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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used an experimental design in an effort to assess the influence of brand gender and salespeople 
on the attitudes toward brands according to the males' gender identity traits. The study used a three-way split-plot 
experimental design, and data were analyzed by t-tests, and ANOVA.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was men in their 
20s and 30s, and a total of 178 people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sculine male consumers preferred masculinity fashion brands; however, androgynous consumers preferred 
brands that reflect androgyny. Secon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brand attitude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salesperson for the masculinity group, but the androgynous group estimated the brands as better when the salesperson 
was female. Thir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brand attitudes among consumers according to gender of the 
salesperson for the Galaxy; however, for Solid Homme, brand preference was stronger when the salesperson was 
a woman. Fourth, the influence of brand gender and salesperson gender on brand attitudes differed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consumer. Therefore, apparel companies must clear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 
gender identity and execute proper marketing strategies in order to induce stronger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ir 
brands. Moreover, apparel companies should perceive that brand gender and the gender of the salesperson can 
consequently encourage brand preferences.  

Keywords: consumer gender identity(소비자 젠더 정체성), brand gender(브랜드 젠더), salesperson sex(판매원 

성별), brand attitude(브랜드 태도) 

  



Vol. 22, No. 1 김정목․황선진․허유진 43

－ 43 －

I. Introduction

현대사회의 남성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남성들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관리를 

하며, 외모나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패션에 있어 과감하게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Kim, 
2007; Nam, 2010). 이처럼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남

성 소비자들의 증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 

시장의 변화로 이어진다. 즉, 남성들은 제품 단계의 

소비가 아닌 브랜드 차원의 소비가 이루어지며, 성
적 정체성을 표출하기 위해 패션브랜드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이들이 가지는 성적 이미지를 중요

하게 고려한다(McCraken, 1988). 
이러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

들이 소비자들의 성 정체성과 브랜드가 가지는 성

적 이미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Deaux(1985)는 사회

심리적 성을 성별(sex)과 구별하여 특정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행동적 및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젠더(gender)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젠더 차원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자아 이

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각각 소비자 젠더와 브랜

드 젠더라고 한다. 
한편, 소비자와 브랜드 젠더에 관한 연구들은 소

비자와 브랜드의 젠더에 따라 소비자의 브랜드 선

호에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Grohmann, 2009; Lee, 
Kim & Yang, 2009; Yang, 2008). 그러나 이러한 연

구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젠더와 비슷한 젠더의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뿐, 어떻게 

소비자에게 적합한 브랜드의 젠더 이미지를 형성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Grohmann(2009)은 브랜드 젠더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브
랜드 대변인의 성별이 브랜드 젠더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판매원 역시 

브랜드의 대변인으로서 브랜드 이미지 형성과 전

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Bhattacharya & Sen, 
2003; Hong & Lee, 2009), 이러한 이유로 많은 패

션 브랜드의 매장 관리자들은 브랜드 이미지에 따

라 적합한 이미지의 판매원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Ahn, Hwang & Jung, 2010). Osmonalieva(2004)의 

연구에서는 실제 판매원의 이미지가 브랜드의 이

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원의 영

향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판매

원의 이미지가 브랜드 젠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일 뿐으로 브랜드와 함

께 판매원의 성별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지는 않았다.
소비자의 특성 중 젠더 차원의 자아개념이 중요

한 것이라면, 소비자의 젠더를 표현하고,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소비 수단 중 하나

는 패션일 것이다(McCraken, 1988). 그러나 패션 브

랜드를 대상으로 한 젠더 관련 연구들(Jung & Lee, 
2006; Lee et al., 2009; Yoo, 2007)은 소비자 젠더의 

사회 심리적 연구에 치우쳐 있어, 본 연구에서 다

루고자 하는 소비자 젠더, 브랜드 젠더, 판매원의 

성별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상호적 영향을 함께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가 가지는 젠

더 차원의 개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원 성별의 효과를 조사하여, 이
를 통해 소비자 젠더 정체성과 브랜드 젠더, 판매

원 성별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인 호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 브랜드 젠더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가상의 브랜드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시

점에서 소비자 젠더와 브랜드 젠더에 따른 소비자

의 태도에 판매원 영향을 실제 패션 브랜드를 대상

으로 연구하여 이론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또한 패

션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국내 

남성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을 분석하고, 이들에 대

한 보다 적합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데 젠더가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여 실무적으로 도

움을 주고자 한다.

