 수 있다(Lim et al., 2006). Sproles(1979)

는 의복에 대한 태도란 의복의 스타일과 같은 특정 대상

이나 의복착용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해 특정한 방법으

로 행동하려는 기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특

정 제품, 상표, 점포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느낌

이나 전반적 평가를 통해 구매태도를 형성함으로써 구

매의사결정을 하게 된다(Lee, 2001). 패션제품인 의복의

경우 의복스타일과 맞음새, 가격, 물리적 특성, 상표, 기

후, 관리 등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Sproles, 1979)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구매태도를 형성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패션라이프스타일과 편집매장에 대한 태도 관련 연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o and Koh(2009)는 패션라

이프스타일에 의해 과시/브랜드지향집단, 적극적실리추

구집단, 유행지향집단, 전통지향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의복평가기준을 살펴본 결과 최신유행, 가격, 가지고

있는 의복과의 중복성, 사이즈, 상점과의 거리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과시/브랜드지향집단

은 다른 집단에 비해 사이즈와 최신유행을 고려하는 반

면 적극적실리추구집단은 최신유행, 가격, 가지고 있는

의복과의 중복성, 사이즈, 구매상점과의 거리 등을 전통

지향집단은 상점과의 거리를 의복평가기준으로 고려하

였다. Jeon et al.(2012)은 패션라이프스타일을 과시/브랜

드추구집단, 패션관심/개성추구집단, 실용추구집단으로

분류하여 아웃도어웨어 평가기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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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브랜드추구집단과 패션관심/개성추구집단은 유행

성을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과시/브랜드추구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브랜드 지향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

로 고려하였다. 패션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되어 조사된 태

도 변인은 주로 의복평가기준이었으며 패션라이프스타

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Kim(2001)의 연구에서는 편집매장의 선호이유로 인

테리어 분위기가 좋아서가 가장 높았고 상품 자체가 좋

아서, 디스플레이, 원스탑 쇼핑 순으로 선호하였다. Eom

(2015)의 연구에서는 편집매장 방문 시 ‘소비자의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카테고리가 구비되어

있는가’의 문항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다.

구매행동이란 욕구충족을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획

득, 사용, 처분하는데 수반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보이

는 정신적, 육체적 행동과정을 의미한다. 의복구매행동

은 소비자가 사회문화적 환경요인과 개인적 욕구 등의

동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의류제품을 지각하고, 정보를

탐색한 후 제품을 평가,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구매하는

것이며(Lee, 1992), 시대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

해 영향을 받으며 개인적으로는 착용자의 심리태도와

생활환경에 의해 달라진다(Ko & Koh, 2009). 의복은 착

용한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내면적인 특성들

이 의복구매행동에 반영된다(Han & Na, 2003).

구매의도란 소비자가 가지는 구매에 대한 의지를 뜻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구매행동을 매개하는 것으로 구매의도와 구매행동 간에

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Park, 2009), Jung

(2010)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결

정요인으로서 구매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였다.

Lee et al.(2004)은 TV홈쇼핑 이용자의 패션라이프스타

일과 제품별 구매의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격대별

구매의도의 차이에서는 저가의 제품들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경제적유행혁신자집단이 모든 항목의 저가

제품과 중가, 고가의 제품 중 구매의도가 가장 높은 항목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 H. Kim(2015)은 점포 안에

서 소비자의 즐거움, 만족감 같은 감정적 반응이 구매의

도를 불러일으켜 소비자의 행동적 반응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Ko and Koh(2009)는 인도 여성을 패션라이프스타일

에 의해 과시/브랜드지향집단, 적극적실리추구집단, 유

행지향집단, 전통지향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의복

구매실태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의복구매실태의 경우 과

시/브랜드지향집단과 적극적실리추구집단이 유행지향

집단과 전통지향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류구매지출

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an and Na(2003)는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의

해 집단을 분류한 후 집단별 정보원 이용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친구/가족, 인터넷, 카탈로그 정보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활동적실용가치추구집단과 디지

털여가추구형집단이 친구/가족을 정보원으로 더 많이 활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여가추구형은 인터넷 정

보원 활용이 높았으며 전통적외관추구형은 카탈로그 정

보원 이용이 높았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Jang(2008)

의 연구에서 패션리더지향형집단은 TV스타 의상, 실용

지향형집단은 과거 구매경험, 의복무관심형집단과 보수

지향형집단은 타인의 의복관찰을 정보원으로 더 많이 활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Choi

et al.(2011)의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 집단에 따른 광고

나 디스플레이, 타인 의복관찰 등의 정보원 활용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활동적 외모추구집단이 광고나 디

스플레이, 타인 의복관찰 등의 정보원 활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 J. Kim(2015)은 편집매장에 대한 주된 정보원으로

친구, 매장의 디스플레이, 인터넷, 과거 구매경험 순이라

고 하였으며, Kim et al.(2014)은 편집매장을 찾기 위해

인터넷과 잡지 등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하였다. Lee

and Jo(2007)는 편집매장을 이용하는 이유로 ‘백화점에

는 입점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다양한 브랜

드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이

있어서’ 순으로 전반적으로 다양한 제품 구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om(2015)은 편집매장의 주

