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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lassified respondents by consumption value and analyzed differences in the purchase behav-

ior of men's suits among consumption value group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 were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research problems. Factor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male consumption values included safety-oriented value, individuality-oriented value, others-oriented

value, pleasure-oriented value, aesthetic-oriented value, low price-oriented value, community-oriented value,

utility-oriented value, innovation-oriented value, and self-expression oriented value. The study divided res-

pondents into personal satisfaction pursuit group, beauty & functionality pursuit group, individuality pursuit

group, and others-oriented & low cost preference group according to consumption value. There were signi-

ficant differences in selection criteria for men's suit (product image, physical properties of product, and brand

name), selection reasons of brand (fashion & ostentation, individuality, and refinement), store attributes (store

environment/salesperson service, reputation/additional service, and product assortment/shopping convenien-

ce).

Key words: Consumption value, Men's suit purchase behavior, Selection criteria, Store attribute, Purchase

intention; 소비가치, 신사복 구매행동, 선택기준, 점포특성, 구매의도

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남성들은 커리어, 자신감, 매력 등에

있어서 다른 남성들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자신만

의 개성과 매력을 드러내는 외모를 꾸미고자 한다. 이

렇듯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남성

들은 의복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기를

원하기에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Baek

& Lee, 2016).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킬 수 있는 패션 제

품에 대한 남성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남성 소비자들

은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만족시켜주고 자신을 표현하

기 위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것이 소

비가치로, 소비가치는 소비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욕

구의 표현이자 지속적인 신념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소

비가치의 기준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Kwon &

Rhee, 2000). 소비가치는 제품을 구매하고 선택하는데

있어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며 소비행동과 소비선

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Myeong, 2016).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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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소비가치는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 제품을 구매하

는 동기, 점포를 선택하는 기준, 점포의 유형 등과 같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 Shin, 2012; M. S.

Lee, 2014; Song, 2008).

현대 남성 소비자들은 디자인이나 소재, 가격 대비 성

능(가성비)을 중시하기에 세련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남성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

매할 때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Moon, 2017). 이에 따라,

최근 남성복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신사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봄 시즌의 주요 남성복

브랜드의 신사복 판매율은 최대 70%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갤럭시’는 2015년보다 20% 증가한 수치이며, ‘캠브

리지멤버스’도 신사복 판매량이 2015년 전년 대비 200%

상승하였다(Kim, 2015). 이는 현재 지속되는 경기 불황

으로 인해 비즈니스 캐주얼웨어보다는 신사복을 선호하

는 남성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Kim, 2016) 국내 신

사복의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Lee, 2016). 그

러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중장년층의 경우 고가의 신사

복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으며(Shim, 2017), 이는 자신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

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 소비자들이 신사복을 구매할 때

자신의 소비가치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으로, 이

와 관련해서 An(2012)은 남성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와

변화된 소비가치로 인해 남성 소비자들은 자신의 외모

나 신체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슬림(slim)하고 세련된 핏

(fit)의 정장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현대 남성의 변화하는 소비가치에 따라 신사

복 제품 구매수요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남성의 소비가치

를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신사복 구매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신사복의 수

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성 소비자의 신사복에

대한 구매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남성 소비가치에 관한 연구로는 남성의 소비가

치가 패션 잡화 브랜드 충성도와 관련된 연구(An, 2012),

남성 화장품과 소비가치와 관련된 연구(Park & Lee,

2013), 남성의 소비성향과 남성 멀티샵 브랜드와 관련된

연구(Kim, 2007), 남성 소비자의 가치추구와 쇼핑행동에

관한 연구(Kim, 2006) 등이 있어 남성들의 소비가치와

신사복 구매행동을 다룬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소비가치에 따라 남성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유형화된 집단별 신사복 구매행동

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신사복 시

장과 남성 소비자들의 소비가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히고, 신사복 업체에서 남성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비가치

소비가치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및 선택하는 데 있

어 지침이 되는 개념이며(Myeong, 2016), 소비자들이 소

비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신념으로 제품 구매 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된다(Kim, 2016). 소비가치는 소비행동 및

소비선택의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기이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개인적 신념으로 소비자가 소비활동

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다(Lee, 2015). 이와 같이

소비가치는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의 표현이며 지속적인 신념이다(Kwon & Rhee, 2000).

소비가치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Sheth et al.(1991)의

소비가치 이론으로, 현재 소비가치에 관한 대부분의 선

행연구들이 이 연구자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Sheth et

al.(1991)의 소비가치는 기능적, 사회적, 감정적, 진귀적,

상황적 가치의 5가지 소비가치로 분류된다. Sheth et al.

(1991)의 소비가치 이론은 미국인의 소비가치를 바탕으

로 한 것인데 반해 Koo et al.(2015)은 한국인의 소비가치

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소비가치를

효용지향, 안전지향, 저가지향, 쾌락지향, 혁신지향, 심미

지향, 공동체지향, 타인지향, 자기표현지향, 자율지향 가

치로 구성하였다.

