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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job stressors of information planning process and the relevant
affairs of Fashion Information Providers, usi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performed by interview
with 14 fashion information planning providers from April to May in 2007. In the information planning process, there were
five steps on fashion information providers’ recognitions of stressors: information gathering, analysing, planning, pre-
senting and evaluating. In the relevant affairs of fashion information activities, job stressors consisted of task related stres-
sors, role related stressors, organization related stresso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outsides of organization related
str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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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패션 정보를 기획하는 패션 정보사,

패션 기업, 소비자들은 기존의 계층적 정보 전달 관계에서 탈

피하여 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개인적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이용한 정보 옮기기의 양상

은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나 궁극적으로는 정보 가치

를 하락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와 발달은 패션산업을 선

도해야 할 패션정보산업의 상황 악화와 경쟁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패션산업에서 정보의 의미는 상품 기획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패션산업 전반의 능률을 올리는 것과 관련되며 일

반적으로는 정확한 상품기획을 위한 예측 정보로 이해될 수 있

다(고은주, 2001; 이윤숙, 1988). 이와 같이 패션정보의 중요한

역할은 상품기획 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패션정

보 제공자들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보

의 난립, 단축된 패션주기 등은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과

거에 비해 예측 오차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Bruce·Daly, 2006).

이러한 시장 상황의 영향으로 상품 기획자들 역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오차의 한계를 줄이고 예측의 정

확성을 높여 전략적 기획 시대에 추진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

을 하고 있다. 이렇듯 변화를 지향하는 수많은 요소가 범람하

는 패션산업의 현 실태는 패션 정보제공자에게 다양한 스트레

스를 유발시킬 것이다. 

업무에 있어 스트레스란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불균형을

가져오는 내적 상태로 스트레스 과다는 궁극적으로는 작업성과

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유화숙·박광희, 2003).

즉, 정보제공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및 갈등 요인은 궁

극적으로는 업무의 결과물인 기획정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 이용자가 만족하는 정보제공을 위해 패션

정보제공자의 대표 업무인 정보기획 과정과 일반 업무 과정을

통해 정보 업무의 문제점과 스트레스 요인을 깊이 있게 성찰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패션정보산업관련 연구는 정보사에서 발신

하는 트렌드 정보 자체에 대한 분석(김도연, 2001; 이인성,

2003), 상품기획 시 정보이용(송미령, 1993; 정송향, 2004), 패

션 정보사 현황 파악과 기획 프로세스(서희정, 2004; 윤선미,

2006; 이윤숙, 1988; 최호정·하지수, 2005)측면에서 이루어 졌

을 뿐 정보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정보 제공자들을 대상

으로 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를 통해 패션정보제공자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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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첫째, 패션정보 제공자

의 정보기획 과정 중 나타나는 스트레스 및 갈등 요인을 알아

보고 둘째,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패션 정보 산업의 현 실태

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직

무성과인 기획정보의 품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패션정보

2.1.1. 패션정보 및 패션정보서비스

패션 산업에서 정보란, 기업의 상품개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패션에 관련된 제반정보를 의미하며(송미령, 1993)

좁은 의미로는 패션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패션트렌드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패션정보는 크게 마켓 정보, 소비자 정보, 패

션 트렌드 정보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이 외에 거시적 환경 정

보와, 학술정보, 관련 산업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은주, 2001;

오현남, 1997; 정상길, 2006; 정송향, 2004). 

일반적으로 트렌드 정보의 개념은 유행과 관련된 정보로 컬

러, 소재, 스타일 등과 관련된 예측 정보(한소원, 2003)를 의미

하며 상용되고 있으나 트렌드라는 개념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유행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해야 한다(김

경훈 외, 2003; Brannon, 2005; Zandl, 2000). 즉, 사회전반적

인 공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마켓, 소비자, 스타일 관련 정보들

이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패션정보 제공업체의 트렌드 정보

기획이란 단순히 다음 시즌의 유행예측과 관련된 정보뿐만이

아니라 마켓, 소비자, 유행 관련 정보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션정보 관련 서비스는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패션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보서비

스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의 경우도 어패럴 업체 뿐 아니라 패

션에 영향을 받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Jarmow·Dickerson, 1997). 국내외 패션정보서비스 제공 업체

의 역할은 패션 업체들에게 패션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이인성, 2003)외에도 마켓 정보 및 소비자 경향 분석, 각 업체

들이 요구하는 상품기획 관련정보, 브랜드 진단, 전략수립, 시스

템 구축과 같은 컨설팅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섬유 업

체의 소재기획 및 원사기획, 의류 수출업체 대상 정보지원, 국

내외 섬유 패션 관련 전시회 기획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국내 패션정보제공 업체는 대기업형정보사, 전문기획사,

사내 정보실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대기업형 정보사는 아이에

프네트워크, 퍼스트뷰코리아, 한국패션앤드컬러트렌드센터와 같

이 200-300여개의 회원사를 관리하면서, 대외 세미나와 자체

제작한 정보지 제공을 통해 복종별 포괄적인 트렌드를 발신하

는 역할을 하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전문기획사의 경우 거

래업체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패션정보를 제공하는 기획사들로

현재 모라비안바젤, 씨앤티 유니온, 핀 트렌드, 말콤브릿지, 아

이오, 트렌드인코리아, 디자인네트워크, 더밸류체인 등 10여개

의 업체가 있으며, 이미지 구축을 위해 외부 세미나를 진행하

는 전문기획사가 늘어나고 있다. 사내정보실의 경우 외부 정보

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상품기획을 목적으로 90년대 초

반부터 활성화 된 기업 내 정보부서이다. 현재 제일모직, SK,

코오롱, 한섬, 대현, 이랜드, 아비스타 등 10여개 이상 업체에

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정

보사에서 발신하는 정보를 각 브랜드에 맞게 각색하거나 자사

브랜드를 위한 시장 조사 및 기획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최호

정·하지수, 2005). 이 외에 국가에서 설립한 한국패션센터, 서

울패션디자인센터 등의 기관에서 국책사업으로 섬유 및 패션업

체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제공 형태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이 시간적,

거리적, 물리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승엽, 2001)과 6

개월 이상의 작업기간이 소요되던 기존의 정보지를 대체

(Management Today, 2006)할 수 있다는 경제성 때문에 확대

되고 있다.