된 방문목적은 ‘윈도우 쇼핑을 하다가 상품구매로 이어

진 경우’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주로

애용하는 편집매장은 무이, 분더샵, ABC마트 순이었으

며 구매한 아이템으로는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순

이었다(Lee & Jo, 2007).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40대 여성 소비자들의 패션라이프스타

일에 따른 편집매장에 대한 인지, 태도 및 구매의도의 차

이를 알아봄으로써 편집매장 이용자에 대한 특성을 이

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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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20~40대 여성 소비자들의 패션라이프스

타일 유형을 분류하고 집단특성의 차이

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2. 20~40대 여성 소비자의 패션라이프스타

일 집단별 편집매장에 대한 인지의 차이

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3. 20~40대 여성 소비자의 패션라이프스타

일 집단별 편집매장에 대한 태도의 차이

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4. 20~40대 여성 소비자의 패션라이프스타

일 집단별 편집매장에 대한 구매의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및 경

남지역, 대구 및 경북지역에 거주하며 편집매장에 대한

인지와 편집매장에서의 구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지 440부를 수집하였고

그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417부를 자

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30.81세이며 20대는 222명(53.2%), 30대는 84명

(20.2%), 40대는 111명(26.6%)으로 20대 비중이 높게 나

타났다. 결혼유무는 미혼이 258명(61.9%), 기혼이 159명

(38.1%)으로 미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27명(6.5%), 대학교 재

학이 195명(46.8%), 대학교 졸업이 164명(39.3%), 대학

원 재학 이상이 31명(7.4%)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학

력자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은 학생이 158명

(37.9%)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81명(19.4%), 사무

직 62명(14.9%), 주부 52명(12.5%), 공무원과 자영업이

각각 21명(2.5%) 순이었으며 기타(5.3%) 직업으로 프리

랜서, 간호사 등이 있었다.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대구 및

경북지역이 235명(5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및 경

남지역 101명(24.2%), 서울 및 수도권이 81명(19.4%) 순

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편집매장명 인지도 측정을 위해 Apparel News(2014)

에 나타난 복종별 편집매장명을 기준으로 여성 소비자

와 관련된 조닝인 여성복, 남녀토털, 캐주얼, 패션잡화,

라이프스타일, 신발 등을 중심으로 백화점, 가두점, 직영

점,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망이 다양하거나 매장수가 많

은 37개 편집매장을 선정하였으며 인터넷 쇼핑몰 중심

의 편집매장은 제외되었다. Apparel News(2014)에서 도

출된 37개 편집매장과 선행연구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

집매장 및 주로 방문하거나 구매했던 21개 편집매장 중

중복되는 편집매장을 제외한 50개의 편집매장을 예비조

사 목록으로 선정하여 2016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부산지역,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20~40대

여성 75명을 대상으로 50개 편집매장 명에 대한 인지도

를 조사하였다. 인지도 조사에서 10명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의류/잡화와 슈즈 편집매장인 에이랜드, 무인양품,

웰메이드, 비이커, 분더샵, 랩, 햇츠온, 난닝구, 톰 그레이

하운드, 10 꼬르소꼬모, 쇼퍼홀릭, 코인코즈, 어라운드

더 코너, 라빠레뜨, 스타일난다, 원더플레이스, 무이, 올

리브핫스텁, 라움에디션, 셀렉온, ABC마트, 레스모아, 슈

마커 23개 편집매장을 선정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패션라이프스타일, 편집매장에 대한 인

지, 편집매장에 대한 태도, 편집매장에 대한 구매의도, 정

보원 활용,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패션라

이프스타일은 선행연구(Hong, 2007; Kim et al., 1995;

Kim, 2009; Ko & Mok, 2001; Ko & Koh, 2009; Ku et al.,

2001; Park, 2014)에서 사용된 유행지향, 개성지향, 패션

정보지향, 계획지향, 경제성지향, 과시성, 유행추종에 관

한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여 6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

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편집매장에 대한 인

지를 알아보기 위해 편집매장명 인지도(Park, 2014)를 사

용하여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23개 편집매장에 대한 인

지여부에 의해 인지하고 있는 매장수의 합으로 측정하였

다. 편집매장에 대한 태도는 Chae(2011), Chae(2015), K.

H. Kim(2015)에서 사용된 2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

매의도는 Chae(2015)와 K. H. Kim(2015)이 사용한 5문

항으로 구성하여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방문

경험과 구매경험 문항(Park, 2014), 구매아이템 문항(K.

H. Kim, 2015), 정보원 활용 7문항(K. H. Kim, 2015)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연령, 결혼유무, 교육

수준, 직업, 거주지, 월 평균 의복구입비에 관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패션라이프스타일과 편집

매장에 대한 태도 하위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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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실시하였고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Cron-

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패션라이프스타일 요인에 의

한 집단분류를 위해 군집분석(Ward법)을 하였으며 집단

별 편집매장에 대한 인지, 태도, 구매의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 χ
2
검정(Chi-squ-

ared test)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패션라이프스타일 유형분류 및 집단특성

1) 패션라이프스타일 요인 및 군집분석

여성 소비자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을 위해 주

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 회전을 적용하여 요인의 고유

치(eigenvalue)가 1.0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내적

일치도가 낮은 3문항을 제외한 24문항에 대해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5개의 요인이 추

