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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n men are much more interested in their appearance than ever before, as well 
as showing an increased need for uniqueness in order to construct their own sphere 
and pursue differentiation from others. Besides, changes in life style and the aesthetic 
sense are causing men to pursue various kinds of clothing benefits so that they want 
a suit with characteristics beyond the stereotyped design and style. They have started 
to be actively engaged in clothing purchases, forming a driving force for the growth 
of the male suit market. Henc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offers data 
conducive to consumers’ custom suit purchase by reviewing data on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ustom suit market and bespoke suits. In addition, it aims to give 
a summary on the theoretical bases of preceding studies, including the need for 
uniqueness, pursuit of clothing benefit and concern for the appearance of male 
consumers, as well as examin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ir bespoke suit pur-
chase intentions. Accordingly, this work intends to construct a basic environment for 
consumers to approach the custom suit market easily and pave the way for male suit 
markets through offering marketing data and information that is helpful for custom 
suit-related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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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수많은 정보와 표준화된 상품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는 스마트 컨슈머로서(Boyd & Ellison, 2007),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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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독특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이를 소비를 

통해 차별화하는 방법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Byun & 
Byun, 2016; Kim, 2010). 한편, 남성 소비자들의 패션

과 외모에 대한 관심과 투자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두

드러진다. 과거와 달리 남성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외모와 외적 이미지가 자신을 나타내는 새로

운 평가도구인 것으로 인식하고(No, Koh, & Chung, 
2005), 대인접촉이 잦은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이미지

를 긍정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도구로서 패션과 의복

을 이해한다(Choi, 2005; Zhou, Xu, & Di, 2016). ‘여
미족’, ‘그루밍족’ 등으로 불리고 있는 이러한 현대 

남성 소비자들은, 외모와 외형의 멋스러움에 대한 높

은 관심, 자신을 가꾸기 위한 아낌없이 투자하며(Kim 
& Park, 2014), 의복을 구매하고 착용하는 행동에서 

보다 큰 소비 가치와 다양한 상품 혜택을 추구한다

(No et al., 2005).
현대 남성들의 환경과 의식 변화에 따라 타인과 다

른 나만의 상품을 만들기 위한 맞춤 시스템이 남성복 

시장의 중요한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남

성 정장(suit)은 남성의 사회적, 개인적 지위와 이미지

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복종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투

자와 관여가 집중되는 반면(Park, 2010), 일반적 패션 

제품에 비해 전통적 드레스코드가 명확하여 트렌드 

혹은 개인적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디자인의 

폭이 좁다. 그 결과, 소비자의 개별적 욕구를 만족시

켜줄 수 있는 맞춤(customization) 서비스가 가능한 

대표적인 복종이다(Kim, 2004; Zhou et al., 2016). 한
편, 지금까지 전통적인 맞춤 방식은 채촌의 번거로움

과 함께 긴 제작 기간, 그리고 상대적인 높은 소매 가

격 때문에 대중들에게 확산되기 한계가 있던 반면

(Kim, 2010), 최근 20~30대 남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비스포크 정장의 단점을 보완한 중저가 비스포크 정

장이나 MTM(made-to-measure) 정장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Kim, 2006; Zhou et al., 2016). 디자인 맞춤에 

관해 최근 학술적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초창기로 사례 연구(Zhou et al., 2016) 또는 특정 제

품군에 국한되면서(Byun & Byun, 2016; Lee, 2016; 
Yoo & Park, 2016), 아직까지 현재 부상하고 있는 중

저가 맞춤 정장 시장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의 학술

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와 의복

추구혜택, 그리고 외모 관심도 등의 기본적 심리적 

변인들이 남성 맞춤 정장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디자

인 맞춤(design customization)과 사이즈 맞춤(size 
customiz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남성 맞춤 정

장 시장 및 1:1 맞춤정장 비스포크 시스템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이를 종합해 맞춤정장 관련 시장에 도움

