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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decision-making confidence of clothing. As 
determinants, this study examined consumer susceptibility to interpersonal influence, vanity, and clothing knowledg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ing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convenience sampling 
method. Out of 324 distributed, 300 useful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The results showed that identical conformity 
among consumer susceptibility to interpersonal influence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decision making confidence through vanity. Although normative conformity does not influence decision-making 
confidence directly, it does significantly influence decision-making confidence indirectly through influencing vanity 
and clothing knowledge. The results suggest clothing is a manifestation tool for managing public self, which finally 
leads to increased clothing knowledge and decision-making confidence of clothing. These findings may be used by 
marketers in developing strategies for product development and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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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태도, 규범, 가치,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구매행동은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

경인 대인적 영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경
향을 보인다.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 소비가 되거나 
또는 매력적인 전달자에 의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의복과 같은 가시성이 높은 제품의 구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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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타인의 영향력에 의해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
에 영향을 받는 동조적 성향은 더욱 중요시 된다1).

소비자에게 마케터는 자신의 상품을 소구하는 
광고 메시지를 통해 개인적 성취의 정도나 신체적 
아름다움과 같은 소비자 문화가 보편화되는 현상
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은 상품의 기능성이나 실용성을 중시
하기 보다 상징적이고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 Netemeyer et al.2) 

(1995)은 이러한 개념을 consumer vanity3)라고 명명
하였으며, 신체적 외모와 개인적 목표의 성취에 대
한 관심과 집착이라고 정의하였다.

집단의 특성, 개인의 연령, 성격적 요인 등에 따
라 사회적 영향력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
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정보의 공유, 서구적 사고방
식의 보편화로 인해 개인적 편차는 점차 줄어들고 
일률적인 기준이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고, 개인의 
행동과 판단 기준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개
인의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기준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도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매스미디
어의 영향은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
으며, 자신의 기준이 아닌 사회적으로 강요된 틀에 
맞추어 자신의 성공과 외모를 평가하고, 만족과 불
만족의 획일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는 더욱 
큰 영향을 받는데4), 특히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들
에게도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주
관적 판단을 압도하는 사회적 기준과 틀에 맞추기 
위해서 성공에 대한 기준을 사회가 정한 기준에 의
해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외모와 관련된 평가는 
더욱 심하게 환경적 영향을 받게 되며,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우리 사회의 특성상 집단의 영향력은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자신감의 결여와 
불필요한 지출은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
다. ‘Lookism’5)이라고 하는 외모중시경향은 외모평
가의 단서가 되는 의복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며, 
과시적 소비, 충동구매, 고가품 소비 등의 부정적 
측면을 초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젊은 세대의 의복 구매 결정에 타인
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며, 신체적 외모와 개인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복 구매 결정의 중요변수인 ‘자신의 구매 
결정과 행동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6)인 소비자 자
신감(consumer self-confidence)이 의복에 국한된 소
비자 자신감을 일컫는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decision- 
making confidence of clothing)을 선정하여 이상에
서 언급한 타인의 영향력인 동조성과 신체적 외모
와 성공에 대한 집착인 vanity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소비자 자신감은 동조성과 상관관계가 있으
며7), 구매 전 행동인 정보 탐색에 영향을 주는데8) 
제품이 가시적인 경우 그 영향은 더욱 크다9)는 연
구결과에 의거해 가시적인 의복 제품에 대한 의사 
결정 자신감은 동조성 및 vanity에 영향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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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여진다. 또한 소비자 지식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10) 의복에 
한정된 의복 지식이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패션마케팅에서 효과적인 제품 기획, 촉진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
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복 의사 결
정 자신감을 선정하고, 젊은 세대의 중요한 상징적 
소유물인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소비자 동조성, vanity, 그리고 의복 
지식을 포함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들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
소비자로서의 자신감(consumer self-confidence)이

란 자신의 구매 결정과 행동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
11)를 의미하며, 다음의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첫 번째 차원은 구매 의사 결정 자신감(decision- 
making self-confidence)으로서 정보를 획득하고 사
용하여 시장에서 효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소비자
의 능력을 의미하고, 두 번째 차원인 보호(protection)
는 소비자를 부당하게 대하고 호도하며 속이기 위

한 기업의 메시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
력을 의미한다12). 