출되었다. 요인부하량은 .49 이상이었고 5요인이 전체분

산의 58.25%를 설명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은 .52 이상

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마음에 꼭 드는 옷을 사기 위하

여 신경을 많이 쓰며 의류매장에 가서 유행이나 패션스

타일을 알아두고 옷을 멋있게 입는 것은 자신감을 향상

시켜 준다고 생각하며 옷이나 구두에 자신의 개성이 존

재한다는 등 개성에 관한 8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개

성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계획한 예산에서

만 지출하며 처음 계획하지 않은 것은 사지 않으려고 노

력하며 꼭 필요한 옷만 사고 옷을 고를 때 실용성이 있

는지 검토하며 디자인보다 활동하기에 편한 옷을 즐겨

입는다는 계획과 실용성에 관한 6개의 문항들로 구성되

어 ‘실용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밖에 나갈 때

는 남이 인정해줄만큼 좋은 상표의 비싼 옷을 입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유명상표의 의복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싸더라도 유명브랜

드의 옷을 선택하며 비싼 옷이 품질도 좋다고 생각하는

상표와 타인 의식에 관한 4문항들로 구성되어 ‘과시지

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신상품이 나오면 누구

보다도 먼저 사야하며 옷을 입을 때 항상 유행과 관련

된 코디를 고려하고 유행하는 제품을 쓰지 않으면 뒤처

진다고 느끼는 등 유행에 관한 3개의 문항들로 구성되

어 있어 ‘유행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가격이

저렴하면 매장이 멀어도 방문하며 비싼 옷 한 벌보다 싼

옷 여러 벌이 좋고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며 가격과 품질

을 비교해 본 후 가장 적당한 옷을 구매하는 것에 관한

3문항들로 구성되어 ‘경제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패션라이프스타일 5요인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군집화

하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방식인 Ward법을 실시한 결과

4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4집단별 패션라이프

스타일 요인 평균값을 비교하여 각 집단에 대한 성격을

규명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군집 1은 패션라이프

스타일 점수 중 경제지향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 ‘경제성추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개성

지향성 점수가 높으며 과시지향성과 경제지향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성추구집단’으로 명명하였

다. 군집 3은 개성지향성, 과시지향성, 유행지향성 점수

가 높고 상대적으로 경제지향성 점수가 낮게 나타나 ‘패

션추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실용지향성 점수

가 높고 개성지향성과 유행지향성 점수가 낮게 나타나

‘실용성추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패션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집단별 분포는 개성추구집

단이 32.5%, 경제성추구집단이 29.3%, 패션추구집단이

20.9%, 실용성추구집단이 17.3%로 나타났다. 네 집단

별 패션라이프스타일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요인 모두 군집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성추구, 개성추구,

패션추구, 실용성추구 집단으로 유사하게 분류된 선행

연구(Hong, 2007; Ko & Koh, 2009; Park, 2014; Shin &

Choi, 2008; Yu & Ku, 2002) 결과와 유사하였다. Park

(2014)의 연구에서는 20대 이상 여성의 패션라이프스타

일을 기준으로 분류된 집단 가운데 패션지향집단이 본

연구의 패션추구집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Yu and

Ku(2002)의 연구에서 개성추구형집단과 자기과시형집

단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개성추구집단과 패션추구집단

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별 집단특성 차이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서 χ
2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

과 같이 연령, 결혼유무, 직업, 거주지역, 구매금액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연령의 경우 경제

성추구집단과 개성추구집단은 20대가 더 많은 반면 패

션추구집단은 40대가 많고 실용성추구집단은 30대가 더

많았다. 이는 20대의 경우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면서 저

렴한 가격대의 옷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결혼유무의 경우 경제성추구집단과 개성추구집단은

미혼이 많은 반면 실용성추구집단은 기혼의 빈도가 더

높았다. 기혼자가 실속적인 소비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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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for fashion lifestyl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Individuality

orientation

I follow new fashion trend quickly. .73

4.55
18.94

(18.94)
.87

I go to the apparel store often to get to know the fashion or fas-

hion style.
.73

I get informations about fashion through the cable TV or internet. .72

Dressing well give me a boost of confidence. .72

I pay attention to buying clothes that I really like. .71

I frequently read fashion books and magazines. .69

I have my own personal style of clothes or shoes. .65

I go shopping to get ideas though without buying intention. .63

Practicality

orientation

I only spend money on planned expenditure. .86

3.02
12.57

(31.51)
.80

I do not buy clothes that are unnecessary. .78

I try not to buy things that I have not planned. .77

When I choose an outfit I examine its practicality. .60

I prefer to wear clothes that are comfortable than design. .54

I buy clothes for the sale period or at discount stores. .49

Conspicuous

orientation

I suppose it is important to wear name brand clothes to get rec-

ognition from others.
.80

2.50
10.40

(41.91)
.77

At least when I go out, I want to wear expensive and name brand

clothes that are good enough for others to admit.
.80

I choose clothes of famous brands though it is expensive. .73

I think that expensive clothes have also a good quality. .66

Fashion

orientation

I feel like lagging behind fashion trend if I do not use fashion-

able products.
.82

2.14
08.93

(50.84)
.76When new products are on the market, I have to buy them first. .70

When dressing, I always consider the coordination related to fas-

hion.
.69

Economic

orientation

If the price is low enough, I go to the store that is located far. .64

1.78
07.41

(58.25)
.52

I prefer several pairs of inexpensive clothes to a pair of expens-

ive one.
.63

I visit several stores to compare prices and quality before buying

the most appropriate clothing.
.63

Table 2. The result of ANOVA for fashion lifestyle

Variables
Group 1

(n=122)