이 되는 마케팅 자료와 소비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맞춤정장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

초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남성정장 시장의 기틀 마련

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Literature� Review

1.�Clothing�benefits

의복추구혜택(clothing benefits)이란 소비자가 의

복을 구매하고 사용 시 얻고자 하는 제품의 효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결과를 의미한다(Peter & Ol-
son, 1987). 다시 말해 소비자가 의복 제품을 구매함

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

와 구매 후, 구매 전 단계에서 계획했었던 요인들의 

만족이나 불만족, 이전에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

인의 등장에 대한 만족감 등을 모두 뜻한다. Peter 
and Olson(1987)의 연구에 의하면 추구혜택이란 소비

자들이 특정제품의 속성이나 특성에 대해 생각하는 

객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과 관련

해 필요(want)나 욕구(need)를 느끼게 되는 주관적인 

보상 또는 속성이라 정의 내렸다. Lai(1995)는 소비자

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7가지 

속성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이는 기능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미적, 쾌락적 혜택이며, 각 속성들은 상

호관련이 있어 소비활동에 따라 결합되어 나타난다

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모든 소비과정에서 나타

나는 사항은 아니며, 소비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구매

과정에 따라 사라지거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남성 소비자의 의복 추구혜택은 일반 소비자가 의

복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기대하거나 얻을 수 있

는 혜택을 설명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의복제품에 추구하는 혜택이 상이해, 남성만

을 위한 제품일 경우에는 남성소비자의 추구혜택을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제품을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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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성별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의복에 대한 추

구혜택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대 남성은 타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추구혜택에 

높은 관여를 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대 남성소비자들

과 달리 독특함과 개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30대 남성들 역시 호감추구, 개성추구의 

추구혜택이 높게 나타나면서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

의 인상을 향상시키고, 호감을 줄 수 있는 의복 구매

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30대 남성 소비자

의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선 독특하고 개성적인 소

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마케팅이 

필요한 현실이다(Cho, 2011). Lee(2007)는 성역할 정

체성과 의복추구혜택을 중심으로 20~40대 남성의 외

모관리 행동의 동기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의복추

구혜택의 차원을 심미성 추구, 유행성 추구, 동조성 

추구, 사회적 안정 추구, 편안함 추구, 개성 추구, 경
제력 과시 7가지로 구성하였다. 유행성, 편안함, 개성 

추구는 여성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심미성 

추구는 남성성과 불일치 관계를, 사회적 인정 추구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성들은 의복에서 유행성, 
동조성, 개성이 높을수록 외모관리를 많이 하며, 이는 

남성 소비자들의 미의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는 결과

를 도출해 내었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남성정장 추구혜택

에 관련된 선행논문들을 살펴보면 Kang(1994)은 추

구혜택을 심미성, 실용성, 직업 안정성 3가지 요인으

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심미성 추구혜택을 소비자

들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실용성 

추구혜택보다 심미성 추구혜택에 더 중시하는 경향

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Kim(1999)의 연구 또한 성인 

남성의 남성정장을 맞춤복, 시스템오더, 기성복으로 

구분하여 소비자들의 추구혜택을 연구하였는데, 3가

지 각각 다른 생산방식의 정장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Kang(1994) 논문의 결과와 같이, 심미성 추구혜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으며, 이중 맞춤복을 이

용하는 소비자들이 시스템오더, 기성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보다 심미성 추구혜택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남성에게 사회생활에서의 의복이란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나타내는 단서중 하나로 여겨진다. 자
신의 직위, 외모에 어울리는 의복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는 동시

에, 자기 이미지 표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의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Shin, 2001). 이상의 선행 

연구결과 및 본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유행성 추구(trend pursuit)’, ‘심미성 추구(aes-
thetics pursuit)’, ‘사회적 지위 추구(social status pur-
suit)’, ‘편의성 추구(convenience pursuit)’, 그리고 ‘개
성 추구(personal characteristics pursuit)’ 등 총 5가지

의 추구혜택이 비스포크 정장 구매에 연결되는지를 

파악했다.