소비자로서의 자신감은 구매행동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음을 선행 연구들이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소비자 자신감은 동조성과도 상관관계가 있다13). 또
한 구매 전 행동인 정보 탐색에 영향을 주며14), 제품
이 가시적(conspicuous)인 경우, 그 영향은 더욱 크
다15). 또한 소비자 지식의 정도는 구매 전 정보 탐
색과 구매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16),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소비자 
지식은 상당히 중요하다17). 따라서 소비자 자신감
을 구체적으로 의복 제품에 한정된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변수로 하여 이상에서 언급한 소비자 동조
성, 소비자 지식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 지식도 의복 제품에 한정된 의복 지식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의복은 가시성있는 제품이므로 
Park & Lessig(1977)18)의 가시적 제품인 제품일수록 
동조성과 소비자 자신감의 관계에 영향을 준 결과
에 근거하여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과 동조성, 의
복 지식은 유의적인 관계가 예상된다. 또한 추가적
으로 의복 구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vanity
를 선정하여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O’Cass(2004)19)는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이란 의
복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충분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믿음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러
한 소비자의 자신감은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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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게 되어 마케터의 전략에 대한 소비자 민감
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
신감은 마케터가 목표시장으로 하는 소비자에게 제
공하는 메시지와 촉진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Howard(1989)20)는 소비자의 자신감은 호의적이
건 비호적이건 간에 브랜드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은 O’Cass(2004)21)와 같
이 의복 구매에 있어서 적합한 선택을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은 의복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자신감을 의미한다.

2. 소비자 동조성
우리 사회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타

인을 의식한’ 소비형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
징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집단주의(collectivism)
적22) 문화배경이 강하게 나타나며, 집단규범에 대
한 동조성이 매우 높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개인주의(individualism)적 문화권에 비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사회비교정보(social comparative 
information)를 비롯하여 타인과의 비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23). 따라서 개인 소비자는 제
품의 선택과 소비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서 사회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며, 집단의 압력은 구매 의사 결
정에 선행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24). 

Bearden et al.(1989)25)은 소비자 동조성을 규범
적 동조와 정보적 동조로 구분하였다. 규범적 동조

는 소비자가 소속된 집단의 규범이나 기대에 부응
하려는 정도를 의미하며, 제품이나 브랜드를 통해 
타인과 일체감을 형성하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강
화하고자 하는 욕구에 기인한다. 따라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타인의 기대에 순응하려는 경향으
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정보적 동조는 타인으로부
터 상품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하
며, 제품 구매 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26). 구매 결정에서 타인에 대한 동조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상징적 편익을 추구하는 정
도가 높으며, 디자인이나 브랜드와 같이 타인의 평
가가 용이한 가시적인 속성들에 더 중요도를 부여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27). 

3. Vanity

Vanity란 Netemeyer et al.28)(1995)에 의해 신체적 
외모와 개인적 목표의 성취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라고 정의되었다. Vanity scale은 이들이 1995년에 
개발한 측정도구이며, 자신의 신체적 외모와 개인
적 목표에 대한 관심과 견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
고 vanity의 개념의 차원이 개인적 성공 또는 성취
에 대한 측면과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측면으
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글로벌화는 서구적 가치관이 표준적인 가치기준
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제적 성장의 정
도에 따라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가에도 이
러한 가치관이 급속도로 침투하는 결과를 낳게 되
었다. Wang & Waller(2006)29)는 소비자 문화의 물질
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비교문화분석을 vanity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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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P. Z. Wang and D. S. Waller, op. cit., p. 665.
30) 김형길, 김정희, “소비자의 물질주의가 허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7권 3호 (2000), p. 43.
31) 전경숙, 박혜정, “Vanity Scale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1권 5호 (2006), p. 231.
32) 서정희, op. cit., p. 91.
33) 김효진, 양윤, “소비자 독특성 요구, Vanity, 인터넷 쇼핑가치, 구매의도간의 구조관계,” 2009년도 한국의류학

