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 문화연구

제 8 권 제 6 호 842-852 (2000)
5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및 의류쇼핑동기에 관한 연구

이승 희 

국민대 학교 의 상디 자인 학과 시 간강사

A Study on Conspicuous Consumption and Clothing Shopping Motives 
according to Life Style

Seung-Hee Lee

Dept, of Fashion Design, Kook Mi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consumer groups according to the life style dimensions and to analyze 

conspicuous consumption, clothing shopping motives among consumer groups, and also to clarify relationships 

between 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life style, conspicuous consumption, clothing shopping motives. The 

subjects were 329 women in their twenties living in Seoul. For data analysis, mean,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t-test, ANOVA, Duncan test were conducted.

The resets were as follows;
First, consumer groups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ive subdivisions: passive group, appearance 

consideration/se^realization group, appearance indifference group, family oriented/economic group, achievement 
oriented/active group. Secon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classified life style groups were found in 

conspicuous consumption and clothing shopping motives.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ife style, 
conspicuous consumption, clothing shopping motive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like age, occupation.

Key words: life style（라이프 스타일）, conspicuous cgsumpHon（과시소비성期, clothing shopping motives（의류 

쇼핑동기）

I.서 론

최근 의류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소비자 

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어,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 

을 조직화하고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 

표세분집단을 선정하고 세분된 소비자 집단의 특성 

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은 경제성장에 따른 생 

활수준의 향상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이전의 단 

순한 소비자에서 벗어나 제품을 자신의 생활양식과 

연관시켜 구성하는 생활자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의 생활양식에 일치하는 제품과 서비 

스를 선택한다(Spmles, 1979). 따라서 소비자를 이전 

의 단순한 측면이 아닌 생활전체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생활의 구조적 측면인 생 

활의식, 생활행동, 가치관, 성격 등의 복합물로 일차 

원적이 아니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며 소비자행동을 이해하고 설명,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Engel & Blac

kwell, 1982; Lazer, 1971)을 이용하여 소비자 집단을 

분류하는 것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의 류학 분야에 서 라이 프스타일을 시 장세분화의 

-842 -



제 8 권 제 6 호 이 승 회 53

기준으로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라이 

프스타일 차원을 탐색하고 이 차원에 따라 세분된 

집단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임경복, 

1991; 김미영 • 이은영, 1992; 조필교 • 추태귀 • 구양 

숙, 1995). 그러나 아직까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 

비자집단의 특성을 개인적 특성인 과시소비성향과 

의류쇼핑동기 측면에서 규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 

다. 과시소비성향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야기되는 것으 

로(백경미, 1995; 김태은, 1997), 개인의 가치 및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쇼핑행동과 관련된 선 

행연구에 의하면 소비자의 쇼핑성향이 라이프스타 

일 및 심리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나(Shim & Kotsiopulos, 1992; 박광희 1997), 의류쇼 

핑동기는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구매에 있어서 중요 

한 소비층인 20대여성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소비자집단을 분류하고, 소비자집단 

의 특성을 과시소비성향과 의류쇼핑동기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20대 여성소비자의 소비행동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의류업체의 마케 

팅 전략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20대 여성의 일 

반적인 라이프스타일 차원을 밝히고 라이프스타일 

차원에 따라 소비자집단을 분류하며, 둘째, 소비자집 

단별 과시소비성향 및 의류쇼핑동기를 비교분석하 

고, 세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과 

시소비성향, 의류쇼핑동기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n. 이론적 배경

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이 란 사람들이 살아가고 돈과 시간 

을 소비하는 전반적인 생활양식을 나타낸다(김동 

기 • 이용학, 1993). 즉, 한 개인이 세상에서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전체적인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이프스타일 개념이 소비자행동 연구에 도입된 

것은 1963년 미국 마케팅학회에서 이 개념이 정착,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특히 라이프스타일 

개념을 처음 도입시킨 공로를 인정받고 있는 Lazer 

(1971)는 라이프스타일을 사회 전체 내지 일부 사회 

계층의 특징적이고 차별적인 삶의 형태라고 정의하 

고, 소비양태는 사회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때 

문에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 예측하는데 라 

이프스타일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라이프스 

타일의 개념을 의복구매 행동에 적용시킨 Sproles 

(1979)는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자 행동의 관계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일치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주체로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 

의복도 단순한 물질적 객체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의 표현물로써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받 

는다고 하였다. 또한 Jamow & Judelle(1974)는 라이 

프스타일을 의복의 패션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 

로 보았다.