2.�Needs� for�uniqueness

Snyder and Fromkin(1980)은 독특성 욕구(need for 
uniqueness)를 자기만의 독특성과 고유성을 다른 사

람들과 구별되게 표현하려는 비순응적인 개인의 욕

구, 또는 대중으로부터 특별하고자 독특함을 추구해 

스스로를 나타내려는 행동이라 정의했다. 이는 자신

을 나타내는 도구 중 하나인 의복을 통해 자신의 독

특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는 달리 본질적으로 

내, 외형적인 행동을 통해 욕구를 표출함으로써 대중

과 다른 자신만의 독특성을 추구하려는 성질이다. 독
특성(uniqueness)의 사전적인 의미는 특별하게 다른 

성질이란 뜻과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뛰어

난 성질이란 뜻을 지닌다. 욕구란 무엇을 얻거나, 무
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심리적 갈망이다. 즉, 독특성 

욕구란 타인과 다른 특별함을 원하는 욕구와 뛰어난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기초로 하는 행

동을 의미한다. Tian, Bearden, and Hunter(2001)는 

소비자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타인과 상대적인 차별성을 추구하려 제품을 획

득하고 사용, 처분하는 행위의 욕구라 정의했다. 선행 

연구를 통한 독특성 욕구 정의를 종합해 보면 독특성 

욕구는 개성과 달리 다른 사람과의 동조성을 피하고, 
자신만의 독특함과 고유성을 표현하려는 심리적 욕

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자존감

을 향상시킴으로써 느끼는 만족감과 편안함으로 볼 

수 있다. Snyder(1992)는 소비행동이 개인의 독특성 

욕구를 가장 확연히 표출할 수 있는 적절한 분야라 

생각했으며, Grubb and Grathwohl(1967)은 소비하는 

상품들과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는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 또는 가치관을 향상

시키는데 자신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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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소비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소비자의 독특성 이론은 독특성 욕구 이론과 소비 

행동의 여러 문헌 고찰을 통해 Tian et al.(2001)이 크

게 3가지의 요인으로 구분해 구성하였다. 첫 번째, 소
비자가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과 독창적인 선택을 

통해 스타일을 창조하는 행동인 ‘독창적 선택의 역 

순응(creative choice counter conformity)’이다. 두 번

째, 집단의 규범을 벗어난 소비를 하거나 비 대중적

인 제품 선택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타인과 구별되기

를 원하는 ‘비 대중적 선택 역 순응(unpopular choice 
counter conformity)’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대중에게 

널리 전파되어 고유의 특색과 희소성의 가치가 사라

진 제품에 대해 소비욕구를 잃어버리고, 소유하고 있

는 제품일 경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는 ‘유사성

의 회피(avoidance of similarity)’이다. 독특성 욕구가 

높은 소비자들은 소비자 유형 중 모방성이 높은 소비

자들의 선택이 자신의 독특성을 감소시킨다는 위협

을 느끼고 있으며(Fisher & Price, 1992), 이러한 모방 

때문에 더욱더 대중적이지 않으면서 유사성이 없는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하려 적극적인 소비행동을 보

이고 있다.

3.� Appearance�concern

외모관심(appearance concern)이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인식하는 소비자의 개인적 주관적 성향이다

(Goffman, 1951). 각종 SNS의 보편화 및 정보화 사회

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 요즘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빼놓을 수 없는 본능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

는 현재이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외모관리에 소홀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필

수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

는 하나의 잣대로 기준되기도 하며, 사회적 인식 또

한 진실된 내면의 모습보단 꾸며진 외적인 모습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Noh, 2014). 외모의 사전적 

정의는 外(밖 외)貌(모양 모)로써 언어적 해석대로 밖

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뜻한다. 외모란 단순히 겉으로 

들어나는 얼굴의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Kaiser(1996)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을 타인에게 인식