소비가치에 대한 연구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가장 활발하며 그 외에 대학생, 노인, 남성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 여성의 소비가치를 측정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Lee and Shin(2012)은 20 · 30대 여성 소

비자들의 소비가치를 기능적, 진귀적, 과시적, 감정적, 사

회적, 유행추구 가치로 유형화하였고, Lee(2010)는 소비

가치를 친환경적, 과시적, 심미적, 향유적, 경제적 가치

로 유형화하였다. Kim et al.(2011)은 20~50대 여성 소비

자들의 소비가치를 사회적, 심미적 표현, 경험적, 품질,

경제적 가치로 유형화하였으며, Jang and Lee(2017)는 기

능적, 감정적, 인지적, 상황적, 사회적 가치로 유형화하

였다. Rha and Lee(2004)는 직장여성의 소비가치를 브

랜드 이미지, 자기표현성, 기능적, 진귀적, 코디성, 사회

적, 심리적 가치로 유형화하였고, Yoon and Lee(2015)는

표현적, 사회적 가치로 유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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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Park(2015)은

대학생의 소비가치를 정서적, 사회적, 가격 대비, 내구성,

에코, 일관성 가치로 유형화하였고, Park and Ku(2008)

는 사회적, 차별적 개성추구, 물질적, 기능적, 상황적 가

치로 유형화하였다. 노인의 소비가치를 알아본 Hur and

Ahn(2009)은 실버 소비자들의 소비가치를 사회적, 쾌락

적, 기능적, 친환경적 가치로 유형화하였다.

남성의 소비가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2006)

은 사회적 안정가치추구, 개인적 쾌락가치추구로 유형

화하였고, Park and Lee(2013)는 유행추구, 사회적 욕구

추구, 확장자아추구로 유형화하였으며, 이외에 남성 소

비자의 소비가치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Kim, 2007).

위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의 소비가치

는 심미적, 과시적, 진귀적, 사회적, 심리적, 기능적, 감정

적, 경제적, 향유적, 유행추구 가치 등 매우 다양하게 조

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소비가치는 사회적 안정

가치추구, 개인적 쾌락가치추구, 유행추구, 사회적 욕구

추구, 확장자아추구 등이 조사되었으며 연구사례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사용된 소비가치 측정도구는 Sheth et al.

(1991)의 소비가치 개념을 바탕을 둔 것이기에 본 연구

에서는 한국인의 소비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Koo

et al.(2015)의 문항을 사용하여 남성의 소비가치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2. 구매행동

구매행동은 경제적 서비스나 재화를 계획하여 소비할

때 보여주는 사람들의 행동이라 볼 수 있지만, 아직 구

매행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구매행동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Lee

et al.(2014)은 구매행동을 상표와 점포를 결정하는 것이

라 정의하였다. Jeong(2013)은 구매행동을 인지, 태도, 행

동 등으로 구성하여 친구, 준거집단, 다양한 사회계층 및

문화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

인이라 하였다.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

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자들은 구매행동을 구매동기, 제

품 구매 시 고려하는 속성, 구매장소나 점포속성, 구매

비용 등을 알아보았기에(Choi, 2009; Hwang, 2009; Jung

& Lee, 2011; Jung, 2015; Kim & Lee, 2014; Kim, 2011;

Park, 2010; Shin, 2015)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남성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결

과를 살펴보았다.

구매동기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성 소비자들

은 매장에 진열된 상품이 마음에 들거나, 배우자 또는

애인의 권유로 인해서, 남성적 매력과 품위를 표현하기

위해서(Kim & Hwang, 2009), 계절변화, 체형변화, 트렌

드의 변화, 매장 디스플레이, 사회적 시선 때문에(Y. J.

Lee, 2014), 또는 실용성, 고급성, 독특성, 편리성, 최신

트렌드 반영을 위해서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였다(Choi,

2009).

Kim and Hwang(2009)은 남성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동기는 유행, 실용적, 심미적 동기라 하였으며 Kim(2011)

은 20 · 30대 남성 소비자들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맞춰 입을 옷이 없다는 것과 세일과 같은 판매촉진이 구

매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Jung and Lee(2011)는

남성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여 만족감을 얻기 위해

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집단의 동조성으로 인

하여 패션 제품을 구매하며, 특히 제품의 품질과 실용성

이 중요한 구매동기하고 하였다.

제품 속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30 · 40대 남성들

은 제품 구매 시 제품 속성 가운데 브랜드, 디자인, 색, 맞

음새, 가격, 유행성, 가공방법을 고려하며(Ha et al., 2008),

40 · 50대 남성의 경우 디자인과 가격, 품질, 색상, 맞음새,

소재 등을 고려하고(Y. J. Lee, 2014), 20대 남성의 경우

치수, 30대는 브랜드명, 40대는 교환 및 환불, 50대는 품

위품격, 점포분위기 및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0). Jung(2015)의 연구에서는 디자인,

다른 옷과의 조화, 색상, 맞음새 등과 같은 내재적 요인

과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 내구성, 가격, 브랜드 명성, 신

분 상징, 유행성과 같은 외재적 요인이 남성들의 의류 구

매 시 영향을 미치는 제품 속성으로 나타났다. Kim and

Park(2014)은 남성 소비자들은 의류 제품 구매 시 디자

인, 스타일, 브랜드, 가격 등 다양한 제품 속성을 고려한

다고 하였다.

