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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lothing fashion leadership and make-up 

fashion leadership of women's university student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information sources and ongoing information search. To achieve the purposes,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400 female students from September 21 to October 30, 

2011. The final data was analyzed with spss 17.0 program. The results were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information sources were classified 3 factors of marketer source, 

personal source, and mass media source.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clothing fashion leadership and make-up fashion leadership by major and clothes and 

cosmetics purchasing expenses.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clothing 

information sources and ongoing information search by major and clothes and cosmetics 

purchasing expenses. Fo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make-up information 

sources and ongoing information search by major and clothes and cosmetics purchasing 

expenses. Fifth,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 of clothing/make-up fashion leadership, 

information sources, and ongoing information search. Thus, it was found that clothing 

fashion leadership and make-up fashion leadership are related to information sources and 

ongoing information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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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ⅠⅠⅠⅠ

현대 복식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의복과 화장  

은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여성들이 신체의 외관을 바

꾸기 위해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치장의 형태이

다 또한 그 시대 의복의 형태와 함께 화장은 사회. 

의 문화현상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미적 요소를 가지

고 변천해오고 있다1). 

유행은 새로운 스타일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시작  

되어 대중들에게 전파되어 채택되는 것으로 사회적

인 집단속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받아들여지고 

소멸되는 과정을 거친다.

의복과 화장은 이러한 사회적 집합 현상인 유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새로운 의복 스타일과 

화장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채택하여 유행에 관한 

정보와 충고를 주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유행선도

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2)고 할 수 있다. 

정보 탐색은 제품 구매 또는 구매 방법에 대한 정보

를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노력으로 의사결정과

정의 일부3)이며 구매 전 탐색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의 특정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보

다 나은 구매를 하기 위한 정보탐색 활동을 말하고 

지속적 정보탐색은 장래에 사용될 정보를 저장하고 

과정지향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 습관적으로 행해

진 정보탐색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유행 관여가 높은 의복과 화장품은 소비  

자들이 구매의 목적 뿐 아니라 여가나 정보 구축을 

위해 상품 및 정보 탐색을 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은 

당장의 구매는 아니지만 추후 구매에 영향4)을 미치

기 때문에 의복 및 화장 유행선도력 지속적 정보탐, 

색과 정보원은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금까. 

지의 유행선도력에 관한 연구는 구매행동5)6)7)이나 

인터넷 구매8)9)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고 화장유

행선도력이나 정보원과 정보탐색행동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복과 화장의 유행에 관심이 많  

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의복유행선도력과 화장유행선도

력에 대해 알아 보고 정보원 지속적 정보탐색과의 , 

관련성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인구. 

통계적특성에 따른 의복 화장유행선도력과 이용 정, 

보원의 차이를 분석하여 시장세분화를 통한 표적시

장의 결정 등 관련 업체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수

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 . . . ⅡⅡⅡⅡ

유행선도력유행선도력유행선도력유행선도력  1.   1.   1.   1. 

유행은 특정 시기에 대중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지  

는 스타일 또는 생활양식이며 사회적인 상호관계로 

인한 개인의 자기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적 집

합 현상으로서의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의 표출10)이

다. 

유행은 특정한 스타일의 제품 즉 대상 으  , (object)

로 보는 관점과 특정 스타일이 사회내의 많은 사람

들에게 확산됨으로써 유행이 되기까지의 과정

으로 보는 관점으로 분류된다(process) 11) 대상은 . 

일정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지배

적인 스타일이라 할 수 있고 과정은 새로운 스타일

이나 상품이 소개된 후 소비자에게 채택되어 절정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유행선도력은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고 대중을 설득시키는 

힘으로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소비자를 유행선도자

라고 한다 대중이 수용하도록 설득시키는 과정은 . 

혁신성 의견선도력과 관련이 깊은 데 혁신성은 개, 

인이 혁신을 채택하는 데 있어 그 사회 조직내의 다

른 구성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정도를 말하며 

의견선도력은 개인이 그 사회 조직안의 다른 사람들

에게 혁신에 관한 정보와 충고를 전달함으로써 그들

의 태도와 행동에 비형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

로 정의된다12). 

