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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relationships between ego identity and clothing 
benefits, an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go identity, clothing attributes evaluation, and demo
graphic variables on clothing benefits. The subjects were 405 college students (male: 164, fe
male: 241) in Seoul.

Six factors of clothing benefit derived by factor analysis: fashion, comfort, social recognition, 
self-expression, recognized brand, and economy. Males with higher goal-directedness of ego 
identity had less interest in the benef辻s of social recognition and recognized brand. The higher 
the uniqueness of ego identity females had, the higher the social recognition and the lower the 
comfort.

Social recognition of males was influenced by self-acceptance( —), style, and fastener(R2=17. 
7%). and recognized brand influenced by parents' education, goal-directednesss( —and allow
ance (R2=27.5%)'. Fashion of females was influenced by style, allowance ( — ), and goal-direc- 
tedness( —)(R고=18.7%), comfort influenced by uniqueness(—), size, and allowance ( —) 
(R고=14.6%), and self-expression influenced by style, allowance, fastener, and interpersonal re- 
lation(R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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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findings mean that allowance and ego identity such as goal-directedness, self-ac
ceptance, interpersonal elation were meaningful variables that affect 이。thing benefits.

I.서 론

의복은 신체의 가장 밀접한 부분으로 자아가 

확인되는 외모의 한 측면으로서 자아의 구성요소 

가 될 수 있다. 청년기는 자아를 확립하는 시기이 

며 자율적인 역할수행, 경제적 독립, 신체적, 정 

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되는 시기이다. 이 시 

기를 자아정체감의 위기라고 하며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라 한다. 그러 

므로 청년기에 이를 잘 극복해야만 긍정적인 정 

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자기자신 

이 독자적 인 존재라고 하는 자아의식과 사회에서 

의 역할, 다른 사람과의 연대감, 가치관을 공유한 

다는 사회의식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청년기에 

이루어야 할 핵심적인 발달과업이다(강봉규, 

1992).
의복은 정체성을 획득하게 하고 자기에 대한 

느낌을 발달시키며, 착용자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Roach-Higgins & Eicher, 

1992). 특히 청년기에는 의복과 외모에 대한 관 

심이 커지며, 의복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를 원하는 정도가 증가하므로 청년기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은 의복을 통한 외모개선과 관련이 될 

것이다. 또한 의복은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개인은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는 의복을 선택함으 

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개 

인에 따라 의복에서 추구하는 기대가 달리 나타 

날 수 있으나, 의복에서 기대하는 혜택은 사회심 

리적 특성인 자아정체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에 영향받을 수 있다. 의복추구혜택은 스타일, 

색, 옷감 등의 속성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느끼 

게 되는 욕구로써. 혜택은 의복속성에 대한 결과 

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의복추구혜택과 의복속 

성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의복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추구혜택도 다를 

것이다.

지금까지 자아정체감과 의복행동, 의복태도 및 

의복규범 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자 

아정체감과 의복의 추구혜택 차원에 관한 연구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 

요시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의복추구혜택 

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자아정체감, 의복 

속성평가, 인구통계적 변인이 동시에 의복추구혜 

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있다.

연구의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남녀 대학생의 의복추구혜택의 차원을 조사 

한다.

2. 자아정체감과 의복추구혜택 및 의복속성평 

가와의 관계를 밝힌다.

3. 성별과 용돈에 따른 자아정체감, 의복추구 

혜택 및 의복속성평가의 차이를 조사한다.

4. 의복추구혜택이 자아정체감, 의복속성평가 

및 인구통계적 변인(연령, 용돈, 부모학력) 

에 의해 동시에 어느 정도 영향받는가를 조 

사한다.

H. 이론적 배경

1. 자아정체감과 의복

자아정 체 감(Ego identity)은 Erikson(1959)의 

이론에서 정의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그는 자아 

정체감을 주관적 경험과 집단심리적 현상(group 

-pychologial identity)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 

으며, 개인적 정체감(personal identity)과 심리 

사회적 정체감(pychosocial identity) 으로 나누 

었다. 개인적 정체감은 시간이 경과함에도 유지 

되는 개인의 자기동질성과 연속성을 의미하며, 

타인이 그에 대해 동질성 (sameness)과 연속성 

(continuity)을 갖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심리사회적 정체감은 개인이 속하고 있 

는 집단에 대한 일체감을 의미한다. 심리사회적 

정체감은 좀 더 복잡하여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 

인 것, 개인적 인 면과 사회적 인 측면을 모두 포함 

한다(Erikson, 1974). 그러므로 자아정체감을 이 

루는 요소는 첫째, 내적 동질성과 연속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을 지각하는 것, 둘째, 주변환경 속 

에 있는 타인들도 그 개 인에게 있는 동질성과 연 

속성을 지각할 수 있는 것, 셋째, 내적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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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적으로 판단된 연속성이 서로 일치함으로써 

생기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 둥이라 할 수 있다 

(Block, 1961). 자아정체감은 사회와의 관계 속 

에서 획득된 자기가치에 대한 확신이므로 확증된 

자기평가 곧 자존심이라고도 볼 수 있다(김형태, 

1989).

자아정체감 이론은 청년기의 행동과 발달 특성 

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으로서 

Erikson은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청년기에 이루 

어야 할 핵심적인 발달 과업으로 보았으며, 청년 

후기에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진다고 하였다(김 

태련, 장휘숙, P.284). 청년기 동안 정체성 탐색 

의 목표들이 획 득되면 긍정 적 자아정 체감을 획 득 

하게 되며, 실패할 경우 부정적 자아정체감이 형 

성된다(송명자, 1995). 서봉연(1975)은 자아정체 

감을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대인관계의 

8개 특성으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학생은 학년수준, 생활변동, 장래전망, 동일시 

대상, 자기의식의 일관성 요인 중 장래전망 요인 

이 자아甬체감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으 

며, 학년수준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상승 경향이 

있었다. 또한 남자의 자아정체는 직업이나 이념 

에, 여자의 자아정체는 대인관계 문제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었다(김문정, 1993). 남녀 모두 정체 

감 형성의 메카니즘은 같으나 여자의 정체감은 

남자보다 제한된 여성의 역할에 더 영향받기 쉽 

다 (Erikson, 1974).