의류학분야에서 라이프스타일을 다룬 연구를 살 

펴보면 김미영 • 이은영(1992)의 연구에서 주부들의 

라이프스타일 차원은 여가 활용성, 외모 지향성, 자 

신감 지향성 전통적 가정 지향성, 절약 지향성, 물질 

지향성 차원으로 나타났고, 라이프스타일 차원에 따 

라 주부를 유형화시킨 결과 성취 추구형, 여가 활동 

형 물질 추구형, 보수 절약형, 소극 침체형 등 5유형 

으로 분류되었다. 그 결과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의 

복평가기준은 신분 상징성, 유행성, 실용성, 경제성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임경복(1991)의 연구 

에서는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 차원을 유행 • 쇼핑 

관심, 자신감, 가족 충실성, 여가 충실성, 적극적 자 

기관리, 보수적 여성, 적극적 활동성, 경제적 관심도 

등 8개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여대생 

을 유행 추구 집단, 가정 지향성 집단, 외부 지향성 

집단, 보수적-알뜰집단, 소극 침체형 집단으로 분류 

하였다. 그 결과 집단간 의복구매 행동에서 부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조필교 • 추태 

귀 • 구양숙(1995)은 경제적 절약성, 여가 활용성, 가 

족 지향성, 과시적 소비성, 자신감 지향성, 보수적 독 

립성 등의 6가지 생활양식 차원에 따라 노년층 여성 

을 소극 보수형, 침체 독립형, 쾌락 추구형, 실리 추 

구형, 물질 추구형으로 분류하였고, 집단간 의복행동 

은 상징성, 흥미성, 심미성, 관리성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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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시소비 성향

과시소비란 지위상품을 고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는 욕망에 

의해 자극 받아 행해지는 것이며, 제품의 경제적, 생 

리적 효용에서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자극 받아 이 

루어지는 것으로 과시소비가 일어나는 조건은 환경 

으로서의 사회 가치관과 개인적 성향 두가지로 볼 

수 있다(Mason, 1981).

우리 나라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세속적인 가 

치관의 팽배로 경제적인 부의 축적현상과 함께 생활 

전반에 걸쳐 과시적 소비현상을 가져오게 되었고(유 

명의, 1993), 최근에는 고급 내구소비재, 해외 유명브 

랜드 상품, 해외여행 등 특정분야에 대한 소비지출 

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 

람들은 체면의식이 강해 경제적 실력 이상으로 옷에 

대한 치장을 과시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김재은, 

1987).
과시소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민경 

(1997)의 연구결과 의복의 과시적 소비행동은 연령 

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 

상적 구매를 자주 할수록 의복 등으로 자신을 드러 

낼 수 있는 과시적 소비행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백경미(1995)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과시소비성향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21세 이상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김태은(1997)의 

연구결과 연령에 따른 과시소비성향을 보면 21-30 

세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시소비 성향은 자 

아개념, 물질주의 성향, 소비자의식, 소득적정감, 상 

대적 비교감과 준거집단 영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과시소비 성향은 개인의 심리적 

인 성향과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 

아 야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과시소비 성향은 개인의 가치, 태도, 신 

념 및 외부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라이 

프스타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3. 의류쇼핑 동기

동기는 목표를 향해서 행동의 방향을 지시하고 

촉진시키며 가속화시키도록 하는 내적상태(Cohen, 

의류쇼핑동기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981)이며, 이러한 동기는 소비자의 행동을 유발시 

키고 방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지각, 학습, 개성, 태도 및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주며 이것은 다시 소비자의 행동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쇼핑동기란 실제제품을 구입하려는 동기뿐 아니 

라 그와 관련이 없는 변수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숙자, 1992)으로서, 소비자의 쇼핑동기는 구매동기외 

에 다양한 심리적 요구에 의해 동기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

쇼핑행동의 동기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Tau- 

ber(1972)는 쇼핑동기를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루 구분하였고, Dawson & Bloch & Ridgway(1990)는 

쇼핑동기를 제품요인 동기와 경험적요인 동기로 구 

분하였다. 윤중식(1988)의 연구에서는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쇼핑하는 사람을 구매객이라고 정의하고, 

구매객의 쇼핑동기를 경제적 동기와 여가선용적 동 

기로 구분하였다.