이처럼 남성 소비자들의 구매동기, 제품 선택동기, 또

는 구매 시 중요시하는 제품 속성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

되고 있으며 동조성, 브랜드 명성, 자신의 개성표현, 트

렌드 고려, 품질, 색상, 맞음새, 디자인, 가격, 실용성, 고

급성, 유행성, 신분 상징, 소재, 내구성 등 매우 다양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점포속성 또는 구매장소에 관한 연구로는, 남성 소비

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장소로 주차환경이 편리하며

판매원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거나 친

절하기 때문에 백화점을 이용한다고 하였다(Sh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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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가격에 옷을 사기 위한 남성들은 주로 상설할인매장

을 많이 이용하며, 그 다음으로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을 이용하였다(Ha et al., 2008). 40 · 50대 남성들은 사이

즈가 다양하게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유명상품의 옷이 구비되어 있거나 점포의 신뢰성

으로 인해 패션 아울렛, 백화점, 브랜드 대리점, 인터넷,

대형마트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Y. J. Lee, 2014). 패션

에 관심이 높은 경우 면세점에서 주로 제품을 구매하였

으며, 가성비를 고려하는 합리적인 소비가치를 추구하

는 집단은 백화점에서 할인기간에 제품을 많이 구매하

는 반면 과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집단은 세일과 상관없

이 백화점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 Hwang, 2014).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가격이 저렴

하기 때문에, 유명제품의 옷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편

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판매원이 친절하거나 제

품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의 점포

의 속성으로 인해 남성 소비자들이 구매장소를 선택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매비용과 관련된 연구결과로는, 백화점을 주로 이

용하는 남성들 중 20 · 30대 남성들은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의 신사복 구매비율이 높은 반면(Shin, 2015),

중년층의 경우 3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의 구매비율

이 높았다(Park, 2010). 패션 아울렛을 많이 이용하는 40

· 50대 남성들의 월 평균 구매비용은 10만 원 미만이었

다(Y. J. Lee, 201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남성 소비자들은 구매동기, 제품 선택동기, 점포의 속성,

구매비용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패션 제품

을 구매함을 알 수 있었다.

3. 소비가치와 구매행동

소비가치와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나, 남성

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비가치와 신사복 구매행동에 관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기에 소비가치와 패션 제품 구매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Park(2015)은 소비가치를 정서적, 사회적, 가격 대비,

내구성, 에코, 일관성 가치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이

가운데 가격 대비 가치와 정서적 가치만이 패스트 패션

구매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ong(2008)

은 소비가치를 긍정적 감정추구, 외모지향적, 유행추구,

개성추구, 사회적합성추구, 기능적, 사회적 가치로 분류

하였으며, 이러한 소비가치와 패션 명품 구매(구매동기,

점포특성)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행추구가치와 개성추구가치의 경우 심리

적 구매동기와, 긍정적 감정추구가치의 경우 고급성 구

매동기와, 외모지향적 가치, 기능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

의 경우 고급성 구매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패션 점포특성에 있어서는 유행추구가치와 외모지향적

가치, 기능적 가치와 사회적합성추구가치, 사회적 가치

의 경우 품질과 가격점포특성에, 긍정적 감정추구가치

와 외모지향적 가치, 사회적 가치의 경우 서비스점포특

성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ark and Lee

(2015)는 소비가치를 사회적, 감정적, 기능적 소비가치로

분류하였으며 이 가운데 감정적, 기능적 소비가치만이

친환경 의류 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소비가치에 따라 소비자를 집단화하여 구매행동과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Kang

(2015)은 소비가치인 진귀적, 기능적, 감각적, 사회적, 상

황적 가치에 의해 소비자를 과시적 실용추구, 감각추구,

개성추구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집단에 따라 패션 제

품 구매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과

시적 실용추구집단은 패션 제품의 실용성과 과시성을

중시하는 반면, 개성추구집단은 심미성과 실용성을 중

시하여 제품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Park and Ku(2008)

는 소비가치에 따라 사회적 가치추구, 기능적 가치추구,

차별적 개성추구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사회적 가치

추구집단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의 개성과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기능적 가치추구집단은 필요한 상황

이거나 저렴한 가격선에서 가격비교가 용이한 제품을

선택하며, 차별적 개성추구집단은 차별화된 제품을 선

택하여 구매한다고 하였다. Lee and Shin(2012)은 여성

소비자의 소비가치에 의해 진귀-감정추구, 기능추구, 유

행추구, 사회-과시추구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진귀-감

정추구집단은 구매에 있어 독특성, 감정, 개성 등을 중

시하였고, 기능추구집단은 여유분의 돈이 생기면 구매

하였으며, 유행추구집단은 광고와 유행성을 중시하였고,

사회-과시추구집단은 광고, 품위유지, 소장가치를 중시

하여 가방 구매를 한다고 하였다. Choi(2015)는 소비가

치에 따라 실용추구, 과시편리추구, 개성유행추구, 감정

과시추구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모든 집단에서 모피

의류를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다고 하였다. 점포

선택속성은 실용추구집단과 개성유행추구집단은 상품

의 가격을, 과시편리추구집단은 매장의 신뢰도를, 감정

과시추구집단은 매장의 신뢰도와 상품의 가격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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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소비가치와 구매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형화된 소비자 집단에

따라 의류 제품 구매 시 중요시하는 속성, 제품 선택기

준, 구매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므로 남성 소비자의 소비가치에 따라 신사복 구

매행동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남성의 소비가치에 따른 신사복 구매행동 차이에 대

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연구문제 1. 남성 소비자의 소비가치의 하위차원을

밝힌다.