자아정체감과 의복과의 관련 연구로서 신옥순 

(1978)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변인 중 

에서 목표지향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 

주장 및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자기 

개념이 높다고 하였으며, 독특성과 자기주장이 

강할수록 외모의 개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김광경(1983)의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의복을 통한 사회적 인정 및 브랜드 지향 

에 관심 이 낮았으며, 자기주장이 높은 사람은 의 

복의 사회적 인정에는 관심이 낮았으나 개성에 

관심 이 높았다. 박선영 (1990)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동조성이 낮았고, 

자기 수용과 자기주장이 높으면 의복 동조성과 정 

숙성에 관심이 낮았다. 황혜영(1995)은 남녀 모 

두 독특성이 높을수록 의복규범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개성적이며, 자기수용이 강할수록 성역할 

규범의식이 높다고 하였다. 이혜림(1993)의 연구 

에서는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상표인지가 낮았고,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강혜경(1995)은 대인관계에 대한 자아 

정체감이 낮은 주부일수록 외출복 구매문제 인식 

도가 높아서 외출복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였 

다. 또한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이 중

• 하 집단보다 외출복 구매시 대안평가기준을 고 

려하는 정도가 높았다(강혜경, 1997).

2. 의복추구혜택

추구혜택(benefit)은 소비자들이 특정제품의 

속성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요구 

(need)나 욕구(want)로서 제품사용과 관련하여 

원하는 주관적 보상 또는 기대하는 긍정적인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Peter & Olson, 1987). 의복 

추구혜택은 소비자가 의복과 관련하여 얻고자하 

는 긍정적인 결과이며, 의복속성에 대한 결과물 

이라고도 볼 수 있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 

하는 이유는 바로 제품에서 얻고자 하는 혜택 때 

문이며, 그 혜택은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라 제 

품을 사용하는 상황과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류은정, 1997). 이러한 관점에서 혜택 

은 종래의 선행연구에서는 구매시 평가기준이나 

구매동기로 같이 사용되었던 의복속성 문항과 구 

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Shim & Bic- 

kle, 1994).

원선(1987)은 여성의복 구매자 집단을 유행 • 

개성, 실용성, 심미성, 정숙성, 브랜드인지 및 신 

분상징성 둥의 의복변인에 의해 혁신적 심미추구 

형, 브랜드 신분상징 인지형, 무관심형으로 분류 

하였으며, 분류된 집단들은 라이프 스타일, 인구 

통계적 특성 및 자주 구매하는 브랜드 유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김미영, 이은영(1992) 

은 의복추구혜택을 유행성, 신분상징성, 실용성, 

경제성으로 분류하였다. Shim과 Bickle(1994)은 

주구혜택의 구조를 조사한 결과 자기개발, 사회 

적 지위, 성적매력 • 여성스러움, 유행성, 기능성

• 편안함, 역할정체성, 체형의 결점보완, 개성, 

성숙하고 세련된 외모의 9개 차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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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추구혜택에 대한 차원으로서 직업상징성 

(강지혜, 1994), 브랜드 가치, 활동성, 관리의 편 

이성, 품질(고애란, 흥회숙, 1995), 상징 • 심미적 

편익(박혜원, 1996), 사회적 인정(류은정, 1997) 

등이 연구되었다. .

즉 연구에 따라 의복추구혜택 차원이 다르게 

도출되었으나, 대체로 브랜드 가치, 유행, 경제 

성, 실용성, 개성, 심미성 추구에 대한 내용이 연 

구되었으며, 구입하는 의복 품목에 따라서 소비 

자의 추구혜택 차원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복속성평가

속성 (Attribute) 이란 어떤 대상이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는 특성을 말하며(임종 

원, 김재일, 홍성태, 이유재, 1994) 제품 구입시 

고려되는 상품의 특성을 뜻한다. Myers 와 

Alpert(1968)는 실제 구매자의 의사결정과 직접 

관계되는 평가기준을 '결정적 속성이라고 하였 

다. 의복속성은 의복 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특성을 뜻하며, 기본적인 의복속성으로는 디자 

인, 색, 무늬, 옷감, 바느질과 재단, 편안성, 관리 

성, 가격, 상표 둥이 있다. 의복속성은 의복 구매 

시의 평가기준이나 선택기준 또는 상표이미지 속 

성(김혜정, 임숙자, 1992)으로 연구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의복속성은 내적 기준과 외적 기준 

으로 분류되며, 내적 기준은 또 미적 기준과 실용 

적 기준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유행, 스타일, 색 

둥은 미적 차원으로, 옷감, 바느질, 편안성, 관리 

성 등은 실용적 차원으로, 외적 기준에는 상표, 

가격 둥이 포함된다(이명회, 1995). Eckman 둥 

(1990)은 27개의 의복속성을 본질, 비본질의 개 

념 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고애 란(1994)은 청 바지 

의 평가기준을 내재적 기준과 외적 기준으로 분 

류하였는데 이는 Eckman의 본질적, 비본질적 

개념과 같은 것이다. 즉 색, 직물, 바느질, 디자인 

둥은 내재적 기준으로, 가격, 상표명 등은 외적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김미영, 이은영(1991)은 

의복평가기준을 상품에서 추구하는 추구잇점 

(benefit) 수준의 특성과 추구잇점을 형성하는 

구성요소 수준의 특성,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어 

주는 중간적 연결수준의 특성으로 나누었다. 구 

성요소의 평가기준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의복 속성이며, 의복의 스타일, 색채, 섬유, 조직, 

재단과 재봉, 무늬, 부속품, 치수 둥이 포함된다. 