2.1.2. 패션 트렌드 정보기획

패션 트렌드 정보기획은 조사와 분석, 예측을 통하여 이루어

지며 분석은 다양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인플루언스, 트렌드 예측을 위한 변화요소 등이 포함된

다(Greenwood·Murphy, 1978). Brannon(2005)은 예측을 위한

요소로 패션 분석, 트렌드 분석, 경쟁자 분석을 통한 균형 잡

힌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Mete(2006)는 패션 조사와 예측을 위

한 행동을 시장 현황과 소비자의 구매 행동 연구, 소비자의 라

이프스타일 관련 문헌, 판매 수치, 패션쇼, 전시회 참관, 새롭

게 제시되는 패션 경향 조사와 경쟁사 조사 및 분석, 다른 디

자이너 및 업계전문가와의 대화, 인터넷, 시장과 서점 조사, 대

중적 관심이 있는 것들의 관찰 등으로 설명하였다. 국내 패션

정보제공업체의 정보기획은 사회문화적 현상으로부터의 다양한

환경 정보를 분석하여 주요 요인을 추출해 내는 것으로부터 시

작된다. 환경 분석을 통해 다가올 시즌 트렌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별하고, 이를 컨셉 및 테마화 시킨 후 각각에 맞는

컬러, 소재, 스타일 기획을 진행하게 된다(서희정, 2004). 

패션산업에서 기획 과정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어패럴 업체

의 제품개발 과정을 중심으로 문제정의와 조사, 창의적인 탐색,

실행의 단계로 나누어 연구되어 왔으며(Joe et al., 2004;

Pitimaneeyakul et al., 2004; Regan et al., 1998), 패션 트렌

드 정보기획 과정 연구에서 한소원(2003)의 경우 정보 수집 및

분석, 예측, 결과물 제작의 3 단계로 나누었고, 전유미(2004)는

국내외 정보회사의 기획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하면서 해외 정

보사는 정보수집, 분석, 예측과 평가, 정보 가공의 단계를 거치

는 것에 비해 국내 정보사는 예측과 평가 과정이 없다고 분석

하였다. Brannon(2005)은 패션현상 및 소비자, 문화적 지표, 경

쟁자에 관한 조사와 분석, 분석 요소의 통합을 통한 예측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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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었으며, 최미영·손미영(2007)은 정보수집, 분석, 가공,

제시, 정보 활용의 단계로 나누며 각 프로세스의 단계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패션트렌드 정보 기획 과정은 정

보 수집 및 분석, 예측, 정보 전달, 평가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란 개인의 욕구와 이를 만족시켜주는 직무환경

과의 부적합 또는 역할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민이나 불균형

상태로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자가 받게 되는 신체적·심

리적 스트레스를 의미한다(정미영, 2004). 서구의 산업화 국가

에서 직무 스트레스는 현 시대의 가장 심각한 역할장애 중 하

나로 인식되고 있으며(Daley·Parfitt, 1996), 결과적으로 종업원

의 직무 불만족, 신경쇠약, 잦은 결근과 높은 이직, 낮은 책임

감, 직업성과의 한계라는 문제를 유발한다(Jamal·Preena, 1998).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은 연구 대상이나 조직에 따라

일정치 않으며 선행연구에서도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Cooper·Marshall(1978)은 관리자와 화이트컬러의 스트레스 요인

에 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직무의 고유특성, 조직역할,

조직 내 관계, 경력개발, 조직구조 및 분위기, 조직외부의 장애,

개인의 고유한 특성 등 크게 7개 범주로 나누었으며 Gibson

et al.(1985)은 스트레스 요인을 물리적 환경요인, 개인요인, 집

단요인, 조직적 요인 등으로 제시하였다(박정원에서 재인용,

2007). 또한 탁진국(2002)은 조직과 개인적 문제를 반영하여 역

할모호, 역할갈등, 역할과다, 역할과소, 적성불일치, 부서갈등,

상사갈등, 동료갈등, 의사참여문제, 직무불안정, 승진 및 임금문

제, 일-가정 갈등, 환경문제를 직무스트레스 원으로 분류하였다.

의류학 분야에서의 관련 연구에서는 하유선·정성지(2000)가

어패럴 업계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직무특

성요인, 역할관련요인, 대인관계요인, 경력관계요인으로 정리하

였으며 섬유패션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화숙·박광희

(2003)의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관련 요인, 직무관련요인, 조

직관련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정미영(2004)은 의류 판매원

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통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을 직무특성, 역할관련, 대인관계, 조직관련 요인

으로 세분화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며 개인과 집단 및 조직차원에서 직

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 직무몰입, 직무성과에 부적 영향을 미

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정보제공자의 직무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직무관련요인, 역할관련요인, 조직관련요인, 개인요인, 조직외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2.2.1. 직무관련 요인

직무관련 요인은 물리적 환경, 직무특성, 작업환경에 의해 발

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이다. 물리적 환경 요인은 소음, 공기오염

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며(정미영, 2004), 직무특성은 직

무의 본질적 특성으로 Hackman·Oldham(1976)은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으로 요약하였다(박정

원에서 재인용, 2007). 작업환경은 시간 압박 및 불량한 작업

조건 등을 의미한다. 즉, 직무관련 요인은 환경이라는 물리적

요인과 직무 그 자체의 특성으로 직무관련 인식이 낮게 되면

직무 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된다(유화숙·박광희, 2003). 