그러므로 유행선도자들은 유행에 민감하며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 화장품 그리고 상표에 관심이 많고 , , 

새로운 제품을 일찍 구매하므로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탐색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수임

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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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 이영선  , 13)은 유행선도력과 쇼핑관련특성과

의 관계 연구에서 유행선도력은 유행의사선도력과 

유행혁신성을 포함한 단일차원이며 지속적 정보탐색

의 선행변수로서 서로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

다. 

김윤희 김명진 황진숙  , , 14)은 매스미디어 활용이 메

이크업 및 패션제품의 유행선도력에 미치는 영향에

서 메이크업 유행선도력에는 영화가 패션제품 유행

선도력에는 잡지 인터넷 영화가 유의한 영향을 미, , 

침을 밝혔다.

전경숙  15)은 남자 중고등학생의 유행선도력과 정보

원 활용 및 의류구매행동과의 관계 연구에서 유명

인 연예인의 의복 차림이 혁신성과 가장 높은 상관 , 

관계를 보였고 상업적 정보원 중 매장 쇼윈도우, , 

디스플레이와 인적 정보원 중 친구의 조언이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심성식  16)은 패션의견선도자와 추종자의 정보탐색

에 관한 연구에서 유행의견선도자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탐색하며 선도자와 추종자는 이용 정보매체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영선  17)은 소비자의 의복관여와 외적정보탐색에 

관한 연구에서 지속적 정보탐색을 많이 하는 소비자

들이 의복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정보탐색정보탐색정보탐색정보탐색  2.   2.   2.   2. 

구매 의사 결정 단계에서 문제 인식 단계의 다음   

단계인 정보탐색은 시장에서 어떤 목적물에 대한 의

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개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활동이다18). 

정보탐색은 이용 가능한 대체 상품들에 관한 정보에

의 동기화된 노출이며 소비자가 지각된 위험을 감소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소비자가 인

식한 문제를 해결해줄 다양한 대체안의 장점과 단점

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보탐색은 자극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 

시켜주며 새로운 자극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통

해 점포 제품 및 구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다19).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하였을 때 먼저 자신의 경험  

이나 기억 등을 통한 내적 탐색을 하고 그것만으로 

충족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자 광범

위한 외적탐색을 하게 된다20) 지속적인 정보탐색은 . 

구매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래에 사용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며 기억 속

에 쇼핑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동을 말하며 과정 

지향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다21). 

구매가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지속  

적 정보탐색의 결과는 구매에 즉시 활용되지 않지만 

기억 속에 보유되어 구매하고자 할 때 내부탐색에 

활용되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정

보를 추가로 획득하고자 외부정보탐색을 하게 된다
22).

소비자가 구매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외부정보탐  

색의 원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는 마케터에 의한 정보원으로 마케터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제품 자체를 비롯한 포장 가격, , 

광고 판매 촉진 판매원 전시 유통 경로 등과 같, , , , 

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해 주로 전달된다 이러. 

한 정보들은 소비자들이 큰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얻을 수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피상적이고 신뢰성이 

결여된 정보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소비자에 의한 정보원으로 마케터와 직  

접적 관련이 없는 정보원으로 모든 대인적 정보원이 

이에 속하며 소비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이러한 정보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 .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신뢰성도 있으나 

이 원천의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는 중립적인 정보원으로 신문이나 잡지  

의 기사 정부보고서 연구 기관 간행물 소비자 연, , , 

맹과 같은 중립적 단체의 상품 테스트 등을 포함한

다 이러한 정보는 마케터나 소비자로부터 직접적인 .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고 사실적인 면이 

있으나 정보가 불완전하기 쉽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

거나 비싸며 정보의 최신성이 결여되기 쉽다. 