시키는 수단중 하나로 전체적으로 보이는 신체적, 시
각적인 모습뿐만이 아닌 비언어적 행동, 표정, 성격 

등도 포함되며, 그중에서도 신체와 의복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라 정의했다. Goffman(1951)은 자신

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의복, 화장품, 소품 등을 사용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도구들은 개개인의 이

미지를 관리하는데 이용되므로 정체성 도구라 명명

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보다 외모적으로 뛰어

나길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외

모를 변화시키는 행동을 통해 자존감을 얻고, 사회적

으로 인정받을수록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 즉, 타인에

게 가장 먼저 보여지는 외모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기에 

외모관심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

나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다(Lim, Hwang, Lee, & 
Lee, 2009). 과거와 달리 외모가 하나의 자기 경쟁력

으로 떠오르면서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는데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행동하는 행위인 외

모관심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

다. Kim(2011)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의 외모 관심

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외모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미

용과 패션에 대한 관리가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며, 외모 또한 하나의 경쟁력이라는 인

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남성들의 경우, 치열한 경쟁사회 안에서 타인과 다

른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

었으며, 이에 관심과 투자 또한 아끼지 않게 되었다. 
‘여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루

밍족’이라는 새로운 남성 소비층 또한 생겨났다. 타

인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남

성들의 욕구는 외모와 더불어 뷰티, 미용, 패션 등 외

형적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 다방면으

로 높은 관여를 하게 되었다. 과거로부터 여성성의 

상징이며, 여성의 문화로 이해되었던 외모관심도는 

여성 주도적인 행위로 인식되어 왔지만, 남성의 높은 

외모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문화의 흐

름으로 이해되고, 경제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성별에 

따른 역할, 의식 또한 변화되어 남, 여의 구분 없이 

인간에게 중요시 되고 있는 욕구의 하나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추세이다(Kim, 2014). 남성들의 외모에 대

한 관심이 과거에는 부끄럽고 여성스러운 행동의 하

나라 여겨 남성성을 저해시키는 행동으로 인식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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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요즘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중 하나이고, 
타인과 자신을 구별 지을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 효

과적인 방법이란 인식이 유행에 민감한 젊은 남성들

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Hansen 
and Hansen(1988)은 외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에 성인보다 더 많은 외모관

심도를 가지고, 외부의 자극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고 설명했다. 특히 학창시절 바쁜 학업과 한정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외모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

지 못하다가,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성인이 된 

후, 늘어난 자기관리 시간과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타

인과 구분되며,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수단으

로 외모를 인식하는 젊은 세대의 변화된 가치관이 실

제 패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Customized� suits

맞춤(customization)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특

정한 개인의 주문에 따라 원하는 대로 만든다는 동사 

customize의 명사형으로 주문제작, 맞춤제작의 의미

를 지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화(personaliza-
tion)와 비슷하거나 같은 의미로 오인하고 있는데, 개
인화는 판매 주체가 특정 소비자의 정보와 과거 행

동,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분석해, 소비자에게 맞는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여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의미한다면 맞춤(customization)은 반대로 소

비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제작 

및 구매를 한다는 것을 뜻하며, 행동의 주체가 판매

자인지 소비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 부

분이다(Lee, 2016). 선행논문을 통한 맞춤의 정의로 

Chun(2003)은 주문자의 요구와 공급과정의 상황을 

고려해 사양,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그는 

주문자의 무리한 요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개발된 

맞춤 시스템에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했으며, 특
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의 맞춤 시스템에선 비효율

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예상했다.
맞춤에 관련된 선행 논문들을 알아본 결과, 맞춤이

란 주문자와 생산자의 구별이 명확하고, 주문자의 특

성과 편리함을 위한 능동적 의견이 생산자의 생산품

에 영향을 미치는 제작 과정이라 종합해 볼 수 있다.
남성의복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맞춤이 가능한 의