연구문제 2. 소비가치의 차원에 따라 남성 소비자를

분류한 후 분류된 집단별 신사복 구매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는 남

성 20~59세를 대상으로 2016년 10월 15일부터 2017년

6월 10일까지 총 3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수거

된 설문지 가운데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

고 총 28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소비가치의 경우 Koo

et al.(2015)이 개발한 34문항을, 신사복 선택기준은 Kim

and Lee(2004)가 사용한 15문항을, 브랜드 선택이유, 점

포특성, 구매의도는 Jung and Lee(2011)가 사용한 각 20문

항, 20문항, 4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신사복은 성인 남자용의 보편적인 평상 정장으로

세미 정장, 브리티시 정장 등을 포괄하는 보통 상의와 바

지로 된 한 벌의 슈트를 의미한다. 소비가치와 신사복이

관련된 문항 이외에도 연령, 교육수준 및 가계의 월 평

균 소득, 의복비 지출에 관해 측정하였으며 모든 설문

문항은 리커트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1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소비가치와 구매

행동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

다. 소비가치 요인에 의해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소비가치 집단별 신사복 구매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Duncan 검정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

보면 20대가 145명(51.5%)으로 과반수였고, 30대가 74명

(26.3%), 40대가 43명(15.3%), 50대가 15명(5.5%)이었으

며, 직업은 학생이 81명(29.0%), 사무직이 152명(54.5%),

기타가 46명(16.4%)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

교 졸업 이하가 45명(16.1%), 대학교 재학 중이 85명

(30.5%), 대학교 졸업 이상이 149명(53.4%)이었다. 가계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78명(28.2%), 200~300만 원

미만이 119명(43.0%), 300만 원 이상이 80명(28.9%)이

었다. 의복비 월 지출은 50만 원 미만이 208명(74.3%),

50만 원 이상이 72명(25.7%)으로 나타났고, 거주지는 대

구가 187명(66.8%), 경상북도가 80명(28.6%), 기타가 13명

(4.6%)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소비가치 요인분석 결과

소비가치 요인추출을 위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에 의한

Varimax 회전을 실시한 결과 <Table 1>과 같이 10 요인

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안전한 것, 위험하지 않은 것,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을 중시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안전지향가치’라 명

명하였다. 요인 2는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과 독특한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개성지

향가치’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주변 사람들과 같이 소

비하는 것과 남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등 타인에

대한 의식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타인지향가치’

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즐겁고 재미있고 오락적인 것

등 쾌락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쾌락지향가치’라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아름답고 세련된 것 등 아름다움

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심미지향가치’라 명명하였

다. 요인 6은 가격이 싼 것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저렴

한 가격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저가지향가치’라

명명하였다. 요인 7은 내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등 사회적 수용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공동체지향가치’라 명명하였다. 요인 8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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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좋고 실용적이며 가치 있는 제품을 중요시 여기는

등 효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효용지향가치’라 명

명하였다. 요인 9는 새로운 기술, 최신 제품 및 색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등 새로움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or consumption value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Safety-

oriented

value

I value safety. .88

3.72
10.93

(10.93)
.89

I put importance on things that keep me safe from harm. .83

I value health. .80

I put importance on things that ensure my safety. .79

I put importance on non-hazardous choices. .75

Individuality-

oriented

value

I place importance on creating my own unique image. .87

3.22
09.47

(20.40)
.88

I place importance on displaying my character and who I am. .75

It is important to reveal my personality. .75

It is important to be unique from others. .76

Others-

oriented

value

I put importance on famous brands. .84

2.81
08.28

(28.68)
.85

It is important that the brand is well exposed. .80

I consider it important to share similar consumption patterns with

those around me.
.79

Pleasure-

oriented

value

I put importance on things that are fun. .90

2.73
08.04

(36.72)
.88I put importance on things that are entertaining. .89

I put importance on things that provide joy. .80

Aesthetic-

oriented

value

I put importance on sophistication. .83

2.39
07.02

(43.74)
.85I put importance on things that are pleasing to the eye. .77

I put importance on beauty. .73

Low price-

oriented

value

I put importance on cost. .87

2.31
06.78

(50.52)
.84I value low price. .87

I put importance on minimizing cost. .80

Community-

oriented

value

I value what is socially acceptable. .75

2.20
06.46

(56.98)
.76

I consider it important to fit in well with my social group. .74

Things that others consider as decent stuff is important to me. .57

I consider it important to be decisive about consumption. .57

Utility-

oriented

value

I put importance on practical items. .77

2.15
06.32

(63.30)
.77I value good performing items. .75

I put importance on items that are as valuable as their cost. .71

Innovation-

oriented

value

I put importance on new ideas and application of new techniques. .85

2.11
06.20

(69.50)
.76I put importance on the latest products and models. .74

I value new and different things. .66

Self-expression-

oriented

value

I consider it important to make a purchase decision the way that

I want.
.85

2.02
05.96

(75.46)
.77

It important to consume as I please. .73

I value my happiness.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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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혁신지향가치’라 명명하였다. 요인 10은 내가 어

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것이나 내가 행복한 것을 중요하

게 여기는 등 자기표현에 대한 문항으로 ‘자기표현지향

가치’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oo et al.(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소비가치 요인과 매우 유사하였다. 소

비가치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7 이상이었으며 10 요

인의 설명력은 75.46%이었고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계수는 .76 이상이었다.