정보탐색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정주임  
23)은 화장품 상표 충성도에 관한 연구에서 잡TV, 

지 신문 등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화장품 구, 

매 시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이은영  , 24)은 신규 패션 브랜드 평가 속성

에 대한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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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업자 주도 정보원 동조 대상 정보원 쇼핑 , , 

지향 정보원의 요인으로 분류 하여 브랜드 평가 속4

성의 차이를 밝혔다. 

윤종희 진기남  , 25)은 잡지매체의 이용자가 화장행

동이 적극적이며 일반화장품과 유행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탐색을 통해 화장

품의 관여도가 증가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하종경 김주희  , 26)는 패션관여도에 따른 미디어 TV

스타동조성과 정보원 연구에서 패션 고관여 집단은 

미디어 스타 패션 동조성이 가장 높고 정보원을 TV

가장 다양하게 활용하는 집단임을 밝혔다. 

제은숙  27)은 여가활동 소비자의 패션관여와 의복선

택기준 패션정보원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활동 소비, 

자의 집단 별 매체 정보원 관찰 정보원 경험인적 , , 

정보원의 차이를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원천으로는 신문 잡지 등과 같은 대중TV, , 

매체 판매원 광고 포장 등의 기업제공 원천 가족, , , , , 

친지 동료 등과 같은 소비자 원천 그리고 소비자 , 

보호원이나 언론 기관 등의 중립적 원천 등이 있다. 

연구 방법 및 절차연구 방법 및 절차연구 방법 및 절차연구 방법 및 절차. . . . ⅢⅢⅢⅢ

연구문제연구문제연구문제연구문제  1.   1.   1.   1.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의복 및 화장유행선도력 정보원과 지속적 정보탐,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going 

information search

Information

source    
 Clothing/Make-up

 fashion leadership

<Figure 1> Model of the study<Figure 1> Model of the study<Figure 1> Model of the study<Figure 1> Model of the study

색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정보원의 차원을 분석한다  1. .

연구문제 의복 및 화장유행선도력 정보원 그  2. , , 

리고 지속적 정보탐색간의 관계 를 분석한다.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의복유행선도력과 화  2-1. 

장유행선도력의 차이를 분 석한다.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정보원과 지속적 정  2-2. 

보탐색의 차이를 분석한다. 

의복 및 화장유행선도력 정보원 지속적 정  2-3. , , 

보탐색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다.

정보원과 지속적 정보탐색이 의복 및 화장유  2-4. 

행선도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연구모형으로 제시하면   

과 같다<Figure 1> .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  2.   2.   2.   2. 

유행선도력 1) 

유행선도력에 관한 문항은 유행혁신성과 유행의사  

선도력에 대한 내용을 통합한 선행연구28)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점 리커트 척도로 측, 5

정하였다 의복유행선도력은 의복의 유행경향에 대. 

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 새로 유행하는 , 

의복을 먼저 구입한다 등의 문항으로 신뢰도 분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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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Cronbach's α는 로 나타났다 화장유행선.86 . 

도력은 화장의 유행경향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 새로 유행하는 화장품을 먼저 구입한다 , 

등의 문항으로 신뢰도 분석 결과 8 Cronbach's α는 

로 나타났다.82 . 

정보원 2) 

정보원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 5

다 신뢰도 분석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을 . 2

제외한 총 문항으로 요인 모두 11 3 Cronbach's α는 

이상으로 나타났다.70 . 

지속적 정보탐색 3) 

지속적 정보탐색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  29)를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점 리커트 척도, 5

로 측정하였다 평소에도 신문 잡지의 패션 화. TV, , , 

장품 광고를 잘 살펴 본다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 

평소에도 패션 화장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등, 

의 총 문항으로 5 Cronbach's α는 로 나타났다.82 .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3.   3.   3.   3.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2011 9 21 10

월 일까지로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교 두 곳에 재30

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부. 400

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부를 회수한 후 부정365

확한 응답지를 제외한 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350 . 