복으론 남성정장이 있으며, 국내 남성정장은 생산방

식에 따라 대량 주문 생산된 기성정장과 소량 맞춤 

생산된 맞춤정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기성정

장은 공업진흥청 표준안에 따른 20~30가지 유형의 

치수를 기준으로 평균화된 8개의 치수가 전체 남성정

장 치수 중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맞음새와 

관련된 부분은 소비자의 욕구를 완벽히 충족시켜주

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Kim, 1991). Kim(1996)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는 기성정장의 전체적 맞음새

에 큰 불만을 느끼지는 않지만, 연령 및 체형별 신체

부위 맞음새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 중 절반 정도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에

는 소매길이와 목둘레가 작음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는 서구화 체형으로 변화함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남성정장을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 소
비자들은 특히 기성정장의 맞음새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 소비자 개인의 신체사이즈를 토대로 제작되

는 맞춤정장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고

객의 체형을 보완해 주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 기성정

장의 경우, 맞음새와 더불어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의 

멋과 독특성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남성들에게 만족

스러운 의복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30대 

남성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체와 체형, 의견을 반영해 

제작되는 맞춤정장에 높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맞춤정장 시장도 변화하는 소비채널과 

정보통신 산업의 흐름에 따라 기존 가두상권 형태에

서 웹/모바일을 기반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온

라인 기반의 구매채널이 등장함에 이르렀다. O2O 
(Online to Offline)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적인 마케팅

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유입하고, 바쁜 현대인을 

위해 간편히 예약, 방문이 가능한 고객맞춤 서비스는 

맞춤정장 시장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

하고 있다(Kim, 2016).
<Table 1>과 같이 남성정장에서 맞춤의 범주 안에

는 크게 1:1 맞춤인 ‘비스포크(bespoke)’와 대량맞춤

인 ‘MTM(made-to-measure)’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각은 옷의 기본이 되는 패턴이 고객 개별사이즈에 의

해 제작되는지, 표준화된 패턴을 기준으로 수정되는

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과정으로 인

해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자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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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ation

1:1 Customization Mass-customization

Examples Bespoke MTM (Made-to-measure)

Construction 
types

Full
canvas Half canvas Fully 

fused System-order Size-order Easy-order

Pattern-making 
process

3D/2D pattern-making based on customer’s 
individual sizes Patternmaking based on standardized size 

<Table� 1> Types of customized suits

시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구매혜

택을 얻을 수 있는 맞춤정장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

다. 남성정장은 다른 의복에 비해 전통적으로 정형화

된 스타일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소

비자의 취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디자인의 폭이 

좁아 주문되는 의복을 제작하는데 다른 복종보다 수

월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캐주얼 

디자인의 의복들과 달리 정확한 맞음새가 요구되는 

의복이기에 맞춤제작 서비스가 필요한 의복으로 여

겨져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Kim, 2004). 
정통 맞춤정장의 개념은 영국식 비스포크로부터 시

작되며, 일반적으로 숙련된 전문 테일러가 고객의 요

구에 따라 고객만을 위해 제작하는 남성정장으로 이

해된다. 이러한 비스포크 정장 제작방식은 테일러가 

직접 고객의 습관이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소통으

로부터 시작한다. 사이즈를 직접 채촌한 뒤 신체에 

따라 완성되는 패턴에 고객이 직접 원단 및 각종 부

자재 선택과 세부 디자인, 특히 맞음새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디자인, 사이즈 맞춤이 불가능

한 대량맞춤 MTM과 차이를 둔다. 즉, 비스포크 정장 

제작과정은 높은 수준의 1:1 맞춤이란 의미를 가지

며, 이는 곧 모든 제작과정에 소비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비스포크 공정과정에 따른 분류를 보면 ‘비접착식