의류쇼핑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20대 여성 

을 대상으로 한 박수경(1994)의 연구결과 의류쇼핑 

동기는 여가선용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로 분류되었 

고, 의류쇼핑동기에 따른 소비자 집단간 선호점포유 

형, 인구통계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경복(1997)의 연구 

에서 의류쇼핑동기의 요인은 유행추구요인, 경제추 

구요인, 사교성 요인으로 나타났고, 자아개념과 쇼핑 

동기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여학생의 경우 인지적 

자아개념 이 유행추구요인과 정적상관을 보여 주었다. 

정명선，김재숙(1999)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류 

쇼핑 동기를 구매시점에서 제품지향적 동기 즉 제품 

구매동기와 여가 선용적 동기 즉, 제품구경동기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 제품구매 동기집단이 제품구경 

동기집단보다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의류쇼핑 동기는 심리적 특성 및 인구 

통계적 특성과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쇼핑 

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쇼핑성향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심리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Shim & Kotsiopulos, 1992; 박 

광회, 1997),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의류쇼핑 

동기는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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皿.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 20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차원을 

밝히고, 라이프스타일 차원을 기준으로 소비자 집단 

을 분류한다.

연구문제 2 :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집단별 

과시소비성향을 비교 분석한다.

연구문제 3 :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집단별 

의류쇼핑동기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문제 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 

일, 과시소비성향, 의류쇼핑동기의 차이를 밝힌다.

2. 측정도구

즉정도구로는 설문지 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라이프스타일 측정문항, 과시소비성향 측정문항, 의 

류쇼핑동기 측정문항, 인구통계적 변인 측정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라이프스타일 측정문항은 생활 전반에 대한 태도 

및 행동방식에 관한 질문으로, 선행연구（임경복, 

1991; 김미영 • 이은영, 1992; 고애란 • 홍희숙, 1995） 

로 부터 28문항을 선택수정하여 사용하였고, 5점 척 

도로 되어 있다.

과시소비성향 측정문항은 선행 연구（편세 린, 1997; 

김민희, 1998）로 부터 17문항을 선택수정하여 사용 

하였고,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의류쇼핑동기 측정문항은 선행연구（Westbrook & 

Black, 1985; Dawson, Block & Ridgway, 1990; 윤중 

식, 1988）를 토대로 작성한 박수경（1994）의 문항중 

예비조사를 거쳐 14문항을 선정하였고,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여대생에게는 나이와 전공 

계열을 묻는 문항이 직장여성에게는 나이와 학력, 

직업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측정도구는 의류학 전문가（교수 및 강사 3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고, 신뢰도는 Cronbach's a값 

을 구하여 각 측정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표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은 대학생과 직장여성으로 분류 

하여 대학생의 경우 전공계열을 고려하고 직장여성 

의 경우 연령, 직업을 고려한 편의표집법을 사용하 

였다. 자료수집은 1999년 6월에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되지 않은 것과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총 329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평균, 요인분석, 군집분석, t-test, ANOVA, 던 

컨의 다중범위검증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면 25세 미만이 

79.9%, 25세 이상이 20.1% 대학생이 70.5%, 직장인 

이 29.5%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대학생의 경우 인문 

사회 계 열이 55.6%, 자연과학계 열이 25.9%, 예체능계 

열이 18.5%의 분포를 보였고, 직장인은 고졸이 

24.7%. 전문대졸이 25.8%, 대졸 이상이 49.5%의 분 

포를 보였으며, 전문직 이 16.5%, 사무직 이 67.0%, 판 

매 • 서비스직이 16.5%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집단 분류

1） 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

20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표 1＞과 같이 총 설명력 49.8%를 

나타내는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설명력 

12.5%로 포함된 문항의 의미를 검토한 결과 외모중 

시성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성취/활동성으로 명 

명하였으며 설명력은 11.0%이었다. 요인 3은 문항의 

의미를 살펴보아 경제적 절약성으로 명명하였고（설 

명력 9.9%）, 요인 4는 자아실현성（설명력 8.8%）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5는 포함된 문항의 의미를 검토 

하여 가족지향성（설명력 7.6%）으로 명명하였다. 한 

편 4문항은 요인 부하량이 낮아 제외되었다.