자료 분석을 위해 을 이용하였고   SPSSWIN 17.0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검증 , , , T- ,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ANOVA, , 

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  . 

공 별 로는 예능 계열이 인문 계열이 61.1%, 

로 나타났고 월 의복과 화장품 구입 비용은 38.9%

만원 이하가 만원 이하가 10 41.1%, 11-20 37.7%, 

만원 이하가 만원 이상이 로 21-30 13.1%, 31 8.0%

나타났다.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 및 논의 . . . . ⅣⅣⅣⅣ

정보원 요인 분석정보원 요인 분석정보원 요인 분석정보원 요인 분석  1.   1.   1.   1. 

연구대상자의 정보원의 차원을 밝히기 위해 주성  

분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에 의한 회전Varimax

을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과 같다 분석 결과 요인으로 <Table 1> . 3

나타났고 신뢰도 검증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

항과 여러 요인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요인부하량을 

갖는 문항을 제외하였다. 

요인 은 백화점이나 매장의 시연행사 이벤트  1 ( ), 

제품회사의 등의 문항으로 마케터 정보원이라DM 4

고 명명하였고 설명력은 였다 요인 는 친23.21% . 2

구나 동료 드라마나 영화의 연예인 등의 문항으로 , 4

인적 정보원이라고 명명하였고 설명력은 였21.11%

다 요인 은 잡지 광고 신문 광고 등의 문항으로 . 3 , 3

대중매체 정보원이라고 명명하였고 설명력은 

였다20.69% .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의복유행선도력과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의복유행선도력과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의복유행선도력과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의복유행선도력과   2.   2.   2.   2. 

화장유행선도력화장유행선도력화장유행선도력화장유행선도력                    

연구대상자의 전공과 의복화장품 구매비용에 따라   

의복유행선도력과 화장품유행선도력이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는 와 같다 전체 의복<Table 2> . 

유행선도력의 평균이 화장유행선도력의 평균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여대생들은 화장보다 의복의 유행

에 관심이 많고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전공에 있어서는 예능 계열의 여대생들이 인문계  

열의 여대생보다 의복유행선도력과 화장유행선도력

의 평균이 모두 높고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는 유행의견 선도자에 예술 계열 전공자가 많

다고 한 이연희3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의복화장품구매비용에 따라서도 모두 유의차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복화장품 구매비용이 많을

수록 의복유행선도력과 화장유행선도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유행혁신성이 높을수록 의복구입비

와 구입량이 많다고 한 조윤정 고애란, 31) 김선화, , 

이영선32) 최윤영, 33)의 연구결과와 같다 즉 의복이나 . 

화장품을 많이 구매하는 여대생일수록 의복이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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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source factor analysis<Table 1> Information source factor analysis<Table 1> Information source factor analysis<Table 1> Information source factor analysis

Factor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Factor 1: Marketer information sourceFactor 1: Marketer information sourceFactor 1: Marketer information sourceFactor 1: Marketer information source

 Event of department store or shop

 DM of manufactures

 DM of department store

 Salesperson of shop

.84

.81

.79

.55

2.55 23.21 .79

 Factor 2: Personal  information sourceFactor 2: Personal  information sourceFactor 2: Personal  information sourceFactor 2: Personal  information source

 Friend or associate

 Entertainer of drama or movie

 Purchase postscript of product using internet

 People of a street

.76

.68

.66

.54

2.32 21.11 .70

 Factor 3: Mass media information sourceFactor 3: Mass media information sourceFactor 3: Mass media information sourceFactor 3: Mass media information source

 Magazine advertisement 

 Newspaper advertisement 

 TV advertisement

.86

.82

.56

2.28 20.69
.84         

<Table 2> Clothing/Make-up fashion leadership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Table 2> Clothing/Make-up fashion leadership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Table 2> Clothing/Make-up fashion leadership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Table 2> Clothing/Make-up fashion leadership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S.D.)