소비가치의 요인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효용지향가

치(4.76)’가 가장 높아 남성들은 신사복 구매 시 성능과

실용성을 중요시하며 가격만큼 가치 있는 제품을 구매

하는 성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자기

표현지향가치(4.56)’, ‘심미지향가치(4.53)’, ‘안전지향가

치(4.14)’, ‘저가지향가치(3.92)’, ‘혁신지향가치(3.89)’, ‘개

성지향가치(3.87)’, ‘공동체지향가치(3.84)’, ‘타인지향가

치(3.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구매한 제품 브랜드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

음을 알 수 있었다.

2. 신사복 구매행동 관련 변인 요인분석 결과

신사복 구매행동 관련 변인인 신사복 선택기준, 브랜

드 선택이유와 신사복을 주로 구입하는 점포특성과 요

인추출을 위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에 의한 Varimax 회전

을 실시하였다. 신사복 선택기준은 4 요인이 추출되었으

며 신뢰도계수가 낮거나 요인부하량이 낮게 적재된 2 문

항이 제외되었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5 이상이었

으며, 4 요인의 설명량은 65.10%,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

는 신뢰도계수는 .58 이상이었다(Table 2). 신뢰도계수

가 .60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하나(Huh et

al., 2000) 신사복 선택기준 가운데 브랜드명에 대한 신

뢰도계수는 이런 기준에 약간 모자라는 .58이었다. 신뢰

도계수가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할 경우 추

출된 요인의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 연구결과 해석에 어

려움이 있으며, Kim and Lee(2004)의 연구에서 두 변인

(브랜드와 제조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기에, 본 연구

에서도 이 두 변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분석하고자

한다.

요인 1은 신사복의 색상, 디자인, 사이즈, 전체적 이미

지 등 신사복의 이미지에 대한 문항으로 ‘제품 이미지’

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품질보증, 가격 등에 대한 문항

으로 ‘가격/품질’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섬유성분, 직

물문양, 단추, 지퍼 등 의복의 물리적인 요소들에 대한

문항으로 ‘제품의 물리적 특성’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4

는 상표와 제조국에 관한 문항으로 ‘브랜드명’이라 명명

하였다. 신사복 선택기준의 요인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제품 이미지(4.95)’가 가장 높아 남성들은 신사복의 색

상, 사이즈, 디자인 등을 기준으로 신사복을 선택함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가격/품질(4.52)’, ‘제품의 물리

적 특성(4.22)’, ‘브랜드명(3.48)’의 순으로 나타나 남성들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or selection criteria of men's suit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Product image

Color .84

2.58
19.84

(19.84)
.76

Design .80

Size of clothes .64

Overall image of men's suit .55

 Price/quality

A/S .78

2.21
17.03

(36.87)
.69Quality guaranteed .75

Price .66

Physical

properties

of product

Component of fiber .72

2.15
16.51

(53.38)
.75

Textile pattern .71

Cutting and sewing .70

Component such as button or zipper .67

Brand name
Brand .84

1.52
11.72

(65.10)
.58

Country of manufacturer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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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표나 제조국을 기준으로 신사복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브랜드 선택이유는 3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신뢰도계

수가 낮거나 요인부하량이 낮은 2 문항이 제외되었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2 이상이며 3 요인의 설명량은

59.07%로 나타났고 신뢰도계수는 .68 이상이었다(Table

3). 요인 1은 9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부

유함을 나타내거나 돋보이기 위한 값비싼 옷을 구입하

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내용이기에 ‘유행/과시성’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4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색

다른 옷이나 나를 더욱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

품을 선호하는 내용이므로 ‘개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5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적당히 무난한 옷과 고급

스러운 제품을 선호하는 내용이므로 ‘세련성’이라 명명

하였다.

브랜드 선택이유의 요인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세련

성(4.24)’이 가장 높아 남성들은 무난하며 고급스러워 보

이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개성(3.58)’, ‘유행/과시성(2.86)’의 순으로 나타나 남성

들은 최신 유행제품이나 값비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사복을 주로 구입하는 점포특성은 4 요인이 추출되

었으며 신뢰도계수가 낮거나 요인부하량에 낮게 적재된

4 문항이 제외되었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7, 4 요

인의 설명량은 63.54%,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는 .69 이상이었다(Table 4). 요인 1은 7 문항으로 구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or selection reason of men's suit brand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Fashion/

Ostentation

To display my wealth and social status to others. .85

5.58
31.01

(31.01)
.90

To purchase quality clothing that will identify me as upper class. .84

To buy expensive clothes that make me stand out. .82

To enjoy displaying my expensive clothes collection to those

around me.
.79

To purchase elegant clothing that represent my social status. .74

To purchase clothing that made its appearance in latest fashion

magazines.
.72

To buy highly valued, quality products that are economically pri-

ced.
.71

To buy clothes that gives off a unique vibe that attract others. .64

To buy clothes that are not necessary, but to keep up with the

latest fashion trends.
.55

Individuality

To try out new styles or trends that others are not wearing. .73

2.63
14.63

(45.64)
.77

To buy clothes that I can wear in different combination in-line/

match with the clothes that I have.
.63

To buy clothes to express my unique character. .61

To buy clothes that fit my sense of aesthetics and fashion sense. .67

Refinement

To buy clothes that I do not get sick of wearing for long and is

resilient to color-fading or shape-change.
.77

2.42
13.43

(59.07)
.68

To go around several stores, compare prices and quality and then

buy the most appropriate choice of clothes.
.66

To purchase clothing regardless of fashion trends but have utility

in a variety of situations.
.65

To buy clothing that will allow me to blend in seamlessly at any

location.
.64

Because the whole image of menswear is luxuriou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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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으며 점포가 깨끗하고 분위기가 좋으며 판매원이

친절하다는 내용이기에 ‘점포환경/판매원 서비스’로 명

명하였다. 요인 2는 4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포의 명

성이 높고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므로 ‘명성/부가

서비스’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3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과 교환 등이 용이하다는 내용

이므로 ‘상품구색/쇼핑편의’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2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저렴한 가격에 대한 내용이므로

‘가격’으로 명명하였다.