2） 라이프스타일 차원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집단 

분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소비자집단을 분류하기 위 

해 각 라이프스타일 차원의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군 

집분석한 결과 5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라이 

프스타일 차원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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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라이프스타일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외모 중시성

몸치장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828
외모를 멋있게 하는 것은 나의 생활과 활동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814
사람들은 나를 멋장이라고 한다. .709
새 유행패션을 보기 위해 패션잡지 보기를 즐긴다. .667
여성화장은 미의 창조라고 생각한다. .550
아이겐 값 3.001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12.5%
신뢰도 계수(a) .786

요인 2: 성취/활동성

스포츠(수영, 볼링, 에어로빅댄스)를 즐긴다. .783
나는 스포츠에 직접 참가하여 즐기기를 좋아한다. .774
나에게 어떤 직업이 주어진다 해도 자신있게 해낼수 있다. .585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고야 만다. .568
한가하고 편안한 생활보다 일이 바쁜 생활이 보람있다. .498
모임에서 내 자신의 의견을 많이 발표하는 편이다. .466
아이겐 값 2.638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11.0%
신뢰도 계수(a) .716

요인 3: 경제적절약성

확실한 계획 또는 예산하에서 돈을 지출한다. .695
나는 값싼 물건이라도 구매시 물건가격을 확인한다. .658
나는 물건 구입시 가능하면 여러 상점을 둘러본다. .618
정보를 모아서 상품에 대한 비교를 해본 후 물건을 산다. .568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기 위해 저축한다. .534
마음에 드는 물건은 당장 필요없어도 사둔다(r). -.461
아이겐 값 2.365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9.9%
신뢰도 계수(a) .649

요인 4: 자아실현성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부인은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이 이상적이다*). — .743
남편도 경우에 따라 부엌일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47
여성도 자기 일을 가져야 한다. .622
집안의 중요한 일은 가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 -.609
아이겐 값 2.니 8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8.8%
신뢰도 계수(a) .628

요인 5: 가족지향성

우리 가족은 함께 외식이나 극장구경을 종종 간다. .792
여행은 친구보다 가족과 함께 가는 일이 많다. .683
나는 부모나 형제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620
아이겐 값 1.833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7.6%
신뢰도 계수(a)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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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자집단 분류 결과 (n=329)

집단

라이
스타일 차亙'、、、

집단 1 
소극적 집단

(n=86)

집단 2 
외모중시/자아실현 

집 단 (n=57)

집단 3 
외모 무관심 

집 단 (n=52)

집단 4 
가족지 향/ 

알뜰 집단(n=68)

집단 5 
성취/활동 집단

(n=66)
F

외모 중시성 一 0.016 C 0.760 A -1.519 D 0.448 B 0.099 C 84.31***

성취/활동성 -0.122 B -0.121 B -0.324 B -0.795 C 1.338 A 85.75***

경제적 절약성 0.092 BC -0.863 D -0.178 C 0.478 A 0.273 AB 20.12***

자아 실현성 -1.072 C 0.630 A 0.460 AB 0.278 B 0.203 B 60.65***

가족 지향성 -0.292 C -0.669 D -0.105 BC 0.871 A 0.143 B 28.91***

***P＜001, a: 지수가 높을수록 요인의 성격이 강한 것임

집단 1은 자아실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가족 

지향성과 성취/활동성도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전 

반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소극적 인 생활양식을 가 

지고 있는 집단이므로 소극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외모 중시성과 자아 실현성이 가장 높게 나 

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의 사회활동에 긍정적이 

며 외모를 멋있게 하는 것이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므로 외모중시/자아실현 집 

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자아 실현성은 높은 편 

이나 나머지 요인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고 특히 외 

모 중시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몸치장에 관심이 없는 집단이므로 

외모 무관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4는 다른 집 

단에 비해 경제적 절약성과 가족 지향성이 가장 높 

게 나타나 절약적 경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집단이므로 가족 지향/알 

뜰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5는 성취/활동성 이 가 

장 높게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적극적이고 활동 

적이며 성취욕구가 강한 집단이므로 성취/활동 집단 

으로 명명하였다.