Variables Total

Major clothing and cosmetics purchase 
cost

Art
(n=214)

Humanitie
s

(n=136)

Below 
100,000

KRW
(n=144)

110,000~
200,000

KRW
(n=132)

Over 
210,000

KRW
(n=74)

Clothing fashion    
leadership

3.54
(.68)

3.67
(.57)

3.32
(.77)

3.32b
(.72)

3.69a
(.54)

3.69a
(.72)

t(F) 3.30** 6.66***

Make-up fashion    
leadership

3.21
(.80)

3.40
(.75)

2.92
(.78)

2.93b
(.72)

3.38a
(.70)

3.46a
(.89)

t(F) 4.09** 8.44***

 **p<.01 *** 는 사후 검증 결과p<.001 a,b scheffe 

장품의 유행 경향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 먼

저 시도해보고자 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의복 정보원과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의복 정보원과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의복 정보원과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의복 정보원과   3.   3.   3.   3. 

지속적 정보탐색지속적 정보탐색지속적 정보탐색지속적 정보탐색                    

연구대상자의 전공과 의복화장품 구매 비용에 따  

라 의복 정보원과 지속적 정보 탐색의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는 과 같다<Table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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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이 의복과 관련하여 활용하는 정보원을   

살펴보면 친구나 가족 등의 인적 정보원이 가장 높

고 그 다음이 나 잡지 광고 등의 대중매체 정보TV

원 그리고 가장 낮은 것이 백화점이나 제조회사의 , 

이벤트 매장의 판매원 등의 마케터 정보원이DM, , 

었다 이는 여대생들이 전반적으로 의복에 관련된 . 

정보를 친구나 동료 연예인 인터넷 구매후기 등에, , 

서 주로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전공에 있어서 예능 계열의 여대생들이 인문 계열  

의 여대생보다 평균이 모두 높고 마케터 정보원과 

지속적 정보탐색의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능 계열을 전공하는 여대생들은 의복이나 패션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 특히 백화점이나 제품회사의 

이벤트 등 에 대해 더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DM, 

었다. 

또한 여대생들은 구매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  

로 정보를 탐색하고 있으며 예능 계열을 전공하는 

여대생들이 인문 계열을 전공하는 여대생보다 더 많

이 탐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Clothing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information search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Table 3> Clothing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information search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Table 3> Clothing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information search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Table 3> Clothing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information search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S.D.)

Variables Total

Major clothing and cosmetics purchase 
cost

Art
(n=214)

Humaniti
es

(n=136)

Below 
100,000

KRW
(n=144)

110,000~
200,000

KRW
(n=132)

Over 
210,000

KRW
(n=74)

Infor
matio

n 
sourc

e

Marketer 
Information 

source

2.69
(1.11)

2.84
(1.10)

2.46
(1.08)

2.47b
(1.07)

2.83ab
(1.08)

2.97a
(1.42)

t(F) 2.27* 4.10**

Personal 
Information 

source

3.55
(1.16)

3.65
(1.16)

3.76
(1.17)

3.61
(1.07)

3.88
(.89)

3.76
(1.16)

t(F) -.43 1.18

Mass media
Information 

source

3.30
(1.01)

3.34
(.98)

3.24
(1.07)

3.23
(1.08)

3.33
(.95)

3.35
(1.01)

t(F) .64 .22

Ongoing 
information search 

3.54
(.68)

3.67
(.56)

3.21
(.77)

3.32b
(.70)

3.68a
(.54)

3.69a
(.70)

t(F) 3.30** 6.71**

 ** 는 사후 검증 결과p<.01 a,b scheffe 

의복화장품 구매 비용에 있어서 마케터 정보원  , 

지속적 정보탐색의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이나 화장품을 많이 구매하는 여대생일수록 백

화점 등의 이벤트 매장의 판매원 등의 마케터 DM, , 

정보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구매를 계획하지 않

는 상황에서도 정보 탐색을 즐기며 미래의 쇼핑을 

위해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기억 속에 정보를 보유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화장 정보원과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화장 정보원과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화장 정보원과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화장 정보원과   4.   4.   4.   4. 