회 추계학술대회 (2009), pp. 163-166.
34) 서정희, op. cit., pp. 91-92.
35) L. R. Flynn and R. E. Goldsmith, “A Short, Reliable Measure of Subjective Knowledg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46 (1999). p. 58.
36) A. O’Cass, op. cit., pp. 869-882.
37) J. W. Alba and J. W. Hutchison, “Dimension of Consumer Expertis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3 (1987), pp. 411-412.
38) 김상훈, 강지윤, op. cit., p. 215.
39) K. Mason and J. Bequtte, “Product Experience and Consumer Product Attribute Interface Accuracy,” The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Vol. 14 No. 4 (1998), p. 343.
40) L. R. Flynn and R. E. Goldsmith, “Models of Enduring Involvement and Opinion Leadership,” Proceedings 

Association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993). pp. 378-386.

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Netemeyer et al.(1995)
이 개발한 vanity 척도의 구성타당성과 측정도구의 
객관성이 다른 국가의 표본에서도 통계적 과정을 
거쳐 검증되었다. 또한 중국과 같은 저개발국가(Less 
developed countries)에도 vanity 지향적인 성향이 강
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비즈니스의 영
역을 넓혀감에 따라 소비자 연구자와 마케팅 관련
자들은 vanity와 관련된 연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고 결론짓고 있다. 

국내에서 vanity를 측정한 연구30～33)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물질주의, 상품 구매 
성향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
근에는 외모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서
구적 가치개념이 깊숙이 침투하면서 더욱 중요한 연
구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 대학생의 vanity 
정도를 유형화한 선행 연구34)에 의하면 2:1 정도로 
vanity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많았으며, 
패션 명품 구매 태도와도 강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서 vanity는 외모 관련 제품의 소비에 중
요한 투입변수라고 결론짓고 있다. Vanity에 대한 
선행 연구가 외모 관련 제품인 의복에 대한 지식과 
의사 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 없
으므로 본 연구 결과는 vanity와 의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소비자 지식

많은 연구들이 소비자 지식은 일반적으로 소비
자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35). 
O’Cass(2004)36)에 의하면, 소비자 지식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아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장기
간의 기억 속에 있는 소비자의 객관적인 지식과 관련
된 것이며, 두 번째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는 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자기보고(self-report)에 기초한다는 것이
다. 그런데 패션 관여와 의사 결정 자신감에 관계된 
것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주관적인 친밀도, 경험, 
전문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Alba & Hutchison 
(1987)도 소비자 지식은 소비자가 상품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 경험 및 친숙성의 정도를 의미
한다고 하였다3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 지
식을 개인의 주관적인 자기보고에 해당하는 친밀
도, 경험, 전문성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소비자 지식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제품 속성에 관한 소비자 지식이 증가할수록 브랜
드나 가격과 같은 외재적 단서에 의존하는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8). 또한 특정한 제
품 지식은 제품의 다른 속성들을 추론하는 단서의 
역할을 하므로39) 소비자 지식은 의사 결정 자신감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lynn and 
Goldsmith(1993)40)는 제품 지식과 제품 관여는 정적
인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O’Cass(2000)41)는 제품 
관여와 제품 구매 의사 결정 관여(purchas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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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 O’Cass, op. cit., pp. 545-576. 
42) A. O’Cass, op. cit., pp. 869-882.
43) L. Flynn and R. Goldsmith, op. cit., pp. 57-66.

involvement)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외
에도 본 연구와 같은 변수인 패션 제품에 대한 지
식과 구매 의사 결정 자신감을 사용하여 이들의 정
적인 상관관계를 밝힌 O’cass(2004)42)의 연구가 있
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품 관여를 
매개로 하여 제품 지식이 구매 의사 결정 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Ⅲ. 연구 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연구문제 1: 소비자 동조성이 vanity, 의복 지식,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2: Vanity가 의복 지식,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3: 의복 지식이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를 위하여 서울과 주변 신도시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324부가 배포되고, 응답상태가 부실한 
것을 제외한 30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회수된 설
문지를 통계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SPSS 11.0을 이용하였
다. 통계처리에 사용된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3.05
세(SD=2.026)이었으며, 남성 163명(54.3%), 여성 137
명(45.7%)이었다. 요인분석 시 주성분 분석, 베리맥
스 회전방법을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소비자 동조성 평균은 35.13(SD= 7.09)
로서 중간치(median)인 30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연구모형.