II. Background

1. Gender and brand gender  
젠더는 인간이 태어날 때 타고난 생물학적 성(sex)

과 구별되는 것으로, 특정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에

게 적절할 것으로 규정하는 행동과 태도를 의미하

며, 이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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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eaux, 1985). 심리학자인 Bem(1975)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젠더 차원

에서 얼마나 남성적 혹은 여성적으로 생각하는지

를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이라 하였다. 이러한 

젠더 정체성은 개인 특성의 하나로 자아개념을 구

성하는 요소가 되며(Bem, 1981), 외부자극을 해석

하는 과정뿐 아니라 인지반응, 감정반응, 동기형성

에도 영향을 미친다(Markus & Kitayama, 1991; Sirgy, 
1982). 또 나이와 인종처럼 젠더 정체성 역시 접근

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활성화되어 소비자 정보처

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eaux, 1991).
이에 따라 Bem(1974)이 제시한 양성성 이론(andro-

gyny theory)에 의해 오늘날의 젠더 정체성은 양성

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뉘

며, BSRI(Bem' Sex Role Inventory) 척도가 개발되

었다.
한편, 경영학자 Aaker(1997)는 소비자들이 브랜

드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사람에 비유하여 이를 브

랜드 개성(brnad personality)이라고 하였다. 최근까

지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이를 토대로 개성 차원

에서 소비자와 브랜드의 유사성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정적 태도나 행동적 태도와 같은 다

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내고 

있다(Bang, Jung, Lee & Kang, 2010; Fitzmaurice, 
2005; Lee, Choi & Lim, 2004; Park & Lee, 2006; 
Rio, Vazquez & Iglesias, 2001; Yi & La, 2002). 

그러나 최근 Grohmann(2009)은 Aaker(1997)의 

브랜드 개성이 인간을 구분 짓는 가장 일차적 범주

인 젠더 특성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Aaker의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진 브랜드 개성 연구결과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Grohmann(2009)
은 브랜드 개성 척도가 간과하고 있는 브랜드의 남

성성과 여성성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브랜드 젠더 측정도구인 Masculine Brand Per-
sonality Scale(이하 MBP 척도)과 Feminine Brand 
Personality Scale(이하 FBP 척도)을 개발하였다. 

한편, 소비자가 브랜드를 통해 자신의 젠더에 대

한 확인과 표출욕구가 있음이 연구(Fournier, 1998; 
McCraken, 1988)에서 확인되면서, 소비자 젠더와 

브랜드 젠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Veg and 
Nyeck(2007)은 브랜드 확장과 관련되어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의 젠더를 설명하였다. 또 Grohmann(2009)는 

젠더를 통해 브랜드를 구분하였으며, 소비자가 젠

더 차원에서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브랜드에 더욱 

긍정적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한편, 국내에

서는 Yang(2008)의 연구에서 남성성 소비자의 경우

(또는 여성성 소비자의 경우) 남성성(여성성)으로 

조작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더 호의적임을 밝혔

고, Lee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소비자의 성별

(sex)이 아닌 젠더(gender)가 가상의 의류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더욱 잘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모 브랜드와 확장 제품 범주의 젠더 이미

지 일치성에 관한 Heo(2011)의 연구결과도 역시 소

비자 젠더 성향과 모 브랜드 젠더 이미지가 일치하

는 경우,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소비자 젠더 정

체성과 브랜드 젠더에 따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들은 젠더 조

작을 통한 가상의 브랜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브랜드에서 소비자들이 젠더 차원의 

개성을 지각하는데 차이를 측정한 연구들은 부족하

다. 특히 판매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보

다 큰 패션브랜드의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2. Salesperson
판매원은 소비자들의 구매 전 단계부터 구매 후 

단계까지 소비에 관한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업의 판촉 커뮤

니케이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많은 패션업체들은 고객접점에 위치한 판매

사원들에게 고객만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하기도 한다(Ahn et al., 2010). 
한편, Smith(1998)에 따르면 판매원과 소비자의 

관계에 있어 비슷한 정도를 유사성이라고 하고, 이
로 인해 판매원과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유사한 개인적 특성을 가진 사람

들은 서로 더 유사하게 지각하게 되며, 서로 간에 

호감을 갖게 된다(Kim, 2013). 이와 같이 유사성 매

력(similarity attraction) 이론에 따르면 자신과 태도

가 비슷하거나, 의복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에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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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을 느낀다고 한다(Lim, Hwang, Lee & Lee, 2009). 
또한 직장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Osmonalieva 