신사복 점포특성의 요인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상품

구색/쇼핑편의(4.47)’가 가장 높아 남성들은 교환이 용

이하고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이 구비된 점포를 가장 선

호하였다. 그 다음으로 ‘점포환경/판매원 서비스(4.29)’,

‘가격(4.47)’, ‘명성/부가서비스(3.76)’의 순으로 나타나 유

명한 점포나 사은품 제공에 대해 고려하는 성향이 상대

적으로 낮았다.

3. 소비가치 요인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

소비가치 10 요인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분류하기 위

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 집단

으로 분류할 경우 각 집단의 소비가치 특성이 중복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5 집단으로 분류할 경우 군집의 차

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4 집단으로 분류할 경

우 각 집단의 특성이 잘 드러났기에 4 집단 K평균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류된 4 집단별 소비가치 요인

점수 평균값을 비교하여 각 집단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

였다(Table 5).

군집 1은 안전지향가치, 쾌락지향가치, 심미지향가치

가 높고 개성지향가치, 저가지향가치가 낮게 나타나 ‘개

인만족추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자신에 대

한 개성을 표현하는 것과 가격이 저렴한 것을 선호하지

않으나 오락적인 것과 예쁜 것,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군집 2는 타인지향가치, 심미지향가치, 효용

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가 높은 반면 안전지향가치가 낮

게 나타나 ‘심미기능추구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이 집단

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해 제품이 혁신적이며 디자인

이 아름다워야 하며 동시에 타인의 시선에도 민감한 편

이다. 이는 유명한 브랜드와 새로운 제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Lee and Shin(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기능추구

집단과 유사하다. 군집 3은 개성지향가치, 효용지향가치,

자기표현지향가치가 높은 반면 타인지향가치, 쾌락지향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or store attributes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Store

environment/

salesperson

service

The stores are clean and pleasant. .78

4.08
25.53

(25.53)
.88

The salesperson has adequate knowledge of the products. .77

Facilities and atmosphere of store are good. .74

Fitting room to try on the clothes are very convenient. .72

The salesman is sincere and kind. .71

The showroom is well decorated and well-furnished. .71

The salesperson helps to choose a product that suits me. .62

Reputation/

additional

service

Offer free gifts, special coupons, accumulating points, etc. .81

2.23
13.90

(39.43)
.69

The store provides a parking lot. .65

Products are provided by a famous brand. .60

Reputation of store is on the high level and trustworthy. .57

Product

assortment/

shopping

convenience

The quality of clothes is good. .77

1.96
12.23

(51.66)
.72There are various sizes. .63

Exchange, return and refund are easy. .58

Price
You can buy clothes at cheap prices. .87

1.90
11.88

(63.54)
.71

It is high quality for its low price.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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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심미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가 낮게 나타나 ‘개성

추구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자신의 개성이 드

러나는 것과 내가 행복한 것을 추구하나 유명하고 보기

좋은 신제품은 추구하지 않는 집단이다. 군집 4는 타인

지향가치와 저가지향가치가 높은 반면 효용지향가치와

자기표현가치가 낮게 나타나 ‘타인지향저가선호집단’

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유명한 브랜드와 타인의 시

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것을 중요시 여기나 실용적인

것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하지 않는 집단이다.

4. 소비가치 집단별 구매행동의 차이

소비가치에 의해 유형화된 집단별 신사복 구매행동

변인인 신사복 선택기준, 브랜드 선택이유, 점포특성, 구

매의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 및 Duncan

검정을 실시하였다. 신사복 선택기준 중 가격/품질 요인

을 제외한 제품 이미지, 제품의 물리적 특성, 브랜드명

3 요인에서 소비가치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able 6).

신사복 선택기준에서 개인만족추구집단, 심미기능추

구집단과 개성추구집단이 제품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고

려하였다. 특히 개인만족추구집단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

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는 예쁜 것과 안전한 것을 추

구하는 집단특성 상 신사복의 바느질이나 단추와 같은

요소를 신사복 선택기준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타인지향저가선호집단은 브랜드명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이는 Kang(2015)의 과시성집단은 품질과

브랜드 등을 중요시 여긴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소비가치 집단별 신사복 브랜드 선택이유의 차이를 살

펴보면 모든 요인에서 소비가치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모든 집단에서 브랜드 선택이유로 세련성

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특히 타인지향저가선호

집단은 유행/과시성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는 유명브

랜드를 선호하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집단의 특성

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타인지향저가선호집단과

심미기능추구집단은 개성을 중요시하였고, 특히 심미기

능추구집단은 세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는 실

용적이며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집단의 특성이 반영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비가치 집단별 신사복을 주로 구입하는 점포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격 요인을 제외한 점포환경/판매원

서비스, 명성/부가서비스, 상품구색/쇼핑편의 3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미기능추구집단은 점포환경/

판매원 서비스를, 타인지향저가선호집단은 명성/부가서

비스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을 의식하

고 가격이 저렴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유명상품

의 옷이 구비되어 있고 사은품 등을 제공하며 신뢰도가

높은 점포에서 신사복을 구매한다고 볼 수 있다.