Vanity의 평균은 65.64(SD=10.90)으로서 중간치인 
52.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복 지식의 평균은 
11.86(SD=3.29)로서 중간치인 10보다 조금 높게 나
타났으며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의 평균은 10.09(SD= 
2.46)로서 중간치인 7.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소비자 동조성, vanity, 
의복 지식,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이 비교적 높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다. 

3. 측정도구
본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 동조성, vanity, 의복 지

식,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 및 인구통계적인 변수를 
포함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소비자 동조성을 측
정하는 문항은 Bearden et al.(1989)이 개발한 Consumer 
Susceptibility to Interpersonal Influence의 1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Vanity 변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Wang & Waller(2006)의 연구에 사
용된 21문항을 사용하였다. 의복 제품 지식(clothing 
product knowledge)과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decision- 
making confidence of clothing)을 측정하기 위해서
는 Flynn & Goldsmith(1999)43)가 개발한 각 4문항, 3
문항을 이용하였다. 질문은 모두 5점 척도로 측정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비자 동조성, vanity, 의복 
지식,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Ⅳ. 연구결과
1. 요인분석
본 연구는 연구문제에서 설정된 각 변수들의 관계

를 경로분석을 통해 밝히기에 앞서 변수들에 대한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복 지식, 의복 의사 결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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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W. O. Bearden, R. G. Netemeyer and J. E. Teel, op cit., p. 477.
45) 전대근, 이은영, “준거집단이 청소년의 패션브랜드 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권 9/10호 

(2006), p. 1440.
46) 서정희, op. cit., p. 81.
47) 김효진, 양윤, op. cit., pp. 163-166. 

신감은 각 한 개의 요인들이 추출되었으며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각 0.905, 0.843이었다. 소비자 동
조성과 vanity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동조성의 요인분석 
Bearden et al.(1989)이 개발한 Consumer Susceptibi-

lity to Interpersonal Influence는 대인적 영향에 대한 
민감성으로 소비자가 의사 결정에서 상품이나 상
표의 구매나 사용시에 타인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
려고 하는가를 측정하는 소비자 동조성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품에 관한 정보를 추구하
려는 경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동조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규범적 동조와 정보적 동조의 2개 요
인으로 도출되거나44), 규범적 동조에서 동일시적 정
보가 분리되어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
다45). 본 연구에 사용된 소비자 동조성의 12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 이상의 요인에 이
중으로 적재된 2개 문항을 제외시킨 결과, 3개 요인
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다른 사람과 같은 제품이
나 브랜드를 구매하고자 하거나 동일한 브랜드를 구
매함으로써 일종의 연대감을 느끼는지를 묻는 3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일시적 동조’라고 하
였다. 요인 2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
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물건을 사기 전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모으는 지를 묻는 3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었고, 상품 구매와 관련한 정보를 얻
기 위해 동조를 보이는 것으로 ‘정보적 동조’라고 하
였다. 요인 3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브랜드를 구매하거나 타인의 기대를 의식하여 자신
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서 ‘규범적 동조’라고 명명하였다. 
총 설명력은 65.015%이며, 요인별 Cronbach’s α는 각
각 0.838, 0.787, 0.659인 것으로 나타나서 측정도구
의 신뢰성은 입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Vanity의 요인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vanity의 측정도구는 이미 선
행 연구46,47)에서 사용되었으며, 21문항으로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 자신감 6문항, 성취 자신감 
5문항, 성취 관심 5문항, 외모 관심 5문항의 4개 요
인으로 도출되었다. 문항 내용과 요인분석 결과, 그
리고 신뢰도 분석 결과는〈표 1〉과 같다.

2. 소비자 동조성, Vanity, 의복 지식,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의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위
해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경로분석을 실
시한 결과를 표로 작성한 결과는〈표 2〉에 제시되
었다. 연구모델의 F값으로 볼 때 연구모형은 유효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연구모형에 따라 그림
으로 제시하면〈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변수들이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 분산의 5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
였다고 할 수 있다. 