(full canvas)’, ‘반 비접착식(half canvas)’, ‘접착식

(fully fused)’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 ‘비 접

착식(full canvas)’ 공정과정은 정통 비스포크가 추구

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선 ‘게싱’이라 불리는 캔버

스(canvas)가 어깨에서부터 가슴과 전면부위에 접착

되지 않고 떠 있는 상태로 팔자 뜨기 손바느질(pad- 
stitching)을 통해 원단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

객의 주된 행동과 움직임에 따라 활동성이 많은 부위

에 연결되어 있는 canvas의 바느질 방향이 시간이 지

날수록 착용자의 신체에 맞게 완벽히 변형되어 최적

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반 비 접착식 공정과정은 비 

접착식 공정과정과 유사하나, canvas의 크기와 체형

을 감싸는 범위가 절반 정도로 어깨부터 앞 가슴부분

의 라펠 시작점까지이며, 비 접착식 과정보다 저렴한 

가격과 단축된 제작기간이 장점이다. 접착식 공정과

정은 가장 대중화된 대표적 비스포크 공정방식이며, 
기성정장과 비스포크정장의 장점이 적절히 접목되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과정이다. 정통 비스포

크 제작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

가는 캔버스(canvas)가 생략된 방식이며, 가슴 앞판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전면으로 접착식 심지(fusible)
가 사용된다. 열처리 가공으로 쉽고 간편하게 공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저가 비

스포크 시장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Ⅲ.�Methods

1.�Research�model� and�questions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독특성 욕구와 의복

추구혜택이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의복추구혜택이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외모 관심도가 조절변수로 작용했을 때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계하였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연구문제 1. 의복추구혜택이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독특성 욕구가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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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의복추구혜택과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

도 간 관계에서 외모 관심도의 조절효

과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독특성 욕구와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

도 간 관계에서 외모 관심도의 조절효

과를 알아본다.

2.�Main� study

본 연구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외모 관심도와 독특

성 욕구가 비교적 높은 전국의 20~30대 남성 중 단 

한 번이라도 남성정장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조사자들

이 이해하기 어려운 비스포크 정장의 정의와 관련된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2015년 4월 28일부터 5월 3
일까지 구글(Google Form)의 모바일, 웹페이지용 전

자 설문지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총 37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고 불완전

한 응답이나 본 연구에 해당되지 않는 9부를 제외한 

후, 총 361부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

다. 수집된 표본을 통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각 변수별 관련 선행연구들(Noh, 2014; 

Park, 2011)의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상황에 맞

게 소폭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남성정장구매행동은 

구매 시 동반자, 구매 빈도, 구매 가격, 구매 시기 등 

총 4문항, ‘남성 소비자 독특성 욕구는 옷을 구매하는 

이유는 나의 개성을 표현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가끔씩 좀 더 독특한 나만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특이한 옷이나 브랜드를 

구매한다’ 등의 15 문항, 의복추구혜택은 ‘나는 옷을 

입을 때 멋있어 보이도록 노력한다’, ‘나는 옷을 잘 

입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

력한다’ 등의 24개 문항을 사용해 측정했다. 남성 소

비자 외모 관심도는 ‘나는 내 외모가 남들에게 어떻

게 보이는지 신경을 쓰는 편이다.’ 등 10문항을, 마지

막으로 비스포크 정장 구매 의도는 총 4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했다. 설문지는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첫째, 조사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둘째, 
남성 소비자의 정장 구매행동, 셋째, 남성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 넷째, 남성 소비자의 외모 관심도, 다섯

째, 남성 소비자의 의복추구혜택, 여섯째, 비스포크 정

장 구매의도 순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 통

계적 문항과 남성정장 구매행동에 관한 문항들은 객

관식과 단답형으로 수집하였으며, 독특성 욕구, 외모 

관심도, 의복추구혜택,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도에 대

한 각 문항별 척도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평가

를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 주성분 요인분석방법에 의

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특성 욕구(독
창성 선택, 유사성 회피, 비대중적 선택 등 3개 요인