즉 속성과 혜택은 서로 밀접한 관계로 하나의 속 

성은 다양한 혜택과 연관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속성으로 하나의 혜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류은정 (1997)은 의복속성에 따라 소비자를 기능 

적 속성 중시집단, 디자인 속성 중시집단, 다차원 

속성 중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의복속성 중에서 가격, 바느질, 스타일, 옷감, 

색 둥은 비교적 많이 연구되는 속성이다(이명회, 

이은실, 1999). 장연화(1981)의 연구에서는 소비 

자가 의복구매시 중요하게 여기는 의복속성으로 

평상 외출복과 정장의 경우 디자인이 가장 중요 

시되었으며, 흠웨어의 경우는 색, 디자인이 중요 

한 속성으로 나타났다. 이성주(1984)의 연구에서 

는 정장은 색상과 디자인이 가장 중요시되었으 

며, 간편복의 경우는 색상과 디자인, 편안함과 치 

수가 중요시되었다. 박정연, 서미아(1990)의 연 

구에서는 디자인 • 스타일, 가격, 색 • 무늬의 순 

서로 중요시되었다. 김미영, 이은영(1992)의 연 

구에서는 스타일이 가장 중요시되었고, 다음이 

색채, 옷감, 무늬, 재단과 재봉, 부속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임숙자(1992)의 연구에서도 스타일 

과 색을 포함하는 디자인이 중요시되었다. 이주 

영, 이선재(1996)의 연구에서는 청바지의 경우 

디자인과 가격이, 이명회(1995)의 연구에서는 슈 

트 및 블라우스 구매시 색, 무늬가 중요시 되었다. 

즉 의복속성의 평가는 주로 디자인과 색, 스타일 

둥이 중요시되었으며, 의복의 종류에 따라 의복 

속성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田. 연구방법

1. 측정도구

자아정체감의 측정문항은 서봉연(1975)이 제 

작한 8개 척도인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 

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대인관계 중에서 독특성 문항을 제외한 7개 척도 

를 사용하였다. 독특성은 다른 선행연구(박선영, 

1990； 이혜림, 1993)에서 볼 때 내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박은아(1993)의 

문항 중에서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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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구성되어 40문항이 사용되었으며, 5단 

계 Likert 척도법으로 측정되었다. Cronbach의 

a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목표지향성이 0.75, 

자기수용 0.58, 자기주장 0.50, 자기존재의식 0. 

53, 대인관계 0.62, 독특성은 0.66이었다. 안정성 

과 대인역할기대는 신뢰도가 각각 0.50 미만이었 

으므로 신뢰도가 낮아 자료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정체감은 모두 

6개 변인의 30문항이었으며, 그 용어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목표지향성 : 자신의 인생목표가 무엇이며 

자기 행동의 방향과 자신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에 대한 명확한 인시을 뜻한다. (2) 독특성: 현재 

의 능력, 신체적, 심리적 특성 면에서 다른 사람 

과 구별되는 자아상을 말한다. (3) 자기수용: 자 

신이 속한 사희와 문화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을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아상을 말한다. (4) 

자기주장: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인식하고 

타인에 대해 이를 표명할 수 있는 태도와 경향성 

을 말한다. (5) 자기존재의식: 자기존재와 자신 

의 심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말한다. (6) 대인 

관계: 대인관계에'있어서 자신이 취하는 일반적 

인 경 향성을 나타내며 대인관계에서 자신있는 태 

도를 의미한다.

의복추구혜택 측정은 6개 차원으로 그 내용은 

유행, 유명상표, 안락감, 자기표현, 사회적 인정, 

경제성의 추구였다. 변인의 내용 중에서 유행, 유 

명상표, 경제성은 의복추구혜택 연구에서 중요시 

되는 변인이며, 안락감은 의복의 기능적 혜택에 

서, 자기표현과 사회적 인정은 의복의 심리적 혜 

택에서 의의있는 특성이므로(류은정, 1997) 택하 

였다. 측정문항의 선택은 선행연구에서 요인분석 

을 통하여 구성타당도가 확인된 문항 중 남녀 대 

학생의 의복추구혜택을 조사하기에 적절한 내용 

을 택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유행은 김미영(1989), 최일경(1995), 고애란 

(1996)의 연구에서, 사회적 인정과 경제성은 류 

은정(1997)의 연구에서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유명상표는 김미영(1989), 홍희숙, 고애란 

(1996)의 연구에서, 안락감은 류은정 (1997)의 연 

구, 자기표현은 홍희숙, 고애란(1996)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총 27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단 

계 Likert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선택된 문항 

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요인분석과 Cronbach의 

alpha 신뢰도 검증에 의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은 W장의 결과에서 제시되었다(표 1).

의복속성평가의 측정은 의복의 내재적 기준 중 

에서 스타일, 색, 무늬, 치수의 외관적 속성과 옷 

감, 바느질과 재단, 부속품을 포함하였다. 그 중 

에서 스타일, 색, 옷감, 바느질과 재단은 의복구 

입시 의복을 평가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속성 

이므로 택하였고, 치수는 다양하게 고려되는 특 

성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특성이며 안락 

감 추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택하였다. 

무늬, 부속품은 중요시되는 정도가 낮은 편이나, 

자기표현, 유명상표, 유행의 추구혜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김미영(1989)은 의복의 무늬, 부속품 둥의 객관 

적 평가가 상표의 명성과 유행의 추구혜택과 관 

련됨을 시사하였다. 각 속성별로 7개 문항을 사 

용하였으며, 의복을 구입할 때 그 속성을 고려하 

는 정도를 5단계 평정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성별, 연령, 학년, 전공, 한 

달 용돈, 부모의 학력을 조사하였다.

2. 표집대상,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내에 소재한 3개 

대학교의 남녀대학생 405명으로 임의추출하였으 

며, 조사시기는 1998년 4월중이 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18~19세가 6.4%, 

20~21세 41.5%, 22~23세 20.5%, 24~25세 17. 

3%, 26~27세 11.4%, 28~29세가 2.9%였으며, 

전공은 인문사회계 35.6%, 자연계 40.2%, 예체 

능계가 24.2%였다.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요인분석, t 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W. 결과 및 논의

1. 의복추구혜택의 요인분석

의복추구혜택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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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반대로 채점.