1) 소비자 동조성이 Vanity, 의복 지식,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로 제시된 소비자 동조성이 vanity, 의
복 지식,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동조성 중에서 동일시적 동조
는 성취 자신감과 외모 자신감이 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규범적 동조는 외모 관심과 성취 관심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과 
동일시하고자 욕구가 높을수록 성취 및 외모 자신
감이 높아지고, 집단의 규범에 동조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외모와 성취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는 것
으로 분석된다. 또한 소비자 동조성 중에서 동일시
적 동조 성향은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직접적으
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의복 결정
에서 타인이나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욕
구가 강할수록 의복 의사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부
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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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Vanity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명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
변량
(%)

Cron-
bach's 
α

외모
자신감

․나는 섹시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0.798

6.879 32.755 0.877

․사람들은 나의 좋은 외모를 부러워한다 0.769

․나는 매우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0.769

․나는 남들이 보고 싶어하는 몸매를 가지고 있다. 0.756

․사람들은 나의 외모에 끌린다. 0.725

․나의 외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호감을 준다. 0.675

성취
자신감

․나는 성공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0.876

3.039 47.229 0.864

․나는 성공을 이룬 좋은 예 중의 하나이다. 0.859

․나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0.829

․나의 성취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인다. 0.742

․다른 사람들은 성공한 나를 바라보고 나처럼 성공하길 원한다. 0.590

성취 
관심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직업적 성취에 더 집착한다. 0.793

2.219 57.795 0.855

․나의 성취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기를 원한다. 0.788

․나에게 있어 동료들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0.77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성취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0.723

․나는 직업적 성취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0.715

외모 
관심

․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외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혹스러울 것이다. 0.764

1.448 64.691 0.822

․나는 나의 외모에 매우 신경을 쓴다. 0.722

․항상 좋은 외모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0.718

․나의 외모는 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0.713

․최선의 외모를 보여주는 것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0.704

<표 2> 경로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Vanity 의복 지식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성취 자신감 외모 자신감 외모 관심 성취 관심
소비자 
동조성

동일시적 동조 0.18** 0.18** －0.11*

정보적 동조
규범적 동조 0.17** 0.24***

Vanity

성취 자신감   0.15**

외모 자신감  0.28***

외모 관심  0.25***

성취 관심
의복 지식   0.64***

수정된 R2 0.05 0.04 0.09 0.08  0.26   0.52

F 4.89** 4.08** 8.99*** 8.82** 13.97***  33.66***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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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가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2) Vanity가 의복 지식,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로 제시된 vanity가 의복 지식,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vanity의 
4개 요인 중에서 의복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외모 자신감과 외모 관심이며, 성취 관
련 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관심이 있는 소비자는 의복
에 관한 지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성취 
자신감이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성취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의복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도 자신감을 보
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성취를 이룬 소비자는 의복에 대한 지식과 상관없
이 의복에 대한 의사 결정 자신감이 높으며, 외모
에 대한 자신감과 관심이 높은 소비자는 의복 지식
이 높고, 의복 지식이 높아짐으로써 의복 의사 결
정 자신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3) 의복 지식이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으로 제시된 의복 지식이 의복 의사 결
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복 지
식은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의복에 관한 지식
이 많을수록 의사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의 결정변수로 

소비자 동조성, vanity 그리고 의복 지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소비자 동조성과 함께 vanity에 대
한 선행 연구가 외모 관련 제품인 의복에 대한 지식
과 의사 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 결과는 소비자 동조성, vanity
와 의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조사 대상자로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
인 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선행 연구들에 사용된 것에서 추출하였고, 신뢰성 
검증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결과를 분석하면 소비자 동조성은 동일시적 
동조, 정보적 동조, 규범적 동조의 3개 요인으로 분
석되었으며, 65.02%의 누적설명력을 보였다. Vanity
의 측정 결과, 외모 자신감, 성취 자신감, 성취 관
심, 외모 관심의 4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64.69%
의 누적설명력을 보였다. 의복 지식과 의복 의사 결
정 자신감을 묻는 문항은 각각 1개의 요인으로 구
성되었다. 또한 소비자 동조성, vanity, 의복 지식이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이 의복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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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분산의 5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
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의복 구매 자신감은 의복 
구매에 있어서 적합한 선택을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자신
감은 의복 구매를 유발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런
데 마케터가 목표시장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메
시지와 촉진의 내용에 따라 또는 제품 기획의 방향
에 따라 의복 구매 자신감이 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촉진 전략과 함께 제품 기획에 다음
과 같이 중요한 전략적 정보를 제공한다. 