Group 2

(n=136)

Group 3

(n=87)

Group 4

(n=72)
F

Individuality orientation 3.58 (0.87) B 4.47 (0.61) C 4.49 (0.64) C 2.93 (0.76) A 97.42***

Practicality orientation 3.28 (0.70) A 3.51 (0.87) B 4.03 (0.79) C 4.59 (0.52) D 54.22***

Conspicuous orientation 3.10 (0.79) B 2.64 (0.95) A 4.00 (0.66) C 2.84 (0.75) A 51.92***

Fashion orientation 2.86 (0.96) B 3.14 (0.98) C 3.75 (0.71) D 2.07 (0.53) A 52.71***

Economic orientation 3.89 (0.95) C 3.53 (0.98) AB 3.63 (0.87) BC 3.60 (0.92) A 07.21***

Economic

pursuit group

Individuality

seeking group

Fashion

seeking group

Practicality

seeking group

***p<.001

Duncan test result: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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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Park(2014)의 연구에서 보수실용추구집단

의 기혼자가 높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직업

의 경우 경제성추구집단은 학생과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더 많은 반면 개성추구집단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더 많

았으며 패션추구집단은 사무직/공무원이 더 많은 반면

실용성추구집단은 사무직/공무원과 주부가 더 많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경제성추구집단은 서울 및 수도권의 거

주자가 더 많았고 개성추구집단은 서울 및 수도권과 부

산 및 경남지역의 거주자가 더 많은 반면 패션추구집단

과 실용성추구집단은 대구 및 경북지역 거주자가 더 많

았다. 구매금액의 경우 패션추구집단이 편집매장에서 구

매하는 금액은 20만 원 이상의 비중이 높고 개성추구집

단은 10~20만 원 미만이며 경제성추구집단은 5~10만 원

미만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실용성추구집단은

5만 원 미만의 제품 구매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별 편집매장에 대한 방문경험,

구매경험, 구매아이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에 따라 방문경험, 구

매경험, 구매아이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패션

추구집단과 개성추구집단이 경제성추구집단과 실용성

Table 3. Differences of demographics according to fashion lifestyle groups

Variables

Economic

pursuit group

(n=122)

Individuality

seeking group

(n=136)

Fashion

seeking group

(n=87)

Practicality

seeking group

(n=72) χ
2

n (%) n (%) n (%) n (%)

Age

20s 79 (64.9) 76 (72.4) 42 (46.3) 25 (38.3)

21.09***30s 17 (24.6) 23 (27.4) 19 (17.5) 25 (14.5)

40s 26 (32.5) 37 (36.2) 26 (23.2) 22 (19.2)

Marital

status

Single 84 (75.5) 92 (84.1) 50 (53.8) 32 (44.5)
14.43***

Married 38 (46.5) 44 (51.9) 37 (33.2) 40 (27.5)

Job

Student 55 (48.2) 55 (50.3) 33 (32.5) 15 (27.0)

37.39***
Office job/Public official 16 (25.3) 19 (26.4) 27 (17.1) 21 (14.2)

Service 31 (24.7) 31 (25.8) 04 (16.7) 15 (13.9)

Housewife 12 (15.9) 14 (16.5) 13 (10.7) 13 (08.9)

Residential

areas

Seoul metropolitan 28 (23.7) 34 (26.4) 09 (16.9) 10 (14.0)

17.80***Busan and Gyeongnam 24 (29.5) 41 (32.9) 23 (21.1) 01 (17.4)

Daegu and Gyeongbuk 70 (68.8) 61 (76.6) 55 (49.0) 49 (40.6)

Monthly

clothing

expenditures

(won)

Less than 50,000 21 (23.6) 22 (26.3) 15 (16.9) 22 (13.2)

25.32***
50,000 to less than 100,000 50 (43.3) 40 (48.3) 27 (31.1) 30 (24.3)

100,000 to less than 200,000 38 (35.9) 48 (40.1) 27 (25.8) 09 (20.2)

More than 200,000 12 (18.3) 25 (20.4) 18 (13.1) 0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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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erved frequency (Expected frequency)

Job: Except for the expected frequency less than 5 (n=374).

Table 4. Difference in behavior characteristics among fashion lifestyle groups

Variable

Economic

pursuit group

(n=122)

Individuality

seeking group

(n=136)

Fashion

seeking group

(n=87)

Practicality

seeking group

(n=72)

F

Visit experience 6.14 (3.33) B 7.57 (4.28) C 7.14 (3.68) BC 3.89 (2.94) A 17.15***

Purchase experience 3.83 (2.54) B 4.72 (3.18) C 4.52 (2.41) BC 2.63 (2.18) A 10.73***

Purchase item 4.85 (3.24) B 4.97 (3.30) B 4.94 (3.11) BC 3.15 (2.48) A 06.43***

***p<.001

Duncan test resul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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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집단보다 방문경험이 더 많았다. 구매경험의 경우