〈표 1> 의복추구혜택의 요인구조 (N=405)

요 인 요인부하량 문항평균

요인 1〈유행〉
유행경향을 알기 위해 백화점, 매장, 거리 둥을 즐겨 다닌다• .75 2.77
새로운 패션을 알기 위해 친구나 연예인의 옷차림에 관심을 갖는다• .65 2.88
나는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유행에 대한 기사를 열심히 읽는다• .64 2.87
옷을 살 때 최근의 유행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55 2.75
새로 유행하는 옷이 나오면 나는 그것을 먼저 사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54 2.16
친구들에게 옷을 잘 입는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52 3.19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26.9% 고유치 =6.99 a=.83

요인 2〈안락감〉

무엇보다 활동하기 편한 옷을 주로 산다. .74 3.62
나는 딱 달라붙는 바지가 유행한다 할지라도 편하게 맞는 바지를 산다• .73 3.54
편안하고 신축성 이 있는 옷을 주로 입는다. ,69 3.61
아무 때나 자주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인가를 고려한다. .57 3.84
나는 멋이 있는 옷이면 입기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산다(R). .54 3.26
몸매를 과시하기 위하여 몸에 꼭 끼는 진바지, 셔츠(T셔츠)를 즐겨 입는다(R). .50 3.73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9.8% 고유치 =2.56 a=.75

요인 3〈사회적 인정〉

유명상표의 진바지, 셔츠(T셔츠)만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68 2.67
유명상표의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68 2.73
나는 옷을 잘 입어야 남 앞에서 자신만만하고 당당해진다• .64 3.04
나는 옷은 취업 기회나 인기 둥을 얻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56 3.15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8.6% 고유치 =2.23 a=.79

요인 4〈자기표현〉

사람들이 덜 입어서 회소성이 있는 옷을 선택하여 나의 개성을 강조하고 싶다• .70 3.10
입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옷을 사려고 노력한다. .68 3.44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옷올 사려고 한다. .65 2.88
나의 성격이나 이미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옷을 사려고 한다. .62 3.73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5.8% 고유치 =1.50 a=.69

요인 5〈유명상표〉

유명상표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 의복이나 구입한다(R). .74 2.72
나는 주로 유명상표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옷을 산다. ,58 2.50
나는 옷을 살 때 甘명상표의 상점을 주로 보러 다닌다. .58 2.72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4.2% 고유치 =1.08 債=.71

요인 6〈경제성〉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옷을 사기 위해 여러 상점을 돌아다닌다. .81 3.53
비싸지 않으면서도 품질 좋은 옷을 사기 위해 꼼꼼히 살핀다. .69 3.65
백화점 이용 시는 주로 세일기간을 이용한다. ,66 3.70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3.9% 고유치 =1.00 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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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의 추구혜택 문항에 대 하여 주성분분석과 Var- 

imax 회전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을 기준으로 고려하여 고유치 

1 이상의 요인인 6개 요인을 선택하였다.

문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요인과 내용이 부합 

되지 않는 문항 1개를 제외하고 26개 문항에 대 

해 제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유 

치 1.00 이상의 6개 요인이 선택되었고, 각 요인 

별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50 이상으로 26개 문 

항이 채택되었다. 요인별로 결정된 문항 내용 및 

요인부하량은〈표 1〉과 같다.

〈표 1〉에서 요인 1은 모두 6개 문항으로 그 내 

용은 의복의 유행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항이므로 

'유행'이라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0.52 이상 

이었다. 요인 2는 6개의 문항으로 의복을 구입할 

때 느슨함이나 꼭 끼는 정도 둥의 신체적 반응을 

중요시하는 내용이므로 '안락감'이라 명명하였 

고, 요인부하량은 0.50 이상이었다. 요인 3은 4개 

문항으로 그 내용은 의복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거나 자신감을 나타내는 문항이 포함되 

었으므로 '사회적 인정'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부하량은 0.56 이상이었다. 요인 4는 4개 문항으 

로 개성을 강조하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의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자기표현' 

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은 0.62 이상이었 

다. 요인 5는 3개 문항으로 유명상표 추구에 관한 

내용이므로 '유명상표'라고 하였으며, 요인부하 

량은 0.58 이상이 었다. 요인 6은 3개 문항으로 저 

렴한 가격으로 의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경제성'이라 하였으며, 요인부 

하량은 0.66 이상이 었다.

각 변인의 Cronbach의 a 신뢰도를 순서대로 

보면 .83, .75, .79, .69 .71, .66으로서 비교적 만 

족할만하였다. 전체적으로 각 문항의 평균을 비 

교하여 보면 안락감과 경제성은 평균치가 높았 

고, 유행과 유명상표추구도의 평균이 낮았다. 그 

중에서 가장 평균치가 높은 문항은 '아무 때나 자 

주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인가'를 고려하는 문항이 

었고, 가장 낮은 문항은，새로 유행하는 옷이 나 

오면 나는 그것을 먼저 산다'는 문항이었다. 즉 

대학생들은 의복의 안락감과 경제성을 매우 중요 

시하였으며, 남보다 먼저 유행에 앞선 옷을 구입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아정체감과 의복추구혜택 및 의복속성 

평가와의 관계

자아정체감과 의복추구혜택 및 의복속성평가 

와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 

였으며 , 그 결과는〈표 2〉와 같다.

목표지향성은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인정 및 

유명상표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의복의 사회적 인정, 유명상표추구도가 

낮았다. 이는 자신의 인생목표가 뚜렷하며, 명확 

한 행동방향과 목적의식을 가진 남자는 의복을 

통해 인정을 받는 것에 관심이 적음을 의미하며, 

김광경(198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자아정체감 중 독특성은 여학생의 경우 안락감 

과 부적 상관관계, 자기표현과는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즉 자신의 능력 이나 신체적 특성이 타 

인과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의복의 안락감 

을 추구하지 않았고, 의복에서의 자기표현을 중 

요시하였다.

자기수용은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인정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의복의 사 

회적 인정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또한 자기주장 

도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인정과 부적 상관관계 

를 보여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의복의 사회적 인 

정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이 사회에서 

수용되는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며, 자신에 대한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구태어 의복 

을 통하여 타인의 인정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 

게 되므로 자신의 주관대로 의복을 착용하는 것 

이라고 해석된다. 이것은 박선영(1990)의 연구에 

서 자기수용과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동조성이 낮 

았던 것과 유사한 맥락이 었다.