응답자인 대학생들에게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
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의복 지식으로 나타났
다. 즉,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의복 지식이므로 마케터는 촉진 전략에서 광고, 
디스플레이를 통해, 또는 판매원으로 하여금 의복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구매 의
사 결정에 이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관
점에서는 단순히 의복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
는 것을 넘어 의복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 시
장 전체의 자신감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
다. 의복 지식에 대한 교육은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패션 기업이 행하여서는 기대
하는 효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국내 패션산업 전
체가 이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성장 정체단계에 있
는 국내 시장이 한 단계 양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팽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복과 같이 상징성이 높은 제품의 구매에 대한 
의사 결정 시 타인의존적인 소비자 동조성의 모든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는
데, 소비자 동조성 요인 중 동일시적 동조만이 의
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직접적인 부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시에 대한 동조경향이 
크면 의사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더 약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 결정에서 타인이나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의복 의
사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의복을 통한 연대감을 표현하려는 성향으로 인해 
자신만의 자신감이 결여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우리 사

회의 소비자 성향으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젊은 세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
직도 우리의 사회에 집단주의적 성향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시적 동조
성향이 강한 소비자를 목표시장으로 할 경우, 이러
한 결과에 기초해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
를 들면, 동일시적 동조 성향이 큰 소비자는 소비
자 자신의 의사 결정 자신감이 낮아서 기업이 전달
하는 메시지에 의존해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
로 촉진 전략 수립 시 사회에서의 인정되는 제품이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제품 기획 시 유의할 점은 구매 결정에서 타인에 
대한 동조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상징적 편익을 추
구하는 정도가 높으며, 디자인이나 브랜드와 같이 
타인의 평가가 용이한 가시적인 속성들에 더 중요
도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
서 마케터는 브랜드 자산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함
께 제품의 내재적인 가치보다는 외재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 많은 마케팅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Vanity가 의복 의사 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을 보면, vanity 요인 중 성취 자신감만이 
의사 결정 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 욕구가 크면 의복 결
정에 더 자신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즉, 따라서 마
케터는 의복 구매 의사 결정 자신감이 있는 소비자
를 목표시장으로 할 경우, 촉진의 메시지 전달에 있
어서 성취 자신감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
여진다. 

Vanity 요인 중 외모 자신감과 외모 관심의 두 
요인들은 의복 지식을 통해 의사 결정 자신감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 
자신감과 외모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동조성 요인
은 동일시적 동조와 규범적 동조로 나타났다. 의사 
결정 자신감에 결정적인 변수인 의복 지식이 외모
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 변
수들은 동일시적 동조와 규범적 동조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은 의복은 타인과 동일시하고 규범
을 따르기 위해 외모에 자신감 및 관심을 갖게 되
고, 이는 의복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며, 결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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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의사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 동일시적 동조를 통해 성
취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되며, 규범적 동조는 외모와 성취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서 타인의존적인 성향이 작
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상의 결과와 함께 vanity 성향 중 외모 자신감과 
외모 관심만이 의복 지식을 통해 의복 의사 결정 자
신감에 영향을 준 결과는 의복을 사회에서의 일체
감을 표현하고, 규범을 따르는 공적 자아를 표현하
기 위한 외모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
미하며, 이러한 외모 관리를 위해 의복 지식을 쌓
으면서 구매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복 구매 자신감 변수에 대한 연구는 목표시장
의 소비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촉진과 제품 기획의 방
향을 확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의복 구매 자신감 변수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소비자 동조성, vanity, 의복 지식 변수들만을 선정
하여 의복 구매 자신감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므로 
그 깊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더 다양한 소비자 심리 변수와 시장 환경적 변수 
등을 고려하여 하여 의복 구매 자신감에 영향을 주
는 변수를 밝히고 나아가 그 영향력의 차이를 제시
하고 결정적인 변수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러한 결정변수들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제시하는 후속 연구는 마케터에
게 목표시장에 따른 구체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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