2.2.2. 역할관련 요인

역할관련 요인은 조직의 직무위치에 따라 개인에게 주어지

는 타인의 기대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유화숙·박광희,

2003),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역할과다로 분류된다. 역할갈등

이란 역할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구와 조직에서 주

어진 역할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현상이다. 주로 역할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폐쇄적이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결

여되어 있을 때, 개인의 목표와 가치관이 조직의 목표와 모순

될 때, 혹은 필요한 자원, 시간, 능력 등이 부족할 때, 상반된

둘 이상의 역할기대를 받을 때 경험하게 된다(정미영, 2004).

역할 모호성은 직무담당자 역할의 책임, 권한 등의 불명료성 정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시 상사의 명령이나 지시가

분명하지 않거나 역할이 분명하지 않아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할모호성의 결과는 직무 불만족, 자

신감의 결여, 직무성과의 부진 등으로 들 수 있다(Kreitner ·

Kinicki, 1995). 역할과다는 주어진 업무가 종업원의 신체적, 지

식, 기술 등에 비해 많은 양이 주어졌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역할 과다가 반복되면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긴장을 유발시

키고 작업 동기나 조직에 대한 참여 의지 등이 낮아져 직무만

족을 감소시키고 직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선규, 1991).

2.2.3. 조직관련 요인

조직관련 요인은 대인관계, 인사정책, 조직구조나 시스템으

로 구성된다. 이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와 역할 수

행에 따른 결과로 받는 보상 체계를 포함한다. 직무상의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오해와 갈등을 발생시키며 신뢰

도, 지원 등에 부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인관계가 나쁠수

록 직무에 대한 불만족과 위기감이 발생하게 된다(박정원,

2007). 인사정책은 직무수행의 결과로 조직에서 받는 임금체계,

승진이나 복지와 같은 보상체계 등을 들 수 있으며, 조직이 종

업원에게 부여하는 교육, 경력개발도 포함된다. 조직구조 및 시

스템은 조직풍토, 집단응집력, 수행실적평가, 작업교대정책, 지

도유형으로 세분화된다(Beehr·Newman, 1976). 이와 같은 조직

관련 요인은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Parker·DeCotiis, 1983). 

2.2.4. 개인 요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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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스트레스로 지각하지 않는다. 즉, 두 사람이 같은 상

황이라도 개인적 성향에 따라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면 스트레

스를 받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Steers·Black, 1994). 개인요인

은 공격성, 압박감, 조급함과 같은 A형 행동양식(Type A

Behavior Pattern: TABP)과 같은 성격, 능력 및 경험, 욕구 및

가치, 인구통계적 변인 등 개별 구성원의 특성과 관련되며

Ivancevich·Matterson(1980)은 개인요인과 환경요인간의 적합관

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 스트레스가 발생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박정원에서 재인용, 2007). 

2.2.5. 조직외부 요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조직 외부적 요인으로는 가족, 이주, 경

제적 지위, 사회적 지원(이종목, 1989)을 들고 있으며 이 외에

도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 관련 산업 현황, 정책 및 법규

등도 중요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라고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

는 이를 조직외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패션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정보제공자의 업무에 관

련한 체계적인 틀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제공자의 직

무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패션정보산업의 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3.1. 면접 대상자 선정

질적연구에서는 목적적 표본추출에 의거하여 특정 환경, 사

람, 사건 등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다른 선택에서는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Maxwell, 1996/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정보제공자를 ‘패션정보산업에 종사중인 정

보 업무 담당자’라 규정하여 독립적인 담당 업무를 갖고 S/S,

F/W 시즌을 각 1회 이상 진행한 실무 담당자를 면접대상자로

선택 하였다. 또한 정보산업의 전반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최

호정·하지수(2005)의 연구에서 분류한 대기업형 정보기획사,

전문기획사, 사내정보실에 국가에서 설립한 정보 업무 관련 기

관을 추가하여 유형별 분포를 고려한 목적 표집 하였다. 

이에 2007년 4월 6일에서 5월 8일에 이르기까지 11개 업체

1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면접대상자는 14명 모

두가 여성이었고, 30대가 11명(78.6%), 20대가 3명(21.4%)이었

다. 학력의 경우 대학원 이상이 8명(57.1%) 이었으며 6명(42.9

%)이 유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보사 업무 외의 업무

경험의 유무에서는 8명(57.1%)이 패션관련 업무 경력자였으며,

6명(42.9%)은 실무 경험이 없었다. 