(2004)는 판매원과 브랜드의 이미지가 유사한 경우,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판매원의 이미지가 상품 내용보다 소비자 구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Na(2010)
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동일시와 인적 동일시가 소

비자의 태도적 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으며, Grohmann(2009)은 브랜드 젠더에 대

변인의 성별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판매원의 이미지가 브

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 브랜드 태도와 같은 소

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있지만, 젠더 

차원의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판매원의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 남성 소

비자들의 젠더 정체성에 따라 이들을 고객으로 한 

남성복 브랜드의 젠더 이미지에 따른 브랜드 태도

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판매원이 

브랜드의 대변인으로서 브랜드 젠더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영향이 소비자 젠더와 브랜드 젠더에 따른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것

이다. 

3. Brand attitude
브랜드 태도란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우호적 또

는 비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브랜드 태도는 비교적 일관성 있고 지속적

인 경향이 있으며, 브랜드 선택과 같은 소비자 행

동을 이해하기 위한 요인으로 사용된다(Fishbein & 
Ajzen, 1975). Mittal(1990)은 이러한 브랜드 태도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정의

하였다.
브랜드 태도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태도

가 인지, 감정, 의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모두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고 이 중 감정만을 태도로 보고 있다(Lim, 2000).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감정적 브랜드 태도가 중요

한 이유를 브랜드에 노출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활

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브랜드 선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설명한다(Russell, 2009). 또 브랜드 태도

의 평가적인 속성으로 인해 기억되기 쉽고,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Yang, 2010).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한번 형성된 브랜드 태도는 구매행동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패션업체들은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의 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III. Methods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실험설계는 2(소비자 젠

더 : 남성성 소비자 vs 양성성 소비자) * 2(브랜드 

젠더 : 남성적 브랜드 vs 양성적 브랜드) * 2(판매

원 성별 : 남자 판매원 vs 여성 판매원)의 혼합 설

계(split-plot design)이다. 이 중 소비자 젠더는 집단 

간 요인이고, 브랜드 젠더와 판매원 성별은 집단 

내 요인이다. 
본 연구는 남성 소비자 젠더 정체성, 브랜드 젠

더와 판매원 성별에 따라 브랜드 태도에 차이가 있

음을 예상하고, <Fig. 1>과 같은 모형과 가설을 설

정하였다.
 
1. Research framework and hypothesis
가설 1. 소비자 젠더와 남성복 브랜드 젠더에 따

른 브랜드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소비자 젠더와 판매원 성별에 따른 브랜

드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남성복 브랜드 젠더와 판매원 성별에 따

른 브랜드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소비자 젠더, 남성복 브랜드 젠더, 판매

원의 성별에 따른 브랜드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Research measurement tools
 
1) Consumer gender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20~30대 남성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젠더 차원의 자아 정체성을 ‘소비자 젠더 

정체성’라고 명명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Bem(1979)
의 연구에서 사용된 BSRI 20문항을 활용하여 각 문

항들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중앙값(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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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model 

을 기준으로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그리고 미분화

로 구분한다. 응답자의 남성성이 높고, 여성성이 낮

으면 ‘남성성 소비자’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으면 ‘양성성 소비자’로 구분하였고, 모두 낮으면 

미분화로 분류하였다. ‘남성성 소비자’는 개인 중심

의 성취 지향과 수단 지향 성향이 높은 특성을 가

진 소비자로, ‘양성성 소비자’는 남성의 주도성과 

여성의 친화성이 균형을 잘 이루는 상태의 소비자

로 정의하였다.

2) Brand gender
브랜드 젠더 측정은 Grohmann(2009)의 MBP(Mas-

culime Brand Personality) 6개 문항과 FBP(Feminine 
Brand Personality) 6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 MBP/FBP
의 평균값을 통해 MBP가 높고, FBP가 낮은 브랜

드를 ‘남성적 브랜드’로, FBP와 MBP가 모두 높은 

브랜드를 ‘양성적 브랜드’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남성적 브랜드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지배적

인 브랜드로 정의하며, 양성적 브랜드를 부드럽고 

섬세하며 감성적인 브랜드로 정의한다. 자세한 예

비조사 결과는 4. Results of Pretest에 제시하였다. 