대인관계는 여학생의 경우 자기표현과 정적 상 

관관계를 보여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을 중요시하였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에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 하는 여자는 의 

복을 통해 자기를 매력적으로 보이며, 자신의 이 

미지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아정체감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의복추구혜택은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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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아정 체감과 추구혜택 및 의복속성평 가와의 상관관계

의복

자아정체 감 목표지 향성 독특성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대인관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유행 -.10 -.10 .12 .05 -.04 -.05 -.07 ~.05 .02 .05 .00 .06

의복
안락감 .16 —.14 .01 -.24*** .08 -.10 .09 -.09 .02 -.09 .13 -.13

추구
사회적 인정 -.23** -.02 -.09 .08 -.27*** -.02 -.19** -.07 -.15 .04 -.12 -.04

혜택
자기표현 ~.05 .03 .10 .29* —.06 .12 -.02 .09 -.08 .10 -.00 .20**
유명 상표 一.24*** .02 -.08 .07 -.17 .04 -.14 —.06 —.03 .02 -.12 -.00
경제성 .07 .08 .06 .07 .15 -.00 -.01 .07 .05 -.02 .04 -.08

스타일 .02 .06 .08 .25* -.11 .09 .05 .05 -.02 .09 .05 .08
색 .16 -.01 .21** .17* -.03 .03 .04 .01 一.03 .07 .19* .03

의복 옷감 .26*" -.10 .12 .13 .14 .09 -.04 .06 .11 .06 .13 .11
속성 바느질과 재단 .08 -.04 .09 .17** .13 .10 —.05 .14 .07 ~.05 —.04 .16**
평가 부속품 -.11 .01 -.02 .18** .03 .17** -.10 .11 .04 .01 -.15 .03

무늬 .12 -.09 .18* .07 .00 -.05 -.00 -.01 一.04 .01 .07 —,03
치수 ,01 -.00 —.06 .06 -.00 一.09 -M .02 -.02 -.07 ~ .03 —.06

**p<.01, ***p<.00「

인정으로 의복의 사회적 인정을 추구할수록 목표 

지향성, 자기수용, 자기주장이 낮았다. 즉 옷을 

잘 입음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인정 받기를 

원하는 남자는 자아정체감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의복의 자기표현이 독특성, 대인 

관계와 정적 상관관계를 지녔는데, 이것은 타인 

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른 존 

재로 보기 때문에. 내적 자아뿐만 아니라 의복을 

통해서 자기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개성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과 의복속성평가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목표지향성은 남학생의 경우 옷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의복의 

옷감을 중요시하였다. 독특성은 남학생의 경우 

색, 무늬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독특성이 높을 

수록 의복의 색, 무늬를 중요시하였다. 이것은 자 

신을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보고 색과 무늬와 같은 의복의 외관적인 

속성을 통해 자신을 남과 다르게 표현하려는 것 

을 의미한다. 독특성은 여학생의 경우 스타일, 

색, 바느질과 재 단, 부속품과 정 적 상관관계를 보 

여 독특성이 높을수록 의복의 스타일, 색과 같은 

미적 면을 중요시하였으며 동시에 바느질과 재 

단, 부속품과 같은 품질 관련 속성도 중요시하였 

다. 자기수용은 여학생의 경우 부속품과 정적 상 

관관계를 보여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의복의 부속 

품을 중요시하였다. 대인관계는 남학생의 경우 

색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의복의 색을 중요시하였다. 의복의 색은 의복 특 

성을 뚜렷이 전달해 주는 속성이므로 대인관계가 

높은 남자가 의복의 색을 중요시한 것이라고 본 

다. 여학생의 경우 대인관계는 바느질 및 재단과 

P<.01 유의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대인 

관계가 높을수록 의복의 바느질과 재단을 중요시 

하였다. 바느질과 재단은 의복의 품질을 잘 나타 

내는 속성이므로 대인관계가 높은 여자는 타인과 

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 품질 

의 섬세한 면을 고려한다고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아정체감 변인과 의복속성 

은 남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정체감 

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속성에 관심이 높았다. 이 

는 자아정 체감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대안평가기 

준이 높다고 한 강혜경 (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자아정체감 중 자기존재의식은 남녀 모두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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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자기 

존재와 자신의 심리에 대하여 분명한 의식을 지 

닌 사람은 특정한 의복 특성과 관련성을 지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자아정체감, 의복추 
구혜택 및 의복속성평가의 차이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 의복추구혜택 및 의 

복속성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t 검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3〉과 같다.

자아정체감은 대인관계를 제외한 5개 변인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즉 목표지향성, 독특 

성,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의 모든 특 

성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박선영(1990)의 연구에서 남자의 자기수용이 여 

자보다 높았던 점과는 일치하나, 여자보다 남자

〈표 3>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 의복추구 

혜택 및 의복속성평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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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별

의 복

남 

(n==164)

여 

(n=241)
t

자
목표지 향성 3.53 3.20 4.43**
독특성 3.53 3.32 3.74**

아
자기수용 3.06 2.77 4.72**

정
자기주장 3.17 2.99 2.75**

체
자기존재 의식， 3.20 3.02 3.10**

감
대인관계 3.24 3.20 .63

의 유행 2.50 2.95 -5.87**

복 안락감 3.75 3.50 4.03**
추 사회적 인정 2.63 3.08 -5.69**
구 자기표현 3.18 3.36 -2.56**
혜 유명 상표 2.59 2.69 -1.27
택 경제성 3.38 3.79 -5.44**

스타일 3.80 4.26 -5.73**
의

색 ■ 3.91 4.12 -2.86**

소
옷감 3.31 3.52 -2.44*

성
바느질과 재단 2.93 3.18 -2.61**

평
부속품 2.85 3.26 -4.42**

가
무늬 3.67 3.80 -1.68
치수 4.13 4.06 .91

의 대 인관계가 더 높았던 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 

었다. 본 연구에서 여자의 자아정체감 점수가 남 

자보다 낮았던 것은 여대생은 사회적 역할에 대 

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 

석되며, 여자의 정체감은 남자보다 제한된 여성 

의 역할에 더 영향받기 쉽다고 한 견해 (Erikson, 

1974)를 지지한다. 또한 전체적인 평균치를 비교 

해 볼 때 남녀 모두 독특성 이 비교적 높았고 자기 

수용은 낮은 편이었다.