2. 소비자집단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20대 여성의 과시소비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 

분석한 결과〈표 3＞과 같이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 

으며, 총 설명력은 65.3%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은 

브랜드지향, 신분상징지향, 타인인정지향, 부의 표시 

지향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4문항은 요인부하 

량이 낮아 제외되었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집단별 과시소비성 향 

은〈표 4＞와 같다. 20대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신분 

상징지향의 소비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집단별로는 소극적 집 

단과 외모중시/자아실현 집단, 가족지향/알뜰 집단의 

경우 신분상징지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모 무관심 집단과 성취/활동 집단은 부의 표시지 

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집단별 과시소비성 

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랜드지향 요인과 타 

인인정지향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극적 집단과 외모중시/자아실현 집단, 가족지향 

/알뜰 집단, 성취/활동 집단은 외모무관심 집단보다 

브랜드지향과 타인인정지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소극적 집단과 외모중시/자아실현 집단, 

가족지향/알뜰 집단, 성취/활동 집단이 상대적으로 

브랜드 지향과 타인인정 지향의 소비성 향이 강한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브랜드가치 추구 집 

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외모중시/소비지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고애란 • 홍희숙(1995)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3. 소비자집단에 따른 의류쇼핑동기

20대 여성의 의류쇼핑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 

분석한 결과〈표 5〉와 같이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 

며 총 설명력은 51.0%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은 여 

가선용적 동기 대인적 동기, 경제적 동기로 명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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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과시소비성향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브랜드지향 요인

외출복 구매시 브랜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옷은 주로 백화점이나 유명브랜드 전문매장에서 .841
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대체로 유명브랜드의 제품이다. .810
나는 작은 물건(지갑, 벨트)을 살 때에도 어떤 상표인가 신경써서 산다. .802
주위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값비싼 옷을 구입한다. .672
가격은 다소 비싸더라도 이름있는 제품이 좋다. ,666
나는 옷이나 기타 상품을 구입할 때 상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꼭 확인해 보고 구입한다. .596
우리집 형편에 비해 구입하기 어려운 고급스럽고 비싼 옷을 무리해서라도 구입할 때가 있다. .573

아이겐 값 3.695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28.4%
신뢰도 (a) •876

요인 2: 신분상징지향 요인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 보인다. 航
거주하는 집을 보고 그 사람의 지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647

아이겐 값 1.752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13.5%
신뢰도 (a) .564

요인 3: 타인안정지향 요인

만약 유명상표 제품을 구입할 여유가 없다면 가짜 유명상표 제품이라도 구입한다. .850
내가 유명브랜드의 옷을 입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스럽다. .523

아이겐 값 1.574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12,1%
신뢰도 (a) .478

요인 4: 부의 표시지향 요인

사람들이 모피코트를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모피코트가 부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844
사람들이 유명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가 았다. .785

아이겐 값 1.465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11.3%
신뢰도 (a) ,566

〈표 4> 소비자집단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집 단 

과시소冰、 

성향 요인

소극적 집단

(『86)

외모중시/ 

자아실현 

집단(n=57)

외모무관심 

집단 

(n=52)

가족지 향/

알뜰 집단

(n=68)

성취/활동 

집단 

(n=66)

체
 
균

29 

전

평

-

F

브랜드지 향 -2.73 A 2.78 A 2.29 B 2.76 A 2.75 A 2.68 4.40**

신분상징지향 3.56 3.57 3.37 3.57 3.43 3.51 124

타인인정지향 2.41 A 2.30 A 1.93 B 2.25 A 2.32 A 226 3.31*

부 표시지향 3.35 3.56 3.63 3.46 3.52 3.49 1.14

*P<.05> **p<.01> a: A.B는 던컨테스트 결과임, b: 점수가 높을수록 성향이 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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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류쇼핑동기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여가선용적 동기

새로운 의복을 구경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편이다. .731
여러 가지 흥미있는 상품진열을 구경하기 위해 쇼핑하곤 한다. .688
반드시 필요한 의복을 사기 위해서만 점포를 방문한다©. -.646
쇼핑하면서 다른 점포내의 진열을 구경하는 것이 즐겁다. .638
짧은 시간내에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위하여 쇼핑하곤 한다«). -.551
친구들과 어울려서 쇼핑하는 일이 많다. ,500

아이겐 값 2.426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22.1%

신뢰도 (a) .701

요인 2: 대인적 동기

판매원이나 다른 손님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772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판매원들이 있는 점포에서 쇼핑하는 것이 좋다. .762
조금 흠이 있는 상품을 살 때에는 값을 깎는 편이다 .506

아이겐 값 1.599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14.5%
신뢰도 (a) .503

요인 3: 경제적 동기

의복을 살 때에 주로 바겐세일 등 실질적으로 값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닌다. .859
적당한 가격의 의복을 찾아보기 위하여 쇼핑한다. .678

아이겐 값 1.585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14.4%
신뢰도 (a) .548

였다.