3.2. 면접 내용

면접은 Patton(2002)의 면접 유형 중 면접지침법(interview

guide approach)을 사용하였으며, 내용은 담당 업무 및 경력,

국내 패션정보산업의 문제점, 정보기획과정, 각 과정별 문제점

으로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서희정, 2004; 이윤숙, 1988; 최호

정·하지수, 2005)를 참고하여 패션정보제공 업무의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되어질 것으로 여겨지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개략적

인 틀을 정하고 면접 시 면접대상자의 반응과 특성에 따라 추

가질문을 하여 결과기술에 사용하였다. 상세한 면접 내용은 담

당 업무 및 경력에 관하여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

인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가?”, 피면접자가 인식하

고 있는 현재 국내 패션정보산업의 실태 관련으로는 “현재 국

내의 정보산업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며, 그 이유는 무

Table 1. 면접대상자의 특성

면접

대상자
성별

연령

(만)

경력

(년)
직책 학력

유학

경험
회사 유형

정보사 이외의 

업무경험

타 정보사 

업무경험
담당 업무 팀원기타 소재지

A 여 39 16 실장 대졸 있음 기업형 정보사텍스타일 디자이너 기관 sales & marketing 1 미혼 서울

B 여 35 11 과장 대졸 없음 사내정보실 남성복 디자이너 기업형 정보사 남성복 트렌드기획 7 기혼 서울

C 여 35 12 팀장 대학원 없음 사내정보실 없음 기업형 정보사 정보업무 총괄 7 기혼 서울

D 여 36 9 실장 대졸 있음 기관 디자이너 전문정보사 섬유제품 프로모션 기획 3 미혼 대구

E 여 28 2 연구원 대학원 없음 기관 없음 없음 소재트렌드 기획 7 미혼 대구

F 여 31 6 사원 대학원 없음 전문정보사 백화점 홍보기획 기업형 정보사 기획관련 전반 5 기혼 서울

G 여 32 8 팀장 대졸 있음 사내정보실 해외 바잉오피스 기업형 정보사 트렌드 제시 및 상품기획 3 미혼 서울

H 여 32 4 사원 대학원 있음 전문정보사 없음 없음 기획관련 전반 4 기혼 서울

I 여 30 2 대리 대학원 없음 기업형 정보사신문사 컨텐츠기획 없음 마켓기획 3 미혼 서울

J 여 25 1 사원 대학원 없음 기업형 정보사없음 없음 소비자조사 2 미혼 서울

K 여 25 2 사원 대졸 있음 기업형 정보사없음 없음
해외마켓 조사

트렌드기획
7 미혼 서울

L 여 32 10 팀장 대학원 없음 사내정보실 남성복 MD
기업형 정보사/

사내 정보실

트렌드 및 마켓정보

제시
3 미혼 서울

M 여 33 6 과장 대학원 있음 사내정보실 없음 기업형 정보사 여성복 트렌드기획 7 기혼 서울

N 여 32 9 대리 대졸 없음 사내정보실 여성복 디자이너
기업형 정보사/ 

사내정보실
트렌드기획 및 전략기획 3 미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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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변화요소는 무엇이며 변화가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패션정보기획 과정 및 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요인 관련 질문은 정보기획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각 과정별로 만족/불만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 정보 업무 전반의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하여 “그 외에 어떤

문제점 들이 있는가?” 등으로 패션정보업무에서 느끼는 불만이

나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질문하여 패션정보제공자가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면접은 연구 대상자

당 90분에서 15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피면접자의 동의하에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기록을 병행하였다. 

3.3. 자료 정리 및 분석

연구 결과 및 신뢰성 있는 자료 획득을 위해 녹음한 내용을

면접 당사자의 표현 양식 그대로 필사하였고, Creswell(1998)의

나선형 자료 분석 모형을 통해 첫째, 수집된 자료 정리와 조직

화하기, 둘째, 현장 기록이나 관찰노트나 분석해야할 문서 읽기

및 면담 녹음 듣기, 셋째, 범주화 기법을 활용한 재배치, 넷째,

주제와 차원을 개발하기, 다섯째, 해석하고 의미 찾기로 자료분

석이 진행되었다. 

Glesne(1999)은 질적연구의 타당도 확보 방법으로 풍부하고

심층적인 기술, 관찰시간의 연장, 동료평가, 부정적 사례분석,

연구자의 반성과 이용 등을 제시하였다(김선숙·이은영에서 재

인용,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풍부한 자료와 심층적인 기

술을 통해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분석 작업의 반복을

통해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피면접자에게 면접 기록

을 제시하여 피드백을 받는 참여자 확인과, 질적 연구를 수행

한 경험이 있는 타 연구자에게 분석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재확인 방법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4. 결과분석 및 논의

4.1. 정보기획 과정상의 스트레스 요인

패션정보기획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해본 결과 선

행연구(전유미, 2004; 최미영·손미영, 2007; 한소원, 2003;

Brannon, 2005)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

기획, 정보전달, 정보평가의 단계로 스트레스 요인이 나타났다. 

4.1.1. 정보 수집

정보제공자들이 정보수집 단계에서 인식하는 스트레스 요인

은 수집 가능한 정보원의 범위(1), 해외 정보 중심(2), 제한된

예산(3), 언어장벽(4),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5)으로 나

타났다. 정보의 과부하 현상 속에서 필요정보 선택과 소재 정

보와 같이 수집 가능한 정보원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공식적 경로

를 통한 정보 수집의 경우, 제한된 예산에서 파생되었으나 타

정보 사이트에 아이디를 도용하여 접근하거나 정보지를 복사하

는 행동으로, 장기적으로는 정보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정보수집에 있어 스트레스 요인과 더불어 중요

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1)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취사선택을 해서

써야 되냐...(B) 내부 프로세스들...커넥션, 눈으로 들어나

지 않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C) 늘 소재가 걱정이에요.(E)

(2) 거의 해외 정보지에 의존을 하는..정보지가 없으면 거의

일 못하는 정도로.(I)

(3) 브랜드 매출, 회사 내의 경비절감 분위기..이런 것들에 영

향을 받긴 하겠는데..(C) 항상 예산이란 부분에 마주치게

되니까...해외 모니터가...돈 없어서 다 끊어졌죠.(E)

(4) 비영어권 정보...프랑스어라던가..(C) 외국도...언어도 많이

바뀔 거고, 새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을 거고..(K)

(5) 우리 경쟁사인데. 컨텐츠를 비밀리에 이용하고 있다니

...(A) 남의 것 빌려 쓰고 그러잖아요...해외 정보지도 빌려

보고...(H)

4.1.2. 정보 분석 

정보 분석 단계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은 분석시스템의 부재

(1), 국내외 마켓차이(2), 주관적 해석(3)으로 개인적 책임감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보 분석관련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직감과 노하우로

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예측 정확성에 대한 부담감과

연계되고 책임감이라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고 응답하였

다. 