개성추구집단과 타인지향저가선호집단은 다른 집단

보다 상품구색/쇼핑편의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과시

추구집단이 제품 구매 시 AS 등에서 만족한다는 Choi

(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실용적이며 아

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일수록 판매원의 친절도

와 쾌적한 점포를 선호하는 반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

Table 5. Results of analyses of variance for consumption values

Variables 
Group 1

(n=49)

Group 2

(n=53)

Group 3

(n=48)

Group 4

(n=115)
F-value

Safety-oriented value −.70 (0.82) A −1.19 (0.80) C −.14 (0.90) B −.19 (0.70) B 56.84***

Individuality-oriented value −.91 (1.07) C 0−.02 (0.90) B −.54 (1.13) A −.17 (0.66) B 24.18***

Others-oriented value −.45 (0.80) C 0−.13 (1.03) B −.80 (0.71) C −.58 (0.80) A 38.14***

Pleasure-oriented value −.62 (0.95) A 0−.05 (1.03) B −.56 (1.15) C −.01 (0.78) B 12.87***

Aesthetic-oriented value −.55 (0.88) A 0−.30 (0.87) A −.52 (1.26) C −.15 (0.82) B 13.47***

Low price-oriented value −.57 (1.12) B 0−.13 (1.03) A −.25 (1.06) B −.29 (0.76) A 10.94***

Community-oriented value −.01 (1.18) 0−.21 (1.08) −.05 (1.13) −.07 (0.80) 01.06***

Utility-oriented value −.01 (0.86) B 0−.56 (0.79) A −.51 (0.71) A −.48 (1.02) C 23.06***

Innovation-oriented value −.14 (1.10) AB 0−.47 (0.86) A −.65 (1.14) B −.01 (0.81) B 12.24***

Self expression-oriented value −.11 (1.00) A 0−.08 (1.08) A −.45 (1.01) A −.27 (0.89) B 06.74***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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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격이 저렴한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사은품이 제

공되며 교환과 반품 등이 용이한 점포를 선호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소비가치 집단별 신사복 구매의도를 살펴본 결과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구매의도를 문항별로 분석

한 결과 3번째 문항(나는 신사복을 아직 구매하지 않았

지만 구매할 의향이 있다)과 4번째 문항(신사복을 구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미기능추구집단, 개성추구집

단, 타인지향저가선호집단은 개인만족추구집단보다 신

사복을 구매할 의향과 구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간

을 투자할 의향이 높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남성복 내수 시장의 침체로 인해 소비심리

가 위축되면서 캐주얼웨어보다 활용도가 높은 신사복

구매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가치에 따른 집단별 신사

복 구매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소비가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안전지향, 개성표현지향, 타인지향, 쾌락지향,

저가지향, 공동체지향, 심미지향, 효용지향, 혁신지향, 자

기표현지향 가치의 10 요인이 추출되었다. 신사복 선택

기준은 제품 이미지, 가격/품질, 제품의 물리적 특성, 브

랜드명의 4 요인이 추출되었고, 브랜드 선택이유는 유행/

과시성, 개성, 세련성의 3 요인이, 신사복 점포특성에서

는 점포환경/판매원 서비스, 명성/부가서비스, 상품구색/

쇼핑편의, 가격의 4 요인이 추출되었다.

둘째, 소비가치 요인을 군집분석한 결과, 오락적인 것

과 예쁜 것,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개인만족추구집단’,

아름답고 실용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을 추구하는

‘심미기능추구집단’,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과 내가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개성추구집단’, 유명한 브랜드와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격이 저렴한 것을 선

호하는 ‘타인지향저가선호집단’으로 분류되었다.

Table 6. Differences in purchase behavior among consumption value groups

Variables

Personal

satisfaction

pursuit group

(n=49)

Beauty &

functionality

pursuit group

(n=53)

Individuality

pursuit group

(n=48)

Others-oriented

& low cost

preference group

(n=115)

F-value

Selection

criteria

Product image 5.06 (0.73) A 5.28 (0.60) A 5.15 (0.71) A 4.70 (4.70) B 08.09***

Price/quality 4.71 (0.93) 4.38 (1.06) 4.51 (1.00) 4.48 (0.98) 01.03***

Physical properties of product 4.56 (0.96) A 4.03 (0.92) B 4.17 (1.04) B 4.14 (0.95) B 03.35***

Brand name 2.97 (1.17) B 3.38 (1.22) B 3.16 (1.19) B 3.86 (0.98) A 09.46***

Brand

selection

reason

Fshion/ostentation 2.35 (0.80) C 2.78 (1.00) B 2.34 (0.94) C 3.33 (0.88) A 21.10***

Individuality 3.15 (1.00) B 3.76 (0.91) A 3.40 (1.20) AB 3.77 (0.89) A 05.71***

Refinement 4.31 (0.82) AB 4.50 (0.86) A 4.30 (0.84) AB 4.08 (0.77) B 03.52***

Store

attribute

Store environment/salesperson service 4.46 (0.87) AB 4.50 (0.85) A 4.28 (0.84) AB 4.13 (0.90) B 02.89***