3) Salesperson

본 연구에서 판매원은 남성복을 판매하는 패션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의 구매를 설득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판매원의 성별에 따라 남자 

판매원과 여자 판매원으로 분류하였다. 판매원의 실

험자극물을 제시할 때는 성별 이외에 연령, 이미지, 
체형, 얼굴형 등에서 최대한 동일하도록 조작하였고 

복장 또한 흰색 셔츠와 검정색 바지로 통일시켰다.

4) Brand attitude
본 연구에서의 태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해 느끼

는 소비자의 감정적 태도를 호의도로 측정하였다. 
이의 측정을 위해 Sirgy et al.(1997)의 연구에서 사

용한 3문항을 제시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였다.
 
3. Research process and data analysis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남성적 브랜드와 양

성적 브랜드를 각각 하나씩 선정하였다. 또 성별에 

따라 구분된 판매원의 조작 검증을 위해 각각의 판

매원에 대한 호의도를 확인하였다. 판매원에 대한 

호의도는 Park(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3문항(호
감/비호감, 긍정/부정, 좋아함/좋아하지 않음)을 통

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2(남성 소비자 젠더 정체성 : 남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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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vs 양성성 소비자) * 2(브랜드 젠더 : 남성

성 브랜드 vs 양성적 브랜드) * 2(판매원 성별 : 남
자 판매원 vs 여자 판매원)의 요인설계로 구성하여 

서울과 대전지역의 20~30대 남성 소비자 178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14명을 제외한 164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남성성 소비자와 양

성성 소비자의 뚜렷한 구분을 위해, BSRI를 통해 

구분된 소비자 유형 중, 여성성 소비자와 미분화 

소비자를 제외한 남성성 소비자와 양성성 소비자

의 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6.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Cronbach's α, t-test, 3
원 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상호작용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단순 상호작용과 단순 주효과를 분석

하였다.

4. Results of pretest
본 연구에 사용할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 

남성복 브랜드 중 대다수의 남성 소비자가 알고 있

으며, 브랜드 젠더의 차이(남성적 브랜드 vs 양성적 

브랜드)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를 예비

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Table 1>은 예비조사에 

선정된 브랜드의 여성성에 대한 사후검증 분석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예비조사에 선전된 브랜드는 총 6개이며, 의류

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20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의 남성성(Cronbach's α=.88)과 여성성(Cronbach's 
α=.74)을 Grohmann(2009)의 12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반복측정에 의한 분산분석을 통

Brand Num Mean SD F

Galaxy 20 2.33b .12

10.27
***

Rogatis 20 2.19b .14

Maestro 20 2.29b .13

Solid Homme 20 3.50a .15

Time Homme 20 3.37a .15

Ziozia 20 3.14a .13

***p<.001, a and b is response by comparison result 
through LSD method.

<Table 1> Results of difference in femininity by brand 

해 이들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남성성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F=2.14, n.s.), 여성성은 

브랜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10.27, 
p<.001). 

추가적으로 본 조사에서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판매원 성별의 영향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실험 

자극물로 만들어진 남자 판매원과 여자 판매원 모델

에 대한 호감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t=.93, 
n.s.). 

IV. Results and Discussion

1. Results of variable's reliability analysis
본 연구의 변수들의 신뢰도는 문항들의 내적일

관성을 Cronbach's α값을 통해 확인하였고,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변수들의 신뢰도는 최소 0.76 이
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Manipulation check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된 갤럭시와 솔리드 옴므

를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본 연구에서 의도

한 바와 같이 남성적 브랜드와 양성적 브랜드로 인

Measurement item Question numCronbach's α

Consumer 
gender identity

Masculinity 10 .83

Femininity 10 .89

Brand gender
Masculinity  6 .76

Femininity  6 .84

Brand attitude  3 .93

<Table 2>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Brand gender N Mean SD t-value

Masculinity
Galaxy 164 3.45 .67

  .61
Soild Homme 164 3.48 .56

Femininity
Galaxy 164 2.62 .70 11.40

***Soild Homme 164 3.52 .62

***p<.001 

<Table 3> Comparison of gender character of Galaxy 
and Solid Ho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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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응답자들은 갤럭시와 솔

리드 옴므의 남성성을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61, n.s.). 
그러나 여성성에 있어서는 솔리드 옴므의 여성성

을 갤럭시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다(t=11.40, p<.001).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브랜드 조작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3. Section of consumer type
본 연구는 Bem(1974)의 연구를 토대로 소비자들