개성추구집단, 패션추구집단, 경제성추구집단이 실용성

추구집단보다 더 높았다. 패션추구집단이 편집매장을

가장 많이 방문하거나 구매하는 반면 실용성추구집단은

가장 적게 방문하거나 구매하였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패션추구집단이 패션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편집매장을

자주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추구집단, 개성

추구집단, 경제성추구집단이 실용성추구집단에 비해 구

매아이템수가 더 많았으며 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즉, 패션추구집단, 개성추구집단, 경제성추구

집단이 실용성추구집단보다 편집매장에서 다양한 제품

구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별 정보원 활용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TV패션광고를 제외한 모든 정

보원 활용에서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패션추구집단이 실용성추구집단보다 패

션잡지나 신문기사, 패션블로그, 지인소개, 판매원 설명,

매장디스플레이, 매장입구 간판 등의 정보원을 통해 편

집매장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즉, 패션추구집단이 가

장 많은 정보원을 활용하여 편집매장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적외모추구집단이 광

고, 디스플레이, 타인의 의복관찰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

었다는 Choi et al.(2011)의 연구결과와 광고, 홍보 등을

통해 편집매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Lee and Jo(2007)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2.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별 편집매장 인지의 차이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별 편집매장명에 대한 인지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이 패션라이프스타일 집

단에 따라 조사된 23개 편집매장명에 대한 인지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성추구집단과 패션추구집단이 편

집매장을 가장 많이 인지하였으며 개성추구집단과 패션

추구집단이 경제성추구집단과 실용성추구집단보다 편

집매장명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패션에

관심이 높은 집단이 패션브랜드 및 매장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라이프스타일 집

단에 따른 패션잡지 브랜드 인지도의 연관성에서 개성

추구집단이 패션잡지 브랜드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Kim and Lee(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3.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별 편집매장 태도의 차이

편집매장에 대한 태도 23문항의 요인추출을 위하여

Table 5. Differences in Source of information of multi brand store among fashion lifestyle groups

Variable

Economic

pursuit group

(n=122)

Individuality

seeking group

(n=136)

Fashion

seeking group

(n=87)

Practicality

seeking group

(n=72)

F

Fashion magazine newspaper 3.09 (1.48) B 3.26 (1.49) AB 3.67 (1.25) B 2.85 (1.35) A 04.93***

TV fashion advertisement 3.17 (1.55) 3.29 (1.45) 3.57 (1.34) 3.04 (1.43) 02.07***

Fashion blog 2.97 (1.60) AB 3.35 (1.56) B 3.52 (1.45) B 2.44 (1.27) A 08.32***

Acquaintance introduction 3.61 (1.63) AB 3.43 (1.55) AB 3.90 (1.31) B 3.03 (1.54) A 04.57***

Salesperson description 2.28 (1.20) A 2.21 (1.07) A 3.03 (1.18) B 2.19 (1.04) A 11.80***

Store display 3.98 (1.48) B 3.88 (1.66) AB 4.47 (1.12) B 3.28 (1.57) A 08.50***

Store signboard 4.02 (1.49) AB 3.82 (1.59) AB 4.26 (1.23) B 3.42 (1.70) A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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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result: A<B

Table 6. Differences in awareness of multi brand store among fashion lifestyle groups

Variable

Economic

pursuit group

(n=122)

Individuality

seeking group

(n=136)

Fashion

seeking group

(n=87)

Practicality

seeking group

(n=72)

F

Aware of multi brand stores 9.76 (4.21) B 11.72 (4.98) C 11.74 (4.74) C 7.29 (4.25) A 18.00***

***p<.001

Duncan test resul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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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요인분석에 의한 Varimax 회전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요인의 고유치가 1.0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내적일치도가 낮은 2문항을 제외한 21문

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쇼핑즐거움, 유행성,

상품가치성, 가격만족, 상품다양성인 5요인이 추출되었

다. 요인부하량은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5요인이 전체

분산의 72.88%를 설명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은 .67 이

상으로 나타났다. 편집매장 태도에 대한 요인 평균점수

를 살펴보면 유행성과 상품다양성(4.36)이 가장 높았으

며 쇼핑즐거움(3.95), 가격만족(3.42), 상품가치성(3.3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편집매장의 상품

과 디자인이 다양하며 유행상품이 많고 편집매장에서의

쇼핑을 즐기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별 편집매장에 대한 태도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편집매장에 대한 태도

5요인 가운데 쇼핑즐거움, 유행성, 상품가치성, 상품다

양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격만족에 있어

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쇼핑즐거움과 상

품가치성에 대해 패션추구집단이 경제성추구집단과 실

용성추구집단보다 편집매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

가하였으며 유행성에 대해 경제성추구집단과 패션추구

집단이 실용성추구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상품다양성에 대해 경제성추구집단, 개성추구집단, 패

Table 7. Factor analysis of the attitude towards multi brand store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Shopping

pleasure

I feel pleasure when I buy fashion products at multi brand stores. .86

4.01
19.10

(19.10)
.93

I lose track of time when shopping at multi brand stores. .83

The multi brand store has many fashion products that I am interested

in.
.81

I find it interesting to search information from and to purchase fash-

ion products at multi brand stores.
.81

I enjoy shopping at the multi brand store. .80

Popularity

It reflects the fashion trend quickly. .89

3.98
18.94

(38.04)
.92

There are many new trendy products. .87

It is equipped with the latest fashion styles. .85

The products change quickly. .76

When comparing to the other brands, the products change frequently. .72

Product

value

I feel special after purchasing these product. .82

2.65
12.61

(50.65)
.82

I think that the purchased products are limited. .78

When I find a product that I like, I need to purchase it since there

aren't many in stock.
.71

Price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the price of a product. .81