라이 프스타일에 따른 소비 자집 단별 의 류쇼핑 동기 

는〈표 6＞과 같다. 20대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의류 

쇼핑시 경제적 동기의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는 여가 선용적 동기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집단별로 보면 소 

극적 집단과, 외모무관심 집단, 가족지향/알뜰 집단, 

성취/활동 집단은 의류쇼핑시 경제적 동기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모중시/자아실현 

집단은 여가 선용적 동기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라이 프스타일 에 따른 소비 자집 단별 의 류쇼핑 동 

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가선용적 동기 요인, 

대인적 동기 요인, 경제적 동기 요인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외모중시/자아실현 집단과 가족지향/알뜰 집단은 

의류쇼핑시 다른 집단에 비해 여가선용적 동기의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모무관심 집단은 

여가선용적 동기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성취/활동 집단은 의류쇼핑시 소극적 집단, 

가족지향/알뜰 집단 및 외모무관심 집단에 비해 대 

인적 동기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지 

향/알뜰 집단과 성취/활동 집단은 소극적 집단과 외 

모중시/자아실현 집단, 외모무관심 집단에 비해 경제 

적 동기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중시/자아실현 집단은 상대적으로 

의류쇼핑시 여가선용적 동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고, 외모무관심 집단은 상대적으로 여가선용적 동기 

와 대인적 쇼핑동기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지향/알뜰 집단은 상대적으로 의류쇼핑시 여가 

선용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성취/활동 집단은 상대적으로 대인적 동기와 경제적 

쇼핑동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제성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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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소비자집단에 따른 의류쇼핑동기

집 단 
의류쇼슈、、^ 

동기요인

소극적 집단

(n=86)

외모중시/ 

자아실현 

집단 (n=57)

외모무관심

집단 (n=52)

가족지 향/

알뜰 집단

(n=68)

성취/ 

활동 집단

(n=66)

전체 평균 

(n=329)
F

여가선용적 동기 3.50 B 3.68 A 3.14 C 3.70 A 3.55 B 3.53 9 54***

대인적 동기 2.97 B 3.08 AB 2.61 C 2.91 B 3.29 A 2.98 8.16***

경제적 동기 3.72 B 3.61 B 3.52 B 3.95 A 3.97 A 3.77 6.30***

***p<001 a: ABC는 던컨테스트 碓一과임

구 집단이 라이프스타일 차원중 근검절약지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난 고애란 • 홍희숙(1995)의 연구결과 

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4. 인구통계적 변인과 라이프스타일, 과시소비성 

향, 의류쇼핑동기와의 관계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과시소비 

성향, 의류쇼핑동기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7>과 같다.

t-test 결과 라이프스타일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낸 소비자의 과시소비성향 요인은 브랜드 

지향과 부의 표시지향으로서, 20대 후반이 20대 전 

반 보다 브랜드지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20대 

전반이 20대 후반보다 부의 표시지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쇼핑동기에서는 여가 선용적 동기 요 

인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20 

대 전반의 연령집단이 20대 후반보다 여가 선용적 

쇼핑동기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소비자의 라 

이프스타일 차원은 경제적 절약성과 자아실현성으 

로서, 대학생 집단이 직장인보다 경제적 절약성과

〈표 7>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과시소비성향, 의류쇼핑동기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 

변 인

연 령 직 업

20 〜24세 25 〜29세 t 직장인 대학생 t

라이프 

스타일

외모중시 성 3.34 3.22 1.37 3.29 3.33 0.59

성취/활동성 3.28 3.45 -2.07 3.39 3.29 -1.45

경제적절약성 3.45 3.35 1.43 3.33 3.47 2.17*

자아실현성 4.20 4.09 1.54 4.06 4.22 2.57*

가족지 향성 3.09 3.19 -1.01 3.04 3.14 L15

과시소비 

성향

브랜드지 향 2.64 2.86 -2.20* 2.72 2.66 — 0.63

신분상징지향 3.55 336 1.84 3.36 3.57 2.45*

타인인정지향 2.27 2.24 0.34 2.22 2.28 0.64

부의 표시지향 3.55 3.24 2.47* 3.22 3.60 3.72***

의류 

쇼핑동기

여가선용적 동기 3.58 3.32 3.27** 3.39 3.58 2.86**

대인적 동기 2.96 3.07 -1.14 3.06 2.95 -1.27

경제적 동기 3.79 3.67 1.30 3.62 3.83 2.54*

*P<.05 **pv이 ***pv001 a: 점수가 높을수록 요인의 성격이 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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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실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시소비성향 