의 젠더 특성을 남성성 집단, 여성성 집단, 양성성 

집단, 미분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164명의 응답자 중 남성성 집단과 여성성 집단은 

각각 38명(25.3%), 양성성 집단과 미분화 집단은 각

각 37명(24.6%)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을 구분한 중

앙값(median)은 남성성이 3.7이고, 여성성은 3.4이
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든 유형의 소비자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고,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남성성 소

비자 집단과 양성성 소비자 집단만을 연구의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남성성이 높은 집단을 남성

성 집단과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집단을 양

성성으로 분류하였을 때, <Table 4>와 같이 이들 두 

집단의 남성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t=1.53, n.s.). 그러나 여성성에 있어서

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양성

성 집단(M=3.98)이 남성성 집단(M=2.80)에 비해 여

성성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2.94, 
p<.001). 

Brand 
gender

Consumer
group N Mean SD t-value

Masculinity
Masculinity group 38 4.11 .27

 1.53
Androgyny group 37 4.01 .25

Femininity
Masculinity group 38 2.80 .43 12.94

***Androgyny group 37 3.98 .35

***p<.001 

<Table 4> Mean difference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according to consumer's group

4. Analysis results
본 연구는 소비자 젠더 정체성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브랜드 젠더와 판매원의 성별

이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연구로 3원 

분산분석(3-way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Table 5>는 집단에 따라 각각의 브랜드와 판매

원의 상황에서 평가한 브랜드 태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이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3원 분산분석의 결

과로써 각 변인들의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들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따라서 이원상호작용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행하였다(Table 7).
먼저 남성성과 양성성의 소비자 젠더와 브랜드 

젠더에 따른 브랜드 태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
의한 차이(F=82.24, p<.001)가 있음이 검증되어 연

구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상호작용의 출처를 조사

하기 위하여 단순 주효과를 실시하였다(Table 7). 
분석결과, 남성성 소비자들은 남성적 브랜드인 갤

럭시(M=3.90)를 솔리드 옴므(M=2.88)보다 더 긍정

적으로 평가하였고(F=59.09, p<.001), 양성적 소비자

들은 양성적 브랜드인 솔리드 옴므(M=3.93)를 갤

럭시(M=3.12)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8.16, p<.001).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자신

의 젠더 정체성을 강화하고 표현하기 위해 브랜드

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며(Aaker, 1997; Fournier, 

Group

Masculinity 
brand(Galaxy)

Androgyny brand 
(Solid Homme)

Male 
sales-
person

Female 
sales-
person

Male 
sales-
person

Female 
sales-
person

Masculinity group 
(N=38)

3.95
(.58)

3.86
(.72)

2.86
(.73)

2.90
(.84)

Androgyny group 
(N=37)

3.19
(.84)

3.04
(.75)

3.68
(.68)

4.18
(.78)

Total
(N=75)

3.57
(.81)

3.46
(.84)

3.26
(.82)

3.53
(1.03)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5> Brand attitude by consumer gender type, 
brand gender, salesperson se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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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sources SS df MS F

Between 
group

Consumer gender identity  1.31  1  1.31  1.12

Error 85.38 73  1.17

Within 
group

Brand gender   .87  1   .87  1.13

Consumer gender identity×brand gender 63.27  1 63.27 82.24***

Error 56.17 73   .77

Saleperson sex   .44  1   .44  3.30

Consumer gender identity×salesperson sex   .79  1   .79  5.89*

Error  9.82 73   .14

Brand gender×salesperson sex  2.79  1  2.79 19.25***

Consumer gender identity×brand gender×salesperson sex  1.30  1  1.30  8.96**

Error 10.59 7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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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hree-way ANOVA test results for brand attitude

Variance sources SS df MS F

Brand gender at consumer gender (masculinity) 40.01  1 40.01 59.09***

Error 25.05 37   .68

Brand gender at consumer gender (androgyny) 24.34  1 24.34 28.18***

Error 31.12 36   .86

Salesperson sex at consumer gender (masculinity)   .03  1   .03   .17

Error  5.47 37   .15

Salesperson sex at consumer gender (androgyny)  1.20  1  1.20  9.88**

Error  4.36 36   .12

Salesperson sex at brand gender (masculinity)   .50  1   .50  2.86

Error 12.96 74   .18

Salesperson sex at brand gender (androgyny)  2.67  1  2.67 20.71***

Error  9.54 74   .13

**p<.01, ***p<.001

<Table 7> Simple main effect results for two-way interaction

1998; McCraken, 1988), 이 때문에 자신의 젠더 정

체성과 유사한 젠더 개성의 브랜드를 더욱 선호한

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Grohmann, 2009; 
Heo, 2011; Lee et al., 2009; Yang, 2008). 이에 따라 