(1)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봐서...경험과 직관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E) 마켓 분석의 기준 툴이나 그

런 것은 특별히 없어요...개인적인 노하우라고 할까요.(I) 

(2) 해외 정보들은...다시 전환 해줘야 되잖어...국내에 맞게...

여전히 gap 이 있어.(A) 

(3) 사용하는 이미지는 완전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뽑게 되요.

(B) 

4.1.3. 정보 기획

정보 기획 단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요인은 일반화된 내

용(1), 정확하지 않은 정보(2), 창의적 기획력 부족(3), 시간부족

(4), 예측정확도에 대한 부담감(5), 정보제공자 중심의 기획(6)

으로 나타났다. 제너럴 트렌드 정보 자체의 포괄적 성격 때문

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한 정보를 원하는 패션기업들에게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사의 홍보나 구색 맞

추기 용 정보의 경우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대, 과장해야 하므

로 개인적인 의지와 조직의 요구 간에 역할갈등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 트렌드 부분을 두고 보면...뭉뚱그려지는 느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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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컬러를 해봤자 책 만들면 색 돌아가고, 모니터 상에서 또

돌아가고..(E) 구색 맞추기 식이지..(I) 컨설팅이 들어오게

끔 기사를 쓰는 거에요...일부를 과장해서...(J) 

(3) 국내 정보사도 해외 정보사를 보고 만들거든요.(L)

(4) 제가 만족할 만한 정보를 가공하고 싶은데..항상 시간에

쫓겨서...(J)

(5) 기획한 정보에 대해서는...책임감이 느껴지고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B) 

(6) 정보 이용자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정보가 그게 아니더

라도...밀어 붙여요.(F) 

4.1.4. 정보 전달

기획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정보제공자가 인식하는 스트레

스 요인은 부족한 실물제공(1), 용어선택 문제(2), 정보 전달자

의 태도(3), 부족한 정보량(4), 전달력 부족(5), 정보제공시기(6)

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이용자들의 불만족 요인을 대변하는 것

으로, 문제요인이 무엇인지 정보제공자들이 인식하는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현 실태가 스트레스로 연계되어지고 있

음을 의미한다. 

(1) 소재는..스캔 받은 것을 잘라 쓰거나...현실감 없게 보여주

는 정도..(B)

(2) 영어와 동떨어진 단어들..너무 많이 써요.(L) 어려운 단어

들이 많아요.(N)

(3) 자신감이 없으면 세미나를 망치는 것 같구요..(B) PT 분

위기 자체가...지루한 거에요.(G)

(4) 소재 정보 같은 경우는 줘도 줘도 부족하고.(E) 제시하는

정보양은...약한 거 같아요.(K)

(5) 세미나를 직접 진행해 보면...정보가 충분히 전달은 안 되

는 것 같아요.(B)

(6) 업체 쪽 보다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가는 건 아닌가..(K) 

4.1.5. 정보 평가

발신 정보에 대한 평가 부문의 스트레스 요인은 검증 절차

의 부재(1), 불확실한 피드백(2)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자들은

제공 정보를 해당 시즌에 거의 검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

며, 검증하더라도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검증이기 때문에 정확

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의 정보 만족/불만족 여부

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성과로 인식하지 못

하고 스트레스와 연계된다고 응답하였다.

(1) 시즌이 지난 다음에 발신한 정보에 대해서 검증을 따로

는 안하구요.(B) 시즌 정보 발신하고서 해당 시즌 검증을

아직까지는 못해봤어요.(M)

(2) 정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소비자를 직접 만

나는 것이 아니라서...(K) 정보 일이...Reaction이 좀 늦어

서..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L)

조사 결과, 정보기획과정상의 스트레스 요인은 Table 2와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Table 2. 패션 정보제공자가 인식하는 정보 기획 과정의 스트레스 요인

부문 영역 범주 요인

정보기획 

과정별 스트레스 

요인

정보수집 정보원의 범위 과다한 정보 / 내재적 정보의 수집 / 한정된 실물 정보 

해외정보 선호 높은 해외 정보지 의존도

제한된 예산 회사 매출에 따른 예산 배정 / 수집정보 한계

언어장벽 비영어권 자료 /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외국어

비공식적 경로 ID 와 패스워드 도용 / 복사본 활용

정보분석 분석 시스템의 부재 기획 포맷의 부재 / 감성과 직관 의존 / 노하우 중심

국내외 마켓차이 국내 시장 적용이 어려운 해외 정보

주관적 해석 기획자 선호도에 따른 정보 해석

정보기획 일반화된 내용 제너럴 트렌드 정보 자체의 성격

정확하지 않은 정보 부정확한 컬러/ 구색 맞추기 위주/ 정보 과장 

기획력 부족 타 정보사 정보 이용 / 해외정보의 재구성

시간부족 부족한 작업시간

예측 정확도 오류에 대한 부담감 / 개인적 책임감

정보제공자 중심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우위적 태도

정보전달 부족한 실물 부족한 실물정보

용어 선택 문제 어려운 단어 / 전문용어 및 영어의 과다 사용

전달자의 태도 자신감 / 진행방법

부족한 정보량 정보제공 횟수의 부족 / 업데이트 부족

전달력 문제 기획 의도 전달의 부족

정보제공시기 업체의 기획 시기에 비해 빠른 정보제공

정보평가 검증절차 부재 시간 부족

불확실한 피드백 정보이용자와 비접촉 / 성과 측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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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패션정보사 업무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패션정보제공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선행연구(정미영, 2004; Beehr·Newman, 1978)에서 분류

한 것과 같은 직무관련요인, 역할관련요인, 조직관련요인, 개인

요인, 조직외부요인으로 나타났다. 