2.35
11.17

(61.81)
.67

The price is reasonable when comparing to the quality of the goods. .76

The product value more than its paid price. .63

The prices of products are generally expensive (R). .55

The prices of products are higher than the ones of other brands (R). .50

Product

diversity

In addition to apparel products, there are various products and assort-

ments.
.81

2.33
11.07

(72.88)
.83There are a variety of products in the store and the wide selection is

offered.
.80

There are various brand products in the store. .79

(R): revers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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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추구집단이 실용성추구집단보다 편집매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패션추구집단의 경우 쇼핑즐거

움, 유행성, 상품가치성, 상품다양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으며 실용성추구집단의 경우 쇼핑즐거움,

유행성, 상품가치성, 상품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

았다. 즉, 패션추구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편집매장에 대

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이는 패션에 관심이 높은 집단

이 편집매장에 대해 더 호의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Jeon

et al.(2012)의 연구에서 패션관심/개성추구집단이 유행성

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고려한 결과와 유사하다.

4.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별 편집매장 구매의도의

차이

편집매장에 대한 구매의도 5문항의 요인추출을 위하

여 주성분 요인분석에 의한 Varimax 회전을 실시한 결과

요인의 고유치가 1.00 이상인 요인만 추출하여 하나의 요

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은 .86 이상으로 나타났고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93 고유치는 3.87, 전체분

산은 77.44%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 대한 평균은 4.18

로 나타나 편집매장에서의 구매의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별 편집매장에 대한 구매의도

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9>와 같이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패션추구집단, 개성추구집단, 경제성추구

집단이 실용성추구집단에 비해 구매의도가 더 높았으며

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패션추구집

단, 개성추구집단, 경제성추구집단이 실용성추구집단보

다 편집매장에서 구매의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20~40대 여성 소비자의 패션라이프스타일에 의해 집

단을 분류한 후 이러한 집단에 따라 편집매장에 대한 인

지, 태도 및 구매의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40대 여성 소비자들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은 개성지향성, 실용지향성, 과시지향성, 유행지향성, 경

제지향성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러한 패션라이

프스타일 요인에 의해 경제성추구집단, 개성추구집단,

패션추구집단, 실용성추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20

~40대 여성 소비자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별 편집매

장명에 대한 인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지도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별

편집매장에 대한 태도 가운데 쇼핑즐거움, 유행성, 상품

가치성, 상품다양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패션추구집단, 개성추구집단과 경제성추구집단이 쇼핑

즐거움, 상품가치성, 상품다양성에 대해 실용성추구집

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패션추구집단과 경제성

Table 8.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multi brand store among fashion lifestyle groups

Variable

Economic

pursuit group

(n=122)

Individuality

seeking group

(n=136)

Fashion

seeking group

(n=87)

Practicality

seeking group

(n=72)

F

Shopping pleasure 3.83 (1.11) B 4.12 (1.14) BC 4.41 (0.86) C 3.27 (0.96) A 17.53***

Fashion ability 4.47 (0.93) B 4.29 (0.91) AB 4.54 (0.75) B 4.08 (0.92) A 04.56***

Product value 3.22 (1.08) B 3.45 (1.10) BC 3.75 (0.99) C 2.75 (0.90) A 13.21***

Price satisfaction 3.33 (0.76) 3.43 (0.67) 3.56 (0.62) 3.40 (0.73) 01.85***

Product diversity 4.40 (0.87) B 4.42 (0.85) B 4.67 (0.82) B 4.06 (0.90) A 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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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result: A<B<C

Table 9. Difference in purchase intention among fashion lifestyle groups

Variable

Economic

pursuit group

(n=122)

Individuality

seeking group

(n=136)

Fashion

seeking group

(n=87)

Practicality

seeking group

(n=72)

F

Purchase intention 4.20 (0.97) B 4.30 (0.97) B 4.44 (0.92) B 3.61 (0.79) A 11.99***

***p<.001

Duncan test resul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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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집단이 유행성에 대해 실용성추구집단보다 더 긍정

적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별 편

집매장에 대한 구매의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패션추구집단, 개성추구집단과 경제성

추구집단이 실용성추구집단에 비해 구매의도가 더 높았

다. 다섯째,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별 편집매장 이용자

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성추구집단은 경

제지향성이 높은 20대 미혼집단으로 편집매장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으며 편집매장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패션추구집단과 개성추구집단보다 부정적이었으나 실

용성추구집단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월 평균 패

션제품 구매금액은 5~1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하는 경향

이 있었다. 따라서 경제성추구집단은 편집매장이 상품

과 디자인이 다양하고 차별성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성추구집단은 개성지향성이 높고 과시지향성, 경제

지향성이 낮은 20대 미혼이 많고 학생과 서비스업 종사

자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편집매장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편집매장에 대한 태도는 쇼핑즐

거움, 상품가치성에 있어서는 실용성추구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편집매장의 방문경험, 구매경험