패션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젠더 특성을 파악하고, 이
와 유사한 브랜드 젠더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소

비자들이 자사브랜드를 더욱 선호하게 할 수 있다

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 젠더 정체성과 판매원 성별에 따른 

브랜드 태도(F=5.89, p<.05)의 차이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2도 지지되었다. 단순 주 효과 결과, 
남성적 소비자들은 브랜드 평가에 있어 판매원 성

별과 같은 주변적 단서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판
매원 성별에 따라 브랜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7, n.s.). 그러나 양성적 소비자들은 판

매원의 성별(남자 판매원 M=3.12, 여자 판매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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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에 따른 브랜드 태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

되었다(F=9.88, p<.01).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성이 

높은 소비자들이 평가과정에 있어 보다 많은 정보

에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판매원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대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Sondhi & Singhvi, 2006). 
또 브랜드 젠더와 판매원 성별 간에 따른 브랜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F=19.25, p<.001)가 나타났

으며, 소비자 젠더 정체성, 브랜드 젠더, 판매원 성별

에 따른 브랜드 태도의 삼원상호작용(F=8.96, p<.01)
에서도 역시 모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이

에 대한 가설 3과 4가 모두 지지되었다. 
브랜드 젠더와 판매원 성별이 브랜드 태도에 미

치는 상호작용의 출처를 분석한 결과, 남성적 브랜

드인 갤럭시의 경우, 판매원의 성별에 따른 브랜드 

태도에 차이가 없었다(F=2.86, n.s.). 그러나 양성적 

브랜드인 솔리드 옴므의 경우, 판매원의 성별(남자 

판매원 M=3.26, 여자 판매원 M=3.53)에 따른 브랜

드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0.71, p<.001). 
이러한 결과는 판매원의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

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호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부분적으로 지

지하는 것이다(Grohmann, 2009; Osmonalieva, 2004). 
이의 결과를 통해 갤럭시와 같은 남성적 브랜드를 

관리하는 마케터들은 자사 고객인 남성성 소비자

들이 중요시하는 신사복의 평가속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마케팅 노력에 집중해야 효율성을 높을 수 있

을 것이며, 패션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브랜

드의 젠더 특성에 따라 판매원 전략의 효율성의 차

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자 젠더 정체성, 브랜드 젠더, 판매원 성별 

Consumer
gender identity Variance sources SS df MS F

Masculinity group
Brand gender×salesperson sex  .14  1  .14  2.77

Error 1.91 37  .05

Androgyny group
Brand gender×salesperson sex 3.90  1 3.90 16.16***

Error 8.68 36  .24

***p<.001

<Table 8> Simple interaction effect for three-way interaction of consumer gender identity×brand gender×salesperson sex

간에 유의한 삼원상호작용(F=8.96, p<.01)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세 변인

간의 삼원상호작용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단순 상호작용 분석 결과, 남성성 소비자 집단에

서는 브랜드 젠더와 판매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상

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성성 집단의 경우

에서는 브랜드 젠더와 판매원 성별에 따른 브랜드 

태도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16.16, p<.001). 
양성성 집단에서 유의한 상호작용이 확인됨에 따

라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상호작용의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의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에서와 같이 소비자의 젠더 정체성에 

따라 브랜드 젠더와 판매원 성별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성 집단의 브랜드 태도는 인지된 브랜드 젠더

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판매원의 성별에 따른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Fig. 2>와 같이 양

성성 집단일 때는 양성적 브랜드인 솔리드 옴므에 

대해 남자 판매원보다(M=3.68) 여자 판매원일 때

Variance sources
N Mean SD t-value

Brand gender Sales person sex

Masculinity 
brand

(Galaxy)

Male salesperson 37 3.19 .84
1.25

Female salesperson 37 3.04 .75

Androgyny
brand(Soild 

Homme)

Male salesperson 37 3.68 .68 6.45
***Female salesperson 37 4.18 .78

***p<.001

<Table 9> T-test analysis for androgyny consumer group 
of brand gender×sales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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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raction between brand gender×salesperson of 
androgyny consumers on brand attitude