의복추구혜택의 차원 중에서 유행, 안락감, 사 

회적 인정, 자기표현, 경제성은 성별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유행, 

사회적 인정, 자기표현, 경제성을 더 중요시하였 

으며, 안락감은 남학생이 더 중요시하였다. 이것 

은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에 대한 흥미와 욕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김순구, 박정순(1990), 심 

정은, 고애란(1997) 둥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표 3〉에서 각 특성별로 평균치를 비교하여 의 

복추구혜택의 전체적인 순위를 볼 때 남학생의 

경우 안락감을 가장 중요시했으며, 그 다음에 경 

제성, 자기표현을 중요시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경제성을 가장 중요시했으며, 그 다음에 안락감, 

자기표현을 중요시하였다. 이는 의복의 편안함과 

경제성이 중요시되었다고 한 박혜선, 김화순 

(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유명상표와 치수 

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복속성 중에서 스타일, 색, 옷감, 바느질과 

재단, 부속품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무늬와 치수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의복속성은 5개 특성 모두 여자가 높 

았다. 이것은 여학생이 의복 구입시 의복의 속성 

에 대해서 더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3〉에서 의복속성평가의 전체적인 순위를 

볼 때 남학생의 경우 치수, 스타일, 색의 순으로 

여학생은 스타일, 색, 치수의 순으로 중요시하였 

다. 즉 남녀 모두 의복의 미적 특성을 중요시하였 

으며, 치수와 같은 의복의 기본적인 면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이나 

색이 중요시된 것은 선행연구(이성주, 1984； 박 

정연, 서미아, 1990； 이주영, 이선재, 1996)와 일 

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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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일원변량분 

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중으로 분석하였으 

나, 남자의 경우 자아정체감의 모든 변인이 용돈 

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여자는 독특성 

이 용돈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F=3.34, 

P=.O2), 용돈이 35만원 이상인 집단은 그 아래 

집단보다 독특성이 높아 여대생은 용돈이 많으면 

독특성이 높아졌다. 여대생의 경우 그 이외의 5 
개 변인은 용돈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남 

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은 용돈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 거의 영향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용돈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및 의복속성평가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으로 조사한 결 과는〈표 4〉와 같다.

〈표 4> 용돈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및 의복속성 평가의 차이

의

용

복

돈 15만원 미 만 

(n=69)

15 〜 25 만원 미만 

(n=152)

25 〜 35 만원 미만 

(n=130)

35만원 이상 

(n=54)
F

유행
남 2.24B 221。 2.59b 2.98a 8.09**
여 2.58c 2.94b 3.10溯 3.26a 7.90**

안락감
남 3.88 3.86 3.68 3.59 1.98
여 3.78a 3.51b 3.39b 3.25b 5.84**

의복

추구

혜택

사회적 인정
남 

여

2.5濟

2.79b

2.40b

3.13a

2.72*

3.17a

2.93a

3.17a

3.01*

3.55*

자기표현
남 2.8牙 3.03B 3.27ab 3.4扌 4.61**
여 3.07d 3.28。 3.57ab 3.70즈 9.31**

유명상표
남 2.23b 2.31b 2.73a 3.0(尸 6.95**
여 2.渺 2.75a 2.75a 3.04a 7.32*

경제성
남 3.58 3.27 3.47 3.25 1.36
여 3.94 3.81 3.73 3.61 1.53

스타일
남 3.17C 3.74b 3.88ab 4.1애 6.99**
여 4.11 4.27 4.30 4.44 1.39

색
남 3.52° 3.7骅 4.03" 4.16a 4.33**
여 4.04 4.11 4.10 4.35 1.22

옷감(소재, 섬유)
남 3.04b 3.24b 3.18b 3.84a 5.32**

의복 여 3.57 3.54 3.39 3.70 1.02
속성

평가
바느질과 재단

남 2.78 2.96 2.80 3.26 1.72
여 3.33 3.18 3.01 3.44 1.74

부속품
남 2.65b 2.70b 2.75b 3.45a 5.25**
여 3.26 3.22 3.27 3.44 .40

무늬
남 3.48b 3.50b 3.67b 4" 4.49-
여 3.80 3.83 3.74 3.83 .21

치 수
남 4.13 4.12 4.08 4.23 .27

—
여 4.28 3.99 3.94 4.26 2.52

*p<.05, **p<.01,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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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볼 때 용돈에 따라 남녀 모두 의복 

추구혜택의 유행, 사회적 인정, 자기표현, 유명상 

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학생은 안락 

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행은 남녀 모 

두 용돈의 액 수가 35만원 이상일 때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즉 용돈이 많아 경제적 여유가 많을수록 

유행을 중요시하였으며, 이것은 선행연구(김소 

연, 조필교, 1988； 박정연, 서미아, 1990； 박혜선, 

김화순, 1998) 결과를 지지하였다.

안락감은 여학생의 경우, 용돈이 가장 적은 집 

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적을 때 

의복을 실용성 위주로 구입함을 의미한다. 사회 

적 인정은 남자의 경우 용돈이 가장 높은 집단이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여자는 용돈이 중간 이상 

인 집단이 중요시하였고, 용돈이 가장 낮은 집단 

은 사회적 인정의'추구도가 가장 낮았다. 자기표 

현은 남녀 모두 용돈이 가장 높은 집단이 가장 중 

요시하였고, 용돈이 가장 낮은 집단은 자기표현 

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았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에 

관심을 적게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남녀 모두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영향을 많 

이 받음을 알 수 있다. 유명상표추구는 남녀 모두 

용돈이 중간 이상인 집단이 중요시하였고, 용돈 

이 낮은 집단은 유명상표의 추구도가 낮았다. 이 

러한 결과는 용돈의 액수가 많을수록 상표가치, 

표현적 즐거움, 사회적 인정을 중요시한다고 한 

류은정(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의복속성평가에서 남학생의 경우 스타일, 색, 

옷감, 부속품, 무늬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용돈이 가장 높은 집단의 남학생은 스타일, 색, 

옷감, 부속품, 무늬 의 속성을 중요시 하였으며, 특 

히 용돈이 가장 낮은 집단은 스타일과 색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많을수록 의복구입시 의복의 여러 

가지 속성을 많이 고려함을 의미한다. 여학생은 

용돈에 따라 의복속성평가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용돈에 영향받지 

않고 대부분의 의복속성 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라고 본다.