4.2.1. 직무 관련 요인

정보제공자들은 직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작업환경에 대

한 것으로 인원부족(1), 시간압박(2), 직무특성과 관련하여 직무

정체성(3)과 직무 다양성(4)을 지적하였다. 시간압박의 경우 궁

극적으로는 업무인원의 부족에서 유발되는 요인으로 피면접자

대부분이 기획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직무정체성의 경우 주관적 성향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담당 직무 자체의 객관성이 낮아질

가능성에 의해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하였으며, 직무다양성의

경우 획일적인 업무 구조로 다양한 업무 경험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1)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늘 건의를 하죠..(D) 영역을 넓히

고 싶어 하는데...인력 부분이 안되는 거죠..(F) 온라인 쪽

사이트 담당하시는 분이 한분밖에 안계세요..(K)

(2) 늘 스케줄 조절도 안되고...(F)

(3) 정보 수집에 있어 되게 감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

지 않아 있어요.. (M)

(4) 시즌 마다 돌아가다 보면...너무 노가다스러운 일들도 많

고..(G)

4.2.2. 역할 관련 요인

역할관련 요인은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로 분류되

며 역할갈등과 관련하여 역할기대갈등(1), 자원부족(2), 역할 모

호성과 관련해서는 담당 업무에 대한 불확실성(3), 자신감 결여

(4), 역할과다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업무량(5)이 스트레스 요인

이라고 응답하였다. 자원부족의 경우 역할수행에 필요한 전문

적인 지식의 부족을 의미하며, 실무경험이 없는 정보제공자의

경우 업무 한계를 인식한다고 응답하였다. 역할갈등 부문의 경

우 전문정보사 종사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

는 정보사 유형별로 종업원들이 느끼고 있는 불만족 요소가 다

르기 때문에 정보사에서 집중해야할 내부 마케팅 전략이 다르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너무 소재쪽만 전문으로....사실 별로 흥미가 없는데..(F)

브랜드 밀착형으로...그러고 싶다는게 바램이거든요.(I)

(2) 실무를 모르니까..뭘 하라고 하면 모르겠는거에요.(H) 정

보 하는 사람들의 한계가..실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

요.. (N)

(3) 내 전문분야가 무엇라고 명함에 쓸 수 없다는거..(F) 이

걸 해야 해? 말아야 해?(H)

(4) 혼자서 뭘 할 수 있을 거라든지 그런 생각은 못해요..(F)

자신감 없는 거 있잖아요.(H)

(5) 되게 피곤하게 일해요...(H) 일을 하다 보면 멀쩡한 사람

도 병이 들어 나올 것 같은..(J) A부터 Z까지 다 해요..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과도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F)

4.2.3. 조직 관련 요인

정보제공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관련 스트레스 요

인은 조직 내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변수로서 대인관계, 인

사정책, 회사의 조직구조 및 시스템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

났다. 대인관계와 관련한 세부적인 요인들은 상사와의 갈등(1),

조직 내 정보공유 부족(2), 타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재(3),

인사정책과 관련한 세부적인 요인은 보상부족(4), 조직구조 및

시스템과 관련한 세부적 요인으로는 정보실의 위상(5), 체계적

시스템 부족(6), 복잡한 결재 시스템(7)을 들었다. 

(1) 상사께서..정보책 한권이 뭐 이렇게 비싸냐..정말 갑갑하

죠.(D) 상의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 의견이 반영될 때가

많죠..윗사람..좀 우긴다는 생각도 드는데..(J)

(2) 정보 공유가 안되는 거죠..(F) 정보 공유가 좀 늦어서

....(M)

(3) 소비자들을 직접 대하는 팀하고 연구원들의 커뮤니케이

션이...서로 안되거든요..(I) 

(4) 정보하는 사람 중에...이사, 상무 다는 케이스가 거의 없

잖아요..(N) 

(5) 사내 정보를 위한 팀 자체가...심부름꾼으로 전락된 경우

가 많거든요...(B) 디자이너가 자기들 보다 높지 않게 보

려는 경향이...(C) 너무 하위개념으로 생각하는...(D) 

(6) 너무 한사람에게 편중 되어서....(F) 오늘 하는 일하고 내

일 하는 일이 같을 수가 없는..어느 날은 놀고...찾으래서

찾았는데 쓰지도 않고..(H) 업무가 중첩되는 것도 있고..