지속적 정보탐색지속적 정보탐색지속적 정보탐색지속적 정보탐색                    

연구대상자의 전공과 의복화장품 구매 비용에 따  

라 화장 정보원과 지속적 정보 탐색의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는 와 같다<Table 4> . 

여대생들이 화장과 관련하여 활용하는 정보원을   

살펴보면 의복 정보원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 친구

나 가족 등의 인적 정보원과 나 잡지 광고 등의 TV

대중매체 정보원이 비교적 높고 백화점이나 제조회

사의 이벤트 등의 마케터 정보원은 낮게 나타DM,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7 1

164

났다 이는 채정숙. 3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여대

생들이 화장에 대한 정보를 마케터가 통제할 수 있

는 정보보다 비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선

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전공에 있어서 예능 계열의 여대생들이 인문 계열  

의 여대생보다 평균이 모두 높고 마케터 정보원과 

지속적 정보탐색에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능 계열을 전공하는 여대생들은 화장품과 메이크

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특히 백화점이나 제품회사

의 시연행사 등의 이벤트에 대해 더 관심이 많DM,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대생들은 구매 의사와 .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있으며 예능 

계열을 전공하는 여대생들이 더 많이 탐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복화장품 구매 비용에 있어서 마케터 정보원  , 

대중매체 정보원 그리고 지속적 정보탐색의 유의차,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이나 화장품을 . 

많이 구매하는 여대생일수록 제조회사나 백화점의 

이벤트 등의 마케터 정보원과 나 잡지 광고 DM, TV

등의 대중매체 정보원을 많이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정보탐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Make-up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information search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Table 4> Make-up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information search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Table 4> Make-up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information search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Table 4> Make-up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information search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S.D.)

Variables Total

Major clothing and cosmetics purchase 
cost

Art
(n=214)

Humanities
(n=136)

Below 
100,000

KRW
(n=144)

110,000~
200,000

KRW
(n=132)

Over 
210,000

KRW
(n=74)

Informa
tion 

source

Marketer 
Information source

2.57
(.86)

2.72
(.85)

2.32
(.82)

2.30b
(.86)

2.67ab
(.83)

2.87a
(.77)

t(F) 3.05** 6.93**

Personal 
Information source

3.34
(.79)

3.34
(.78)

3.34
(.82)

3.26
(.85)

3.42
(.60)

3.34
(.98)

t(F) -.03 .63

Mass media
Information source

3.22
(.93)

3.29
(.90)

3.10
(.97)

2.96b
(.98)

3.31ab
(.81)

3.54a
(.91)

t(F) 1.30 5.58**

Ongoing 
information search 

3.18
(1.08)

3.34
(1.03)

2.90
(1.12)

2.82b
(1.05)

3.30ab
(.96)

3.65a
(-1.11)

t(F) 3.243.243.24** 8.69***

 **p<.01 *** 는 사후 검증 결과p<.001 a,b scheffe 

그러나 화장품의 경우 의복보다 전공이나 의복화  

장품구매비용에 의한 유의차가 확실하게 나타나 전

반적으로 인문계열이나 의복화장품을 만원 이하로 10

구매하는 여대생들은 구매를 계획하지 않는 상황에

서 화장품이나 화장과 관련된 지속적인 정보탐색을 

하지 않는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의복유행선도력 화장유행선도력 정보원의복유행선도력 화장유행선도력 정보원의복유행선도력 화장유행선도력 정보원의복유행선도력 화장유행선도력 정보원  5. / , ,   5. / , ,   5. / , ,   5. / , , 

지속적 정보탐색의 상관관계지속적 정보탐색의 상관관계지속적 정보탐색의 상관관계지속적 정보탐색의 상관관계                    

의복유행선도력 정보원 지속적 정보탐색간의 상  , ,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와 같고 화장유<Table 5>

행선도력 정보원 지속적 정보탐색간의 상관관계를 , , 

분석한 결과는 과 같다 모든 변인들이 <Table 6> .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들이 의복이나 패션 화장품과 화장에   /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을 더 중시하고 다양하

게 정보원을 활용하며 평소에 지속적으로 정보탐색

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수록 의복 화장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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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도력이 높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유행. 