4. 의복추구혜택의 다중회귀분석

의복추구혜택에 자아정체감, 의복속성평가, 인 

구통계적 변인이 동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stepwise) 다중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남녀 각각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5〉와 같다. 독립변인은 

의복추구혜택 6개, 의복속성평가 7개, 인구통계 

적 변인 3개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용돈, 부모학력을 사용하였으며, 부모학력 

은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을 합하였다.

다중회 귀 분석 시 에 다중공선 성 (multicollinear

ity) 이 문제되므로, 독립변인이 어느 정도 서로 

독립적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 

수를 조사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유행, 안락감, 

사회적 인정, 자기표현, 유명상표, 경제성의 D-W 

계수를 각각 순서대로 보면 2.19, 1.88, 1.91, 2. 

01, 1.99, 1.84였다. 여학생의 D-W계수는 각각 1. 

72, 1.88, 1.91, 2.01, 1.99, 1.84였으며, 남녀 모두 

2에 가까운 수치 였으므로 만족할만하였다.

유행에는 남학생의 경우 부속품이 가장 큰 영 

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스타일, 연령, 용돈의 순 

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4개 변인을 통한 유행의 

예언률은 34.1%였다. 여학생은 스타일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용돈, 목표지향성이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을 통한 예언률은 18. 

7%였다. 남자는 의복구입시 부속품과 스타일을 

중요시하며, 연령이 적고, 용돈의 액수가 많을수 

록, 여자는 의복의 스타일을 중요시하며, 용돈의 

액수가 많고 목표지향성이 낮을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 이 높았다. 즉 남녀 모두 유행을 추구하는 사 

람은 경제적 여유가 많고 의복스타일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안락감에 남학생은 연령, 용돈, 부속품, 치수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4개 변인을 통한 예언 

률은 15.7%였다. 여학생은 안락감에 자아정체감 

중의 독특성과 의복의 치수, 용돈의 순으로 영향 

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을 통한 예언률은 14.6%였 

다. 남자는 연령이 높고 용돈의 액수가 적으며, 

부속품에 대해 관심이 낮고 치수를 많이 고려할 

수록, 여자는 자신이 독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치수를 중요시하고. 용돈이 적을수록 의복의 안 

락감을 추구하는 정도가 높았다. 즉 남녀 모두 안 

락감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용돈이 적은 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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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복추구혜 택 의 다중회 귀 분석

종속변인성별 독립변인 b beta R2

유행 남

부속품 

스타일 

연령 

용돈

.228

.169

-.057

.069

.282**

,188**

-.180**

.174**

R2=,341

F=16.35**

C=2.030

스타일 .318 .3ir R2=.187
여 용돈 ,095 .244** F=18.12-

목표지 향성 -.120 -.124* C=L583

안락감

남

부속품 

연령 

용돈 

치수

-.108

.055

-.054

.137

-.173**

.22广

-.178**

.16T

R2=.157

F=7.41"

C=2.433

용돈 -.072 -.207** R2=.146
여 치수 .164 .215** F-13.52**

독특성 -.250 -.216** C=3.961
스타일 .229 .236** R2=.177

남 자기수용 -.319 -.251- F-11.45**
사회적 부속품 .155 .178* C=2.296
인정

여

스타일 .287 .284- R2=106

F=14.08w

용돈 ,049 .125* C-1.654
스타일 .363 .412** R2=.274

남

옷감 .170 .195**

F=30.44**

C-1.233
자기표현

여

스타일 

용돈 

부속품 

대인관계

,287

.096

.128

.159

.303**

.263**

.174**

.154**

R2=.28O

F=22.99"

C=.821

부모학력 .298 .368** R2=.275

남 목표지 향성 -.214 -.195** F=20.2T
용돈 .077 .182* C=2.253

유명상표 용돈 .120 .281- R2=,1O7

여

옷감 .154 .171-

F=14.20**

C=1.649
바느질과 재단 .247 .305** R2=,146

남 색 .206 .199* F-9.11**
용돈 -.069 -.171* C=2.175

경제성 바느질과 재단 .121 .16广 R2=.1O1
여 스타일 .202 .204** F=8.85**

용돈 -.068 -.179** C=2.824

*p<.5, **p<.01, C=constant.

의복 구입시 치수를 더 고려함을 알 수 있다.

의복의 사회적 인정에 남학생은 자기수용, 스 

타일, 부속품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 

인을 통한 예언률은 17.7%였다. 여학생은 스타 

일과 용돈이 영향을 주었으며, 2개 변인을 통한 

예언률은 10.6%였다. 남자는 자아정체감 중 자 

기수용이 낮으며, 스타일과 부속품을 중요시할수 

록, 여자는 스타일을 중요시하며 용돈이 많을수 

록 의복을 통해 사희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중요 

시하였다.

자기표현에는 남학생의 경우 스타일과 옷감이 

영향을 주었으며, 2개 변인을 통한 예언률은 27. 

4%였다. 여학생은 스타일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용돈, 부속품, 대인관계의 순 

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변인 

을 통한 예언률은 28.0%였다. 남자는 의복구입 

시 스타일과 옷감을 고려할수록, 여자는 스타일 

과 부속품을 고려하고 용돈이 많으며, 대인관계 

에 자신있는 태도를 지닐수록 의복을 통해 자기 

의 매력을 나타내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즉 남녀 

모두 사회적 인정과 자기표현을 추구하는 사람은 

의복구입시 스타일을 많이 고려하였다.