Reputation/additional service 3.77 (0.91) AB 3.77 (1.11) AB 3.43 (1.03) B 3.89 (0.86) A 02.66***

Product assortment/shopping conveni-

ence
4.80 (0.87) B 4.71 (0.74) B 4.25 (0.85) A 4.32 (0.90) A 05.92***

Price 4.11 (1.17) 4.21 (1.08) 3.79 (1.23) 3.90 (0.92) 01.80***

Purchase

intention

To buy a men's suit from now on 4.42 (1.37) 4.87 (1.14) 4.66 (1.17) 4.37 (1.21) 02.26***

To continue purchasing a men's suit 4.00 (1.64) 4.59 (1.19) 4.36 (1.45) 4.28 (1.20) 01.63***

Not to buy a men's suit yet, but will

buy one
3.34 (1.78) B 4.15 (1.74) A 4.27 (1.53) A 3.99 (1.28) A 03.31***

To spend more time buying a men's

suit
3.17 (1.51) A 4.14 (1.48) B 3.85 (1.41) B 3.81 (1.21) B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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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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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비가치에 따라 유형화된 집단별 신사복 선택

기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제품 이미지, 제품의 물리적 특

성, 브랜드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미기능추구

집단, 개인만족추구집단과 개성추구집단은 상대적으로

제품 이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특히 개인만족추

구집단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타인지향저가선호집단

은 브랜드명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넷째, 소비가치 집단별 브랜드 선택이유 모든 요인인

유행/과시성, 개성, 세련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

든 집단에서 신사복 브랜드 선택 시 세련성을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하였고, 타인지향저가선호집단은 유행/과시성

을, 심미기능추구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세련성을 더 중

요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보

기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소비가치 집단별 신사복을 주로 구입하는 점

포특성 요인 중 점포환경/판매원 서비스, 명성/부가서비

스, 상품구색/쇼핑편의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

미기능추구집단은 점포환경/판매원 서비스, 타인지향저

가선호집단은 명성/부가서비스와 상품구색/쇼핑편의를,

개성추구집단은 상품구색/쇼핑편의를 더 중요하게 여겼

다. 이는 타인지향저가선호집단의 경우 타인의 시선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점포의 명성을 고려하고, 개성추

구집단은 자신의 개성을 잘 드러내야 하므로 이러한 욕

구를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상품구색을 갖춘 점포를 선호

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소비가치 집단별 신사복 구매의도는 유의한 차

이는 없었으나 구매의도 문항 가운데 ‘나는 신사복을 아

직 구매하지 않았지만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는 문항과

‘신사복을 구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의

향이 있다’의 문항에서만 심미기능추구집단, 개성추구집

단, 타인지향저가선호집단이 개인만족추구집단보다 구

매의도가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남성의 소비가치에 따라 신사복 구매행

동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소비가치가 남성복 시장

을 세분화할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심

미만족추구집단과 자신을 표현하려는 성향이 높은 개

성추구집단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외모에 대한 관

심이 높은 남성들의 사회적 현상을 잘 반영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현대 남성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가치에 따라 신사복을 구매함에 있어 다양

한 측면을 고려하여 선택하기에, 이들이 신사복 구매 시

원하는 것이 명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신사복 제품

상품기획 및 프로모션 전략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

럴 경우 남성의 고객만족도와 신사복 구매만족도를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사복 업체를 위한 마케팅 시

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소비자의 경우 신사복 구매 시 세련성을 가

장 고려하고 유행/과시성을 가장 고려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마케터들은 트렌디한 디자인을 반영

한 제품보다 실용적이며 고급스러운 제품이라 느낄 수

있는 신사복 디자인을 제안한다면 남성 소비자의 신사

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이제까지

많이 판매된 신사복을 분석하여 세련되며 장기간 착용

할 수 있는 디자인들을 제시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예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개인만족추구형

남성 소비자의 경우 신사복의 소재와 바느질, 단추와 같

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중요히 여긴다. 그러므로 마케

터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의 세

부적인 특성까지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예를 들어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거나 소재에 어

울리는 색다른 단추나 부속품들을 사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더한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성들의

신사복 상품기획 시 제품의 기능 및 품질, 관리의 편의

성 등을 강조한다면 남성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성 소비자 중 특히 타인을 의식하고 가격이 저

렴한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

기에 이들은 신사복 시장의 중요한 목표 시장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사은품의 제공과 교환 및 환불 서비스

를 제공해주는 점포를 선호하므로, 마케터들은 소비자

들이 신사복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을 수

립해야 할 것이다. 예로, 신사복 구매 시 넥타이나 셔츠

등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제품의 교환과 환불 등

의 서비스를 용이하게 한다면 남성 소비자의 점포에 대

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실용적이며 아름답고 새로운 제품을 추구하는

심미기능추구형 남성 소비자의 경우 점포환경/판매원 서

비스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므로 마케터들은 신사복 점

포의 마감재, 바닥재, 기둥, 행거 등 전반적인 매장의 인

테리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깔끔한 점포이미지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남성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

해 판매원의 친절함이나 정보 제공 등과 같이 판매원의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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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

구의 조사대상자를 대구와 경북 지역 거주가가 많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이

에 후속연구에서는 여러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확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

로 많았기에 후속연구에서는 한 연령대에 치중되지 않

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을 분석한다면 더욱 확고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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