에서는 신분상징지향과 부의 표시지향 요인에서 직 

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학생이 직장인에 

비해 신분상징지향과 부의 표시지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생이 직장여성보다 의복을 통 

한 사회적 인정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유 

은정(199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의 

류쇼핑동기에서는 여가 선용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 

요인에서 직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대학 

생이 직장인 집단에 비해 여가 선용적 동기와 경제 

적 쇼핑동기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대학생은 쇼핑을 즐기며 경제적 쇼핑활동 

을 하는 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박수경(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차원을 밝 

히고 이를 기준으로 소비자집단을 분류하며, 소비자 

집단별 과시소비성향 및 의류쇼핑동기를 비교분석 

하고, 인구통계적 변인과 라이프스타일, 과시소비성 

향, 의류쇼핑동기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본 연 

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20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차원은 외모 중시성, 

성취/활동성, 경제적 절약성, 자아 실현성, 가족 지향 

성 차원으로 나타났고, 이를 기준으로 20대 여성을 

분류한 결과 소극적 집단, 외모중시/자아실현 집단, 

외모무관심 집단, 가족지향/알뜰 집단, 성취/활동 집 

단으로 분류되었다.

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집단별 과시소비 

성향은 브랜드지향 요인, 타인인정지향 요인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집단별 의류쇼핑 

동기는 여가선용적 동기, 대인적 동기, 경제적 동기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연령, 직업 등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 과시소비성향, 의류쇼핑동기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마케팅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극적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소극적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으나, 소비시 신분상징지향의 성향 

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브랜드지향과 타인인정지향 

성향이 강한 편이며, 쇼핑시 적절한 가격의 의복을 

찾는 등 의복가격에 관심을 두는 집단이므로, 상품 

전략에 있어서 양질의 브랜드 제품을 다양한 가격대 

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모중시/자아실현 집단은 외모를 멋잇게 하는 것 

이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유행에 관 

심이 많고, 여성의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 

이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신분상징지향의 소비성향 

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타인인정지향의 성향이 강하 

며 브랜드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이 강한 집단이고, 

의류쇼핑시 쇼핑 자체를 즐기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 집단을 위해서는 유명브랜드 제품으로 유행성을 

수용하면서 품위를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을 제시 하는 

상품전략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품진열을 구경하기 

위해 쇼핑하는 특성을 지닌 집단이므로 새로운 감각 

과 고품격의 매장구성으로 패셔너블하고 품위있는 

점포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외모무관심 집단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에 긍정적인 편이나 몸치장에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소비시 부의 표시를 지향하는 성향이 강 

한 반면 상대적으로 브랜드지향 성향이 약하며, 다 

른 집단에 비해 의류쇼핑 자체를 즐기지 않는 집단 

이므로, 상품전략에 있어서 브랜드제품보다는 좋은 

품질로서 실용적이며 활동적인 제품을 구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가족지향/알뜰 집단은 가족중심으로 생활하며 확 

실한 계획 및 예산하에서 돈을 지출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신분상징지향의 소비성향이 강하고 상대 

적으로 브랜드지향 성향이 강하며, 의류쇼핑에 관심 

이 많으면서 경제적인 쇼핑을 하는 특성을 지닌 집 

단이다. 따라서 이 집단을 위해서는 쇼핑의 경제성 

에 촛점을 두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브랜드제품을 

제시하는 상품전략이 효과적이다.

성취/활동 집단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성취욕구 

가 강한 집단으로, 소비시 부의 표시지향 성향이 강 

하고 상대적으로 타인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성향이 

강하며 브랜드지향 성향이 강한 집단이다. 또한 의 

복구입시 적당한 가격의 의복을 찾아보기 위해 쇼핑 

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다른 집단에 비해 판매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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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화를 즐기는 집단이므로, 상품전략에 있어서 

고급스러우면서 비싸지 않은 적절한 가격의 브랜드 

제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냥하고 친절 

한 판매원으로 하여금 서비스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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