유명상표에 남학생은 부모학력이 가장 크게 영 

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목표지 향성, 용돈이 영 향 

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을 통한 예언률은 27.5%였 

다. 여학생은 용돈과 옷감이 영향을 주었으며, 2 

개 변인을 통한 예언률은 10.7%였다. 남자는 목 

표지향성이 낮고 용돈의 액수가 많으며, 부모학 

력이 높을수록, 여자는 용돈이 많으며, 옷감을 중 

요시할수록 유명상표의 추구도가 높았다. 이것은 

유명상표를 추구하는 여자는 의복구입시 옷감의 

품질을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경제성에 남학생은 바느질과 재단, 색, 용돈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을 통한 예언 

률은 14.6%였다. 여학생은 스타일, 용돈, 바느질 

과 재단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고, 3개 변인을 통 

한 예언률은 10.1%였다. 남자는 바느질과 재단 

을 중요시하며, 용돈의 액수가 적을수록, 여자는 

의복의 스타일, 바느질과 재단을 중요시하고 용 

돈의 액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의복의 경제성을 

중요시하였다. 이것은 남녀 모두 경제성을 중요 

시할수록 실용적인 태도로 인해 바느질과 재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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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복의 실용적 차원에 관심을 높게 가진다 

고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복추구혜택에 영향을 주는 

자아정체감 변인은 목표지향성, 자기수용, 독특 

성, 대인관계였으나 각 변인의 영향은 성별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다. 의복속성 중에서 스타일은 

추구혜택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으 

며, 연령과 부모학력은 여학생의 의복추구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용돈은 남녀 모두 의복추구 

혜택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용돈 

이 많을수록 유행과 유명상표추구도가 높았으나, 

용돈이 적을수록 안락감 및 경제성과 같은 실용 

적 인 면을 중요시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청년후기에 속하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 체 감과 의 복추구혜 택 의 관련성 

을 파악하고 자아정체감, 의복속성평가, 인구통 

계적 변인이 동시에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대상은 서 

울지 역 의 남녀 대 학생 405명 이 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녀 대학생의 의복추구혜택은 6개의 요인 

으로 분류되어 유행, 안락감, 사회적 인정, 

자기표현, 유명상표, 경제성의 차원으로 나 

타났다.

2. 자아정체감과 의복추구혜택과의 관계에서 

목표지향성은 남자의 경우 사회적 인정 및 

유명상표추구와 부적 관계가 있어, 자신의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의복으로 사희적 

인정을 받거나 유명상표의 의복을 착용하는 

것에 관심이 낮았다. 또한 남자는 자기수용 

과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의복의 사회적 인 

정에 관심이 낮았다. 독특성은 여자의 경우 

자기표현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안 

락감과는 부적 관계가 있어 자신의 능력이 

나 신체적 특성을 독특하다고 느끼는 사람 

은 의복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높았으며, 안락감은 중요하게 여기 

지 않았다. 여자는 대인관계에 자신있는 태 

도를 지닐수록 의복에서 자기표현 추구도가 

높았다.

3. 자아정체감과 의복속성평가의 관계에서 남 

자는 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옷감을 중요시 

하였고, 독특성이 높을수록 색과 무늬를 중 

요시하였으며, 대인관계에 자신있는 태도를 

지닐수록 색을 중요시하였다. 여자는 독특 

성이 높을수록 스타일, 색, 바느질과 재단, 

부속품을 중요시함으로써 의복의 미적, 실 

용적 특성과 모두 관련이 있었다.

4. 자아정체감 중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수 

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은 남자가 여자 

보다 높았으며, 대인관계는 성별에 따른 차 

이가 없었다. 남녀 모두 용돈에 따라 자아정 

체감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여대생은 용 

돈이 많을수록 독특성 이 높았다.

5. 여자는 유행, 사회적 인정, 자기표현, 경제 

성, 스타일, 색, 옷감, 바느질과 재단, 부속 

품을 남자보다 중요시하였고, 남자는 안락 

감을 여자보다 중요시하였다.

6. 남자는 의복속성평가 중에서 치수, 색, 스타 

일의 순으로, 여자는 스타일, 색, 치수의 순 

으로 중요시하였고, 남녀 대학생이 중요시 

하는 의복추구혜택은 안락감과 경제성이었 

다.

7. 용돈이 많을수록 남녀 모두 유행과 유명상 

표의 추구도가 높았으며, 남자는 용돈이 많 

을수록 스타일, 색, 옷감, 부속품, 무늬 등 

의복의 여러 가지 속성을 중요시하였다.

8. 유행에는 남자의 경우 부속품, 스타일, 연령 

（-）, 용돈이, 여자는 스타일, 용돈, 목표지 

향성（一）이 동시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예 

언률은 각각 34.1%, 18.7%였다. 안락감에 

남자는 연령, 용돈（一）, 부속품（一）, 치수 

가, 여자는 독특성（一）, 치수, 용돈（一）이 

영향을 주었고, 예언률은 각각 15.7%, 14. 

6%였다. 사회적 인정에는 남자의 경우 자기 

수용（一）, 스타일, 부속품이, 여자는 스타일 

과 용돈이 영향을 주었으며 예언률은 17. 

7%, 10.6%였다. 자기표현에 남자는 스타일 

과 옷감이, 여자는 스타일, 용돈, 부속품, 대 

인관계가 영향을 주었으며, 예언률은 27. 

4%, 28.0%였다. 유명상표에 남자는 부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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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목표지향성(一), 용돈이, 여자는 용돈과 

옷감이 영향을 주었으며, 예언률은 27.5%, 

10.7%였다. 경제성에 남자는 바느질과 재 

단, 색, 용돈(一)이, 여자는 스타일, 용돈 

(-), 바느질과 재단이 영향을 주었으며, 예 

언률은 14.6%, 10.1%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목표지향성, 

자기수용, 대인관계와 같은 자아정체감은 의복추 

구혜택에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변인으로서 특히 

목표지향성이 높은 남자는 의복의 사회적 인정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유명상표도 추구하지 않았으 

며, 여자는 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유행추구도가 

낮았다. 남녀대학생 모두 의복의 경제성과 안락 

감을 중요시하였으며, 용돈과 의복 스타일이 의 

복추구혜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 마케팅 관리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우리 나라 남녀대학생은 의복의 스타일, 색, 경제 

성과 안락감을 중요시 여기며 의복스타일이 추구 

혜택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다양한 스타일이나 

디자인에 중점을.두며, 대학생을 표적시장으로 

하는 제품은 입어서 편안한 디자인의 개발과 함 

께 적절한 가격 수준을 파악하여 가격을 책정하 

는 마케 팅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속성을 단일문항으로 측정 

하여 척도의 타당도가 미흡하나, 앞으로의 연구 

에서는 의복속성의 평가를 좀 더 심도있게 연구 

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를 서울지역 3 

개 대학 남녀대 학생으로 국한시 켰으므로 포괄적 

인 연구가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인구통계적 변인뿐만 아니 

라 다른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함 

으로써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접근이 용 

이할 것이며, 의복추구혜택 요인을 착용상황 및 

의복 품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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