(M)

(7) 대기업은...결재라인이 많고 시간이 많이 들죠.. (N)

4.2.4. 개인 요인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개인요인은 개인적 성향(1)과

경험(2)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이선규, 1991)에서 나타난 경

쟁적 성취욕구와 공격적 성향, 압박감을 갖는 A형 성향보다는

이성/감성 성향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

타났으며,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인의 경우 정보산업 종사

자의 대부분이 여성인력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실무 경험 부족이라는 과거 경력이 현

재 업무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 나는 조사를 해서 근거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

는거..그게 더 쉽거든..(F) 나이가 들면 좋아하는 조닝이

바뀌어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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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너무 이

성적이라는 생각을 해요...(H) 만약 내가 디자이너였고 그

런 일을 하고 있었으면...하는 생각...(M)

4.2.5. 조직외부요인

패션정보제공자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조직 외부

요인은 패션산업 및 패션정보산업 관련 문제, 패션정보산업 관

련 국가 정책, 정보이용자, 최종 소비자로 나타났다. 

직무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패션산업 및 패션

정보산업과 관련 세부사항은 패션산업의 구조적 문제(1), 패션

정보제공 체계 붕괴(2), 정보산업의 기반적 문제(3)로 나타났다.

정보 공유와 이동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면서 더 새롭고 확실

한 정보원을 찾아야 된다는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고 특정 유행에 치중하는 한국패션산업의 실태와 정보 산

업의 불투명한 미래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정보산

업의 기반 부분에서는 정보인력의 저 연령화 현상의 확산이 전

문화된 인력부족과 연계되며 직무에 있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패션정보 업무가 오랜 노하우와 경력

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인력을 제외하고는

20-30대의 정보 기획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무 경

험이 부족한 고학력 위주의 인력은 현업과의 정보 괴리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1) 패션 시장 자체가 시장성이 없어요..(I) 여성복 마켓의 경

우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L) 패스트 패

션 시대고...모든 브랜드들이 다 똑같아 지고..(N)

(2) 정보 소스가 다 뻔하거든요..그것을 받는 사람이 모를 리

가 없는거고...(B) 외국 정보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

이고, 브랜드들도 다 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C) 디자이

너들이 그날 컬렉션 자기들이 다 보잖아요. 옛날 차원의

정보실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H)

(3) 우리나라에서의 정보 산업은 젊은 사람들이 정보부터 시

작을 하는 거죠. 정말 30년 디자인 하다가 10년, 20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풍토가 되어 버

렸어요.(C) 사람을 키워낼 만한 베이스가 안 갖춰 진거

같아.(F) 

패션정보산업과 관련된 국가 정책 부문에서의 스트레스 요

인은 관련기관의 정책적 문제(1), 정보남발(2)로 나타났다. 기관

들이 행정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강요하는 업무 분리 및 프로

젝트 수행업체와의 관계가 정보산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관련

하여 제공되는 무상정보가 정보의 가치를 하락시키며 궁극적으

로는 정보산업의 수익성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1) 여러 기관에서 업무들이 중복되다 보니까...총괄하는 쪽은

분리를 시키려고 그래요...(D)국가 프로젝트의 경우...커넥

션이란 것이 있잖아요..(F)

(2) 관련 기관에서 돈 좀 많이 받을 때는 무료로 다 줘버리

고..(D) 수혜를 받는 업체들은 이 정보가 다 공짜이거든

..아니면 싼 정보....(F)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 요인은 정보이용에

대한 인식부족(1), 정보공유 부족(2), 온라인 정보 수용의 한계

(3)로 나타났다. 정보이용에 대한 인식부족은 정보이용자들이

좁은 시각의 정보만을 선호하거나 정보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공유의 부족은 제공된 정보

가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경우로 업무중

복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정

보 수용의 한계는 오감을 활용해야 하는 패션정보 자체의 성격

때문에 이용자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정보를 더 선호하며, 하드

웨어적 인프라 구축의 부족과 기술적 능력 부족으로 사이트 활

용이나 정보 탐색에 있어 정보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운영해

야 하는 패션정보사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최소한 봐야 될 정도는 볼 정도가 되야 ..(A) 당장 적용

할 수 있는 Hot한 정보를..요구하고...(F) 유료로 산다는

것을 인식 못하는...(I) 자료가 1회성이라고들 생각하세요

...(N)

(2) 누구한테 줘야 하는건지....공유 안하는 회사도 있거든.(A)

컨설팅을 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담당자

가 바뀌니까 연계가 안되는 거예요..(I)

(3) 실물 제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F) 회사 사이트 이용이 좀 어려우신 가봐요.(J) 아직 의

류회사들이 1인 1PC 안되어 있는데도 많거든요..(L) 

 

소비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제품 기획에 참여하고 스스로 트

렌드를 창조하면서 정보제공자를 선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

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보다 앞서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하며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소비자 스스로가 정보를 캐치하고 믹스해서...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소비자들이 새롭게 창조해

내는 트렌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구요..

(M)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패션정보산업 종사자들의 패션정보 제공 업무에

서 인식하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정보기획 과정과 정보업무

전반에 걸쳐 파악하여 패션정보업무에 대한 직무 만족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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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높은 직무성과, 즉 정보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질적연구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패션정보 제공자의 정보기획 과

정은 정보수집, 분석, 기획, 전달, 평가의 단계로 나타났으며,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직무관련요인, 역할관련요인, 조직관련요

인, 개인요인, 조직외부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정보기획 과정 중

정보수집단계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은 활용가능한 정보원 범위,

해외정보선호현상, 제한된 예산,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정보수

집으로 나타났으며, 정보분석 단계에서는 분석시스템의 부재,

국내외 마켓 차이, 정보기획자의 주관적 해석이 나타났다. 정보

기획 단계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 창의적인 기획력 부족,

시간부족, 예측 정확도, 정보제공자 중심의 기획을 통한 정보이

용자의 요구 미반영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전

달 단계에서는 부족한 실물제공, 용어선택 문제, 전달자 태도,

부족한 정보량, 전달력 부족, 정보제공시기의 문제 요인이 나타

났다. 정보평가 단계에서는 검증절차 부재와 불확실한 피드백

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보 업무 전반에 걸친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직무관련요