이 높고 구매한 아이템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 활용으로 패션블로그를 통해 편집매장을 알게 되

었으며 월 평균 제품 구매금액은 10~20만 원 미만으로 나

타났다. 또한 구매의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추구집단은 개성지향성, 과시지향성, 유행지향성

이 높고 40대와 사무직 빈도가 높은 집단으로 편집매장

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실용성추구집단에 비해

편집매장에 대한 태도 가운데 쇼핑즐거움, 유행성, 상

품가치성, 상품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패션잡지나 신문기사, 패션블로그, 지인소개, 매장디스

플레이, 매장입구 간판의 정보원을 통해 편집매장을 알

게 되었으며 월 평균 구매금액은 2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매장의 방문경험, 구매경험, 구매의도가

높으며 구매아이템수가 많았다.

실용성추구집단은 실용지향성이 높고 개성지향성, 유

행지향성, 경제지향성이 낮고 30대, 기혼, 대학교 졸업,

주부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편집매장 인지

도는 낮았다. 편집매장에 대한 태도에서 다른 세 집단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방문경험, 구매경험, 구매의

도, 구매아이템에서도 모두 낮았고 월 평균 구매금액은

5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20~40대 여성 소비자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징이 유사하더라도 패션라이프스타일이 다르며 패션

라이프스타일 집단에 따라 편집매장에 대한 인지, 태도

및 구매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패션라이프스타일

이 편집매장 이용자를 세분화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패션추구집단은 편집매장

에 대한 인지, 태도 및 구매행동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쇼핑즐거움, 유행성, 상품가치성, 상품다양성에 대해 긍

정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편집매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성과 과시성 및 유행에

관심이 높은 집단인 패션추구집단을 공략하는 가장 효

율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는 이 집단이 의복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있어 독특하고 차별화된 매

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쇼핑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다각적인 측면

에서 편집매장을 높게 평가하는 집단이기에 편집매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과 구매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되므로 다양한 정보원 활용과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

ationship management)를 통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고객

관리가 필요하다. 즉, SNS를 통해 재미를 추구할 수 있도

록 밈 마케팅(meme marketing)을 유도하는 프로모션 전

략으로 자연스럽게 편집매장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개성추구집단은 편집매장에 대한 인지

도가 높고 태도도 매우 긍정적이며 구매경험과 구매의도

가 높은 집단이므로 편집매장 주 고객이라 할 수 있다. 편

집매장에 대해 새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콜라보레이션

이나 기획전 등을 통해 편집매장의 특색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상품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패션블로그

를 통해 편집매장을 알게 된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으므

로 패션블로그를 통해 편집매장의 우수성을 알린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신규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편집매장에 대한 충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경제성추구집단은 편집매장의 구매경험이 많은 20대의

미혼 여성이 주를 이루며 유행성과 상품다양성은 높게

평가하지만 가격에 대한 만족도와 판매원의 전문성에 대

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표적시장으로

하는 편집매장의 경우 좀 더 저렴한 가격대의 상품구성

과 판매원 교육을 통해 편집매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와 구매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섯째, 실용성추구집단은 개성지향, 과시지향, 유행지향이

낮은 집단으로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편집매장에 대한

인지, 태도, 구매의도 및 행동특성 모두 낮기 때문에 편

집매장의 표적시장으로 선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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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매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

구의 연구대상을 20~40대 여성으로만 한정하였으며 20대

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었다. 또한 지역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및 경남지역, 대구 및 경북지역으로 설

문조사를 하였으나 지역 분포가 고르지 않아 지역적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여 일

반화시키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편집매장 선정은 의류와 신발로 한정되어 있

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aker, D. A. (1995). Building strong brands. New York, NY:

Free Press.

Apparel News. (2014). 2014-2015 Korea fashion brand ann-

ual. Seoul: Author.

Bae, H. J., Kang, Y. J., Kim, D. O., & Chung, I. H. (2005).

Lifestyle of male college students and their preference of

casual wear sty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

tume, 55(1), 86−100.

Chae, D. B. (2011). The effects of consumer perceived of spec-

ialty on repurchase intention of SPA bran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Chae, J. M. (2015). The effect of perceived mobile commerce

characteristics o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s accord-

ing to consumer group based on fashion shopping orien-

tation. Korea Science & Art Forum, 20, 441−453. doi:10.

17548/ksaf.2015.06.20.441

Choi, E. Y., & Jean, K. R. (2000). A study on the ornaments

wear of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life style and cloth-

ing behavior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9(1),

137−152.

Choi, K. A., Ko, M. K., & Chung, S. J. (2011). Middle aged

women's buying behavior according to their lifestyles. Jo-

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

(4), 385−395. doi:10.5850/JKSCT.2011.35.4.385

Chung, H. Y. (1995). Fashion lifestyle segmentation of col-

lege women's apparel market: Information sources-cloth-

ing benefits sought-store selection criteria.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3(2), 393−408.

Engel, J. F., & Blackwell, R. D. (1982). Consumer behavior

(4th ed.). Chicago, IL: Dryden Press.

Engel, J. F., Blackwell, R. D., & Miniard, P. W. (1995). Con-

sumer behavior (8th ed.). Fort Worth, TX: Dryden Press.