의 총 누적분산 67.33%), 의복추구혜택 요인(유행추

구, 심미성 추구, 사회적 지위 추구, 편안함 추구, 개
성 추구 등 총 5개 요인의 총 누적분산 65.61%)으로 

나타났으며, 외모관심도와 구매 의도는 각각 단일차

원요인으로 분석되었다. Cronbach‘s Alpha값은 독특

성 욕구 각 요인마다 .84~.90, 의복추구혜택은 각 요인

마다 .79~.89, 외모관심도 .87, 구매의도 .91로 나타나, 
설문문항의 기본적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Ⅳ.� Results

1.�Correlation� analysis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알아보는데 사용할 변수인 

남성 소비자 의복추구혜택, 독특성 욕구의 요인분석

과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비스포크(bespoke)정장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 소비자 의복추구혜택이 비스포크 정장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2), R²=.14,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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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² R² F

Trend pursuit –.01 –.01 –.15

.14 .13 11.91***

Aesthetics pursuit .27   .22** 3.36

Social status pursuit .12 .11 1.71

Convenience pursuit .08 .07 1.32

Personal characteristics pursuit .12 .11 1.90

Durbin-Watson=2.01
* p<.05, ** p<.01, *** p<.001

<Table� 2> Effect of clothing benefits on purchase intention of bespoke suit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² R² F

Creative choice counter conformity  .23    .23*** 3.55

.07 .06 9.47***Avoidance of similarity  .12 .12* 2.05

Unpopular choice counter conformity ‒.10 ‒.09 ‒1.46

Durbin-Watson=1.97
* p<.05, ** p<.01, *** p<.001

<Table� 3> Effect of need for uniqueness on purchase intention of bespoke suit

체 변동의 14%로 회귀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소비자의 의복추구혜택 중 ‘심미성 추구’(β=.22, p< 
.01)가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도에 유의함을 알 수 있

었다. 분석과정에서 잔차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증하는 Durbin-Watson Test 값은 기준 

수치인 2에 근접한 2.01로 회귀식에 잔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독립성이 충족되었다.
<Table 3>의 남성 소비자 독특성 욕구 요인이 비스

포크정장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²=.07
로 전체 변동의 7%로 회귀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 요인 중 ‘비 대중적 선택’
을 제외한 ‘독창적 선택’(β=.23, p<.001), ‘유사성 회

피 선택’(β=.12, p<.05)이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도에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Table 4>와 같이 의복추구혜택에 따른 비스포크

(Bespoke)정장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외모관심도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and Kenny(1986)가 제

시한 위계적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
lysis)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계 1을 살펴보면 비스포크(Bespoke)정장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추구혜택 요인으로는 ‘심미

성 추구 (β=.22, p<.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2의 외모관심도가 투입된 경우 의복추구혜택 요

인 중 ‘심미성 추구(β=.21, p<.05)’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관심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²은 통계적으로 증

가하였고, F값의 변화량은 유의하지 않았다(F= 
.00, p>.05). 상호작용 변수가 투입된 3단계 회귀분석 

결과, 외모관심도는 의복추구혜택 요인 중 ‘유행 추

구’(β=.23, p<.05), ‘심미성 추구’(β=.23, p<.05)와 구

매의도의 관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위 추구’(β=‒.21, p<.05)에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R²은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변화량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5.64, p<.001).
<Table 5>의 독특성 욕구 요인과 구매의도의 관계

에서 외모관심도 조절효과의 단계 1을 살펴보면 비스

포크(Bespoke)정장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

성 욕구 요인으로는 ‘독창적 선택’(β=.23, p<.00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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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Independent variables b(SE) β R² R² F