인은 작업환경과 직무특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역할관련요인은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 조직관련 요인은 대인관계, 인

사정책, 조직구조 및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요인은 개인

적 성향과 경험으로 구성되었고, 조직외부요인은 패션산업 시

스템, 국가정책, 정보이용자, 최종소비자로 구성되었다.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은 직무만족, 직무몰입, 직무성과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 도출된 패션정보제

공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궁극적으로는 정보제공자의 직무

성과인 기획정보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패션정보산업에 종사하

는 정보제공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직무성

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차원에서 역할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경력개발, 업무 관심

도 도출 및 사내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비 시스템화의 극복을 위

해서는 패션정보기획 과정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업무프로세

스의 모듈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실무경험 없이

정보 업무를 시작한 고학력자들의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정보

기획에 대한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와 연계

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Table 3. 패션 정보제공자가 인식하는 패션정보사 업무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영역 범주 요인 세부요인

직무관련 작업환경 인원부족 소수인력으로 운영

시간압박 스케줄 조절의 어려움

직무특성 직무정체성 감성 중심의 직무

직무다양성 제한되고 반복적 업무로 인한 다양성 부족

역할관련 역할갈등 역할기대갈등 개인적 관심 요소와의 괴리

자원부족 실무경험 부족

역할모호성 업무에 대한 불확실성 전문 분야에 대한 정체성 부족 

자신감 부족 독립적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 결여

역할과다 과도한 업무량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업무량

조직관련 대인관계 상사와의 갈등 상사의 이해부족/ 권위적 태도/ 상사우선주의

정보공유 부족 조직 내 정보공유 부족

커뮤니케이션 부족 타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인사정책 보상부족 승진 가능성 희박

조직구조 및 시스템 정보실의 위상 정보실에 대한 낮은 인식/ 디자이너 중심 조직구조 

체계적 시스템 부족
특정인에 대한 높은 업무 편중도/ 연계성의 부족/ 브랜드 밀착 시스템 부족 / 업무 

중첩

복잡한 결재시스템 긴 소요시간 

개인 개인적 성향 이성적 성향 중심 데이터 중심의 정보 선호 

변화성 선호 반복적 업무에 대한 회의

선호하는 조닝의 변화 연령에 따른 취향 변화

경험 관련 경력 고학력 위주의 경력/ 실무에 대한 동경

조직외부 패션산업 구조 및 시스템패션산업의 구조적 문제 낮은 시장성/ 특정 유행 지향성/ BI의 상실

정보제공체계붕괴 정보소스의 대중화/ 해외정보사의 국내진출 온라인을 통한 빠른 정보제공

정보산업의 기반적 문제 고급인력의 부족 

국가정책 행정중심의 정책 기관주도의 사업/ 기관과의 커넥션

정보남발 잦은 무상정보 제공

정보이용자 정보이용에 대한 인식부족 구체적 정보의 요구/ 이해노력부족 /정보가치에 대한 인식부족/ 소극적 태도

정보공유부족 정보공유 부족/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

온라인 정보수용의 한계 실물정보 부족/ 미비한 인프라/ 사용미숙

최종소비자 새로운 개념의 소비자 트렌드 주도와 생산자로서의 위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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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과중한 업무 할당으로 인한 스트레

스 증가와 사업 확대 기회 손실 극복을 위해 정보사 특성을

전문화 시켜 직무 종사자들에게는 열악한 근무여건을 덜어주고,

회사측에는 세분화된 패션시장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외적인 부분에서 특히 관련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정책

부문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패션 정보 산업과 관련

기관의 연계가 비효율적인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섬유 및 패

션 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된 기관과 각종 프로젝트들은 업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정보

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들이 정보의 가치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제공자들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 관행도 스스로의 정보 가치

를 하락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즉, 정보가치를 높이고 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

제공자, 정보이용자, 관련기관 모두가 정보의 질적, 경제적 가

치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온라인 정보화 시대의 영향력은 패션정보산업에도 온

라인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사의 출현 등으로 가시화 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 정보 분야는 오프라인 정보

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제공에 있어 이원

화된 체계로 업무 및 비용의 중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화 되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 사료되며 장기

적으로는 온라인 중심의 정보가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를 위해서 정보 이용자들이 온라인 정보를 쉽게 수용할 수 있

는 재교육 프로그램과 정보제공자의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제

공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력할 수 있는 분야 위주

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정

보업무의 경우 오랜 노하우와 경험, 직관 등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정보 인력들이 패션정보산

업 내에 자리매김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패션정보제공자에 관한 선행

연구가 없는 가운데, 정보제공자의 인식을 포괄적으로 포함하

기 위해 조금씩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사 유형별

차이를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스트

레스 요인은 유형별 분포도를 고려하여 기술하였으나 다양한

유형의 정보사에 근무하는 면접자의 종합적인 의견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정보사 유형별 스트레스 및 갈등요인 차이를 잘 반영한

연구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이해가 더 용이해 질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목적 표집으로 비교적 패션정보제

공자를 대표할 수 있는 면접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완

벽한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며 일반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양적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패션정보관련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패

션정보제공자의 직무 스트레스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이로 인해

유발되는 업무 갈등 및 국내 패션정보산업의 문제 요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보이용자와의 정보인식 태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정보이용자를 유형화 하여 더욱 세분화 되고 있는 패

션 시장에 적합한 패션정보사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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