Eom, E. Y. (2015). The study on select shop directed current

consumption trend - Focused on change of fashion life style -.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Han, K. M., & Na, Y. J. (2003). Clothing-purchasing behavior

and preferred sensation according to fashion lifestyle of

female consum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

thing and Textiles, 27(9/10), 1026−1035.

Hong, S. S. (2007). Cosmetics purchasing behavior of males

based on the fashion life style. Journal of the Korean So-

ciety of Costume, 57(2), 29−44.

Jang, J. S. (2008). A effect on the clothing purchasing behav-

ior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fashion lifestyle

and star marke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Jeon, M. J., Oh, H. S., & Kim, J. W. (2012). A study on the

outdoor wear evaluation criteria and purchase practices

according to fashion lifestyle.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15(3), 201−208.

Jung, S. Y. (2010). Effects of clothing consumers' lifestyles on

eco-friendly buying behavior of fashion brands and mer-

chandi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im, C. S., & Lee, J. (2007). A study on consumer behaviors

by types of lifestyle for fashion marketing strategy. Jour-

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11),

1500−1509. doi:10.5850/JKSCT.2007.31.11.1500

Kim, H. H., & Kim, Y. S. (2007). A study on the make-up be-

nefits sought and attitudes according to fashion lifestyles

of silver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

tume, 57(9), 136−148.

Kim, H. J. (2015). The effects of fashion select shop's VMD

on the store loyalty.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ultu-

ral Product Art & Design, 40, 1−13.

Kim, H. J., Kim, M. S., & Yoo, D. K. (1995).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in apparel store choice-On fas-

hion life-style, self-image, and situational factors-. Jour-

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9(5),

774−789.

Kim, K. H. (2015). The effect of the congruity between self-

image and image of a multi-brand store on store attribu-

tes and consumer respon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im, N. (200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

shop in fusion era.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

versity, Seoul.

Kim, T. Y., Cho, A., & Lee, Y. J. (2014).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lothing purchasing motives of male consumers in

multi-brand fashion sto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8(5), 743−754. doi:10.5850/JK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에 따른 편집매장에 대한 인지, 태도 및 구매의도의 차이

– 451 –

SCT.2014.38.5.743

Kim, Y. S. (2009). A study on the perfume purchasing and us-

ing behavior according to men's fashion lifestyl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4), 933−944. doi:10.5934/

KJHE.2009.18.4.933

Ko, E., & Mok, B. (2001). A study on the advertising effects

by internet advertising types and fashion lifestyle. Jour-

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7),

1258−1269.

Ko, S. J., & Koh, A. R. (2009). A study on clothing purchase

behaviors as related to the fashion lifestyle of the new gen-

eration of Indian women living in Mumba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10), 1590−

1600. doi:10.5850/JKSCT.2009.33.10.1590

Ku, Y. S., Park, H. H., & Lee, S. M. (2001). A study on inf-

ant's wear brand positioning according to fashion lifestyle

of missy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

ume, 51(1), 49−59.

Kwon, K. D., Kim, S. H., & Lee, S. J. (2002). An exploratory

study on relations between fashion life style & consumer

behavior at decline stage of the fashion life cyc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6(2), 280

−291.

Lee, K. (1992). The effect of social status variables on cloth-

ing attitudes and buying behavior of Korean homemak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Lee, O. H. (2001). The effect of shopping attitude characteris-

tics on clothing purchase attitudes utilized to CATV home

shopping.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

ciation, 39(11), 145−160.

Lee, S. H., & Jo, S. (2007). The effects of multi-shop's store

image on the store loyalty and brand switch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

(1), 51−61.

Lee, S. I., Park, H. J., & Chung, H. Y. (2004). The impact of

TV-home shoppers' fashion-life style on fashion goods pur-

chasing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8(1), 54−65.

Lim, J. W., Kim, J. I., Hong, S. T., & Yi, Y. (2006). Consu-

mer behavior (3rd ed.). Seoul: Kyungmoom Publishers.

Park, K. H. (2014). Cognition, attitude and purchasing experi-

ence of SPA brands by types of fashion lifestyle.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6(4), 604−613. doi:10.5805/

SFTI.2014.16.4.604

Park, K. J. (2009). The influence of corporate image and brand

image on purchase intention by consumer trust and attit-

ud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won Univ-

ersity, Seougnam.

Park, K. Y., & Yoo, T. S. (2000). A relationship with sports

casualwear consumer's fashion life style and information

sour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0(4),

103−115.

Park, Y. G. (2008). A study about the influence of brands' cog-

nition on the intention of purchase of consumers - In the

focus of the intermediation effect of the internet searching

behavior of low involvement goo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Shin, J. D., & Choi, J. (2008). Ornament wearing practices ac-

cording to fashion lifestyle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

urnal of Human Ecology, 17(4), 723−731.

Song, H. Y., Goo, Y. L., & Lee, J. H. (2008). Preference of

neck-tie pattern designs according to male consumers' fas-

hion life style.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1(4), 489−500.

Sproles, G. B. (1979). Fashion: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apolis, MN: Burgess Publishing Company.

Yu, E. J., & Ku, Y. S. (2002).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of

department store credit card users according to fashion life-

sty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

try, 4(1), 40−46.

Yun, S. H. (2012). Satisfaction according to recognition and

purchasing behaviour of women consumers for SPA brands

cloth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