선도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많은 수의 정보원을 

이용하고 정보탐색 시간이 길다고 한 김경희 김미, 

숙35)와 하종경 김주희, 36)의 연구와 유행관여가 높을

수록 지속적 정보탐색을 많이 한다는 최미영37)의 연

구와 같은 결과이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Clothing fashion leadership,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Clothing fashion leadership,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Clothing fashion leadership,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Clothing fashion leadership,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information search information search information search information search 

Variables
Clothing
 fashion

 leadership

Marketer 
Information 

source

Personal 
Information 

source

Mass media
Information 

source

Ongoing
information    

search 

Clothing
 fashion

 leadership
1.00

Marketer 
Information source .31** 1.00

Personal 
Information source .47** .31** 1.00

Mass media
Information source .50** .49** .51** 1.00

Ongoing 
information     

search 
.52** .49** .52** .57** 1.00

 **p<.01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of Make-up fashion leadership,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of Make-up fashion leadership,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of Make-up fashion leadership,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of Make-up fashion leadership, information source and ongoing 

information search information search information search information search 

Variables
Make-up
 fashion

 leadership

Marketer 
Information 

source

Personal 
Information 

source

Mass media
Information 

source

Ongoing
information    

search 

Make-up
 fashion

 leadership
1.00

Marketer 
Information source .40** 1.00

Personal 
Information source .29** .30** 1.00

Mass media
Information source .40** .43** .47** 1.00

Ongoing 
information     

search 
.51** .48** .49** .50** 1.00

 **p<.01 

정보원과 지속적 정보탐색이 의복유행선정보원과 지속적 정보탐색이 의복유행선정보원과 지속적 정보탐색이 의복유행선정보원과 지속적 정보탐색이 의복유행선  6.   6.   6.   6. 
도력과 화장유행선도력에 미치는 영향도력과 화장유행선도력에 미치는 영향도력과 화장유행선도력에 미치는 영향도력과 화장유행선도력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들이 이용하는 정보원과 지속적 정보탐색활  

동이 의복유행선도력과 화장유행선도력에 미치는 영

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과 같다<Table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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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Clothing/ Make-up fashion leadership<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Clothing/ Make-up fashion leadership<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Clothing/ Make-up fashion leadership<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Clothing/ Make-up fashion leadership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 R2 F

Clothing
fashion
leadership

Marketer 
Information source -.02 -.45

.43 34.72***

Personal 
Information source .11 1.87*

Mass media
Information source .21 2.98**

Ongoing 
information search .56 8.23***

Make-up
 fashion
leadership

Marketer 
Information source .20 2.93**

.38 27.95***

Personal 
Information source -.07 -.93

Mass media
Information source .12 1.97*

Ongoing 
information search .51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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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복유행선도력에는 지속적 정보탐색 대  ( =.56), β

중매체정보 인적정보 가 유의한 변인( =.21), ( =.11)β β

으로 설명력은 로 나타났다 이는 구매와 상관43% . 

없는 지속적인 정보탐색행동과 잡지 신문 등의 , , TV 

광고나 홍보기사와 친구 연예인 길거리의 사람 구, , , 

매후기 등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이 의복의 유행

에 관심이 많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유행선도력에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잡지 인터. , 

넷 영화가 패션제품 유행선도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 

한 김윤희 김명진 황진숙, , 38)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

이다.

화장유행선도력에는 지속적 정보탐색 마  ( =.51), β

케터정보 대중매체정보 가 유의한 변( =.20), ( =.12)β β

인으로 설명력은 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에 유38% . 