(M=4.18), 브랜드 태도가 보다 호의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t=6.45, p<.001). 이러한 결과는 앞서 여성성

에 따라 판매원에 주의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는 선행연구와 함께 남성성이 높은 소비자들

은 정보처리과정에 있어 자신에게 보다 중요한 정

보에 주의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Sondhi & Singhvi, 2006). 즉, 양성

성 소비자들은 브랜드 평가과정에 있어서 배경정

보와 사회적 관계의 대상이 되는 판매원에 대해 주

의를 하여 브랜드 정보와 함께 이를 평가에 반영하

지만, 남성성 집단의 소비자들은 판매원보다는 중

심적 단서인 브랜드에 집중하여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Conclusion

본 연구는 국내 남성 소비자들의 젠더 정체성과 

브랜드 젠더, 판매원 성별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였다. 
먼저 남성성 소비자들은 남성적 브랜드인 갤럭

시를 더욱 선호하였으며, 양성성 소비자들은 양성

적 브랜드인 솔리드 옴므에 대해 더 호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젠더 정체성과 브

랜드 젠더에 따른 브랜드 태도가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성성 집단의 경우, 판매원의 성별에 따른 

브랜드 태도의 차이는 없었지만, 양성성 집단의 경

우에는 여성 판매원의 상황인 경우 남자 판매원의 

상황에 비해 브랜드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즉, 남
성 소비자들의 젠더 정체성에 따라 판매원의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남성적 브랜드인 갤럭시의 경우, 판매원의 

성별에 따라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에 차이가 없

었지만, 솔리드 옴므에서는 여성 판매원의 상황인 

경우, 남자 판매원의 상황에 비해 브랜드를 더 높

게 평가하였다. 이는 브랜드 젠더와 판매원 성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에서 차이가 존재함

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패션 브

랜드들은 자사의 브랜드 젠더에 따라 판매원 성별

을 통해 브랜드 젠더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도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성성 집단에서는 브랜드 젠더, 판

매원 성별에 따른 브랜드 태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지만, 양성성 집단에서는 브랜드 젠더와 판매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성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는 소비자들의 

젠더 정체성, 브랜드 젠더와 판매원의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모두 생물학적 

성(sex)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것과 달리, 동일한 성

(sex) 내에서 사회심리학적 성(gender)을 통해 남성 

소비자들을 구분하여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

다. 이를 통해 패션기업들은 자사의 고객 성별이 어

느 한쪽에 국한되어 있더라도 이들의 젠더 특성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기획할 필요성이 있음

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갤럭

시는 남성적 젠더의 브랜드로써 남성성 소비자들이 

더 선호할 것이고, 이들이 주 고객일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브랜드 평가에 있어 판

매원 성별과 같은 주변적 단서에 주의하지 않기 때

문에 브랜드 젠더에 판매원 성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이에 따른 브랜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솔리드 옴므는 양성성 소비자들이 브

랜드를 더욱 선호하여 주 고객일 것을 예상할 수 있

다. 이들은 브랜드 평가에 있어 판매원 정보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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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판매원 성별에 따라 브

랜드 젠더 특성의 차이를 지각하고, 이에 따라 브랜

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패션 브랜드들은 자사

의 브랜드 젠더와 유사한 젠더 특성의 소비자들과 

보다 발전된 관계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의 긍정적

인 브랜드 태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대상인 갤럭시와 솔리드옴므는 주 고

객층의 브랜드 전환의도를 줄이기 위해 그들과 유

사한 브랜드 젠더 특성을 가진 패션 브랜드를 파악

하고, 판매원 전략 이외에 그들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이 서울과 대전의 20~30대 

남성 소비자들과 국내의 남성복 브랜드 두 개에 대

해 조사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모든 남성 

소비자들과 브랜드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 후속 연

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하고, 보
다 다양한 제품군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성 소비자들의 젠더를 남

성성 집단, 양성성 집단, 여성성 집단, 미분화 집단

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지만, 남성성 집단과 양

성성 집단 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같은 성(sex) 
내에서 젠더에 따라 소비자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

어서 여성성 집단과의 비교도 실행함으로써 소비

자 젠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젠더 정체성의 측정

을 위해 Bem(1979)의 연구에서 사용된 BSRI 20문
항을 활용하였으나, 최근 국내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젠더의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소비자 젠더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국내의 소비자 젠더 정체성

을 구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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