행하는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백화점이나 매

장의 메이크업쇼 그리고 판매원과 잡지 신문, DM, , , 

같은 대중매체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은 새로TV

운 화장품과 화장의 유행에 관심이 많고 시도해 보

고자 하는 화장유행선도력에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잡지 매체의 이용자가 유행화. 

장품에 대해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는 윤종희 진기, 

남39)의 연구와 비슷한 걸과이다.

특히 대중매체정보원은 의복유행선도력과 화장유  

행선도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

는 데 이는 잡지 광고 등 시장 지배적 정보원TV, , 

이 유행선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 최윤

영4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 . . ⅣⅣⅣⅣ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의복유행선도력과   

화장유행선도력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원과 지속적 

정보탐색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보원의 요인 분석 결과 마케터 정보원  , , 

인적 정보원 대중매체 정보원의 요인으로 나타났, 3

다. 

둘째 전공과 의복화장품 구매비용에 따라 의복유  , 

행선도력과 화장품유행선도력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

석한 결과 모두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공과 의복화장품 구매비용에 따라 의복   , 

정보원과 지속적 정보탐색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한 결과 전공과 의복화장품 구매비용에 따라서 마케

터 정보원과 지속적 정보탐색에 유의차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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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전공과 의복화장품 구매비용에 따라 화장   , 

정보원과 지속적 정보탐색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한 결과 전공에 있어서는 마케터 정보원과 지속적 

정보탐색에 의복화장품 구매비용에 따라서는 마케, 

터 정보원과 대중매체정보원 그리고 지속적 정보탐, 

색에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의복유행선도력 정보원 그리고 지속적   , , , 

정보탐색의 상관관계와 화장유행선도력 정보원 그, , 

리고 지속적 정보탐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

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보원과 지속적 정보탐색이 의복유행선  , 

도력과 화장유행선도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한 결과 의복유행선도력에는 유의한 

변인이 지속적 정보탐색 대중매체정보( =.56), (β β

인적정보 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1), ( =.11)β

로 나타났다 화장유행선도력에는 지속적 정보43% . 

탐색 마케터정보 대중매체정보( =.51), ( =.20), (β β β

가 유의한 변인으로 설명력은 로 나타났=.12) 38%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대생들은 전  

반적으로 의복과 화장품에 있어 친구나 인터넷 구매

후기 같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선호하며 비

교적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백화점 등의 이나 이벤. DM

트 같은 의복 화장품 마케터 정보는 예능 계열을 전/

공하거나 의복화장품 구매를 많이 하는 여대생일수

록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의 정보. 

탐색행동에 있어 인문계열을 전공하거나 의복화장품 

구매비용이 만원 이하인 여대생들은 평상시에 구10

매와 관련 없는 지속적인 정보탐색을 비교적 잘 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들 중 의복유행선도자 집단에게 대중  

매체 정보와 인적 정보가 영향력 있는 정보원이며 

화장유행선도자 집단에게 마케터 정보와 대중매체 

정보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 

생들 중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리더들에게 패션잡지

나 등의 광고가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는 매체임TV

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이들은 친구 길거리. , 

의 사람 그리고 구매후기 등을 이용하여 유행하는 , 

새로운 의복이나 패션스타일의 정보를 얻고 유행하

는 최신 메이크업이나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백화점

과 제조회사의 메이크업쇼 등의 이벤트 등에서 DM, 

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여대생들의 의복 화장유행선도력에 지속적   /

정보탐색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패션리더들은 구매의 목적보다 여가생활로 유행이나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고 이는 오프라인쇼핑몰의 시각적인 VM 

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의 최신유행 정보나 제품정

보 제공 등의 판매촉진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여대생들은 전공이나 의복화장품 구매비용에 따라   

활용하는 정보원의 유형과 지속적인 정보탐색의 정

도가 다르고 의복 화장유행선도력에 따라 영향력 있/

는 정보원에 차이가 있으므로 업계의 차별화되고 세

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교 두 곳  

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여대생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유행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경로의 다양

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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