1

Trend pursuit ‒01(.08) ‒.01

.14 .14 11.81***

Aesthetics pursuit .27(.08)   .22**

Social status pursuit .12(.07) .11

Convenience pursuit .08(.06) .06

Uniqueness pursuit .12(.06) .11

2

Trend pursuit ‒.01(.08) ‒.01

.14 .00 .00

Aesthetics pursuit .27(.10)  .21*

Social status pursuit .12(.07) .11

Convenience pursuit .08(.06) .06

Personal characteristics pursuit .12(.06) .06

Appearance concern .00(.10) .00

3

Trend pursuit ‒.08(.08) ‒.06

.20 .06 5.64***

Aesthetics pursuit .36(.10)   .28***

Social status pursuit .14(.07) .13

Convenience pursuit .10(.06) .08

Personal characteristics pursuit .14(.06) .13*

Appearance concern .03(.10) .02

Trend pursuit×Appearance concern .31(.12) .23*

Aesthetics pursuit×Appearance concern .29(.11) .23*

Social status pursuit×Appearance concern ‒.27(.11) ‒.21*

Convenience pursuit×Appearance concern .09(.07) .07

Personal characteristics pursuit
×Appearance concern ‒.13(.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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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Moderation effect of appearance concern on the effect of clothing benefits on purchase intention of 
bespoke suit

‘유사성 회피 선택’(β=.14,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2의 외모관심도가 투입된 경우, 독특

성 욕구 요인 중 ‘독창적 선택’(β=.14, p<.05)과 외모

관심도(β=.18, p<.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²은 통계적으로 증가하였고, F-변화량은 유의하

게 나타났다(F=9.38, p<.01). 단계 3의 상호작용 변

수가 투입된 회귀분석 결과, 외모관심도는 독특성 욕

구 요인 중 ‘독창적 선택’(β=.21, p<.01)과 구매의도

의 관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비 대

중적 선택’(β=‒.15, p<.05)에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R²은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4.21, p<.01).

Ⅴ.�Conclusion

1.� Summary� and�discussion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비스포크 정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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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Independent variables b(SE) β R² R² F

1

Creative choice counter conformity .23(.06)  .23***

.07 .07 9.47***Avoidance of similarity .12(.06)  .14*

Unpopular choice counter conformity ‒.07(.07) ‒.09

2

Creative choice counter conformity .14(.07)   .14*

.09 .02 9.38**
Avoidance of similarity .10(.06)  .10

Unpopular choice counter conformity ‒.09(.07) ‒.07

Appearance concern .24(.08)   .18**

3

Creative choice counter conformity .14(.07)  .13*

.12 .03 4.21**

Avoidance of similarity .10(.06)  .10

Unpopular choice counter conformity ‒.06(.07) ‒.05

Appearance concern .28(.08)   .20**

Creative choice counter conformity
×Appearance concern .24(.08)   .21**

Avoidance of similarity×Appearance concern .04(.09) .03

Unpopular choice counter conformity
×Appearance concern ‒.21(.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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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5> Moderation effect of appearance concern on the effect of need for uniqueness on purchase intention of 
bespoke suit

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변수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복추구혜택이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심미성 추구’만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는 비스포크 

정장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른 혜택들보다 

알맞은 맞음새로 외형상 보기 좋고 기성복과 다른 미

적, 디자인적 멋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독특성 욕구가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으로는 ‘독창적 선택’과 ‘유사성 회피 선택’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

가 직접 맞춤 제작과정에 참여하면서 독창적인 스타

일을 창조하려는 욕구를 가지거나, 자신의 의견과 신

체사이즈를 기초로 세상에 단 한 벌뿐이라는 희소성

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비스포크 정장 구매

의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복추구혜택과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도 관계에서 

외모관심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유행성’과 

‘심미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외모관심도가 반영

됐을 때,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도에는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누구보다 최신유

행을 즉시 반영하고 선도하길 추구하며, 보기 좋고 

멋스러운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외모와 외적 이미

지도 중요시 생각한다면 다른 어떤 정장을 착용했을 

때보다 맞춤이라는 소비자 주도적 주문과정을 통해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도

가 더 높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지

위’를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외모관심도가 반영됐을 

때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도는 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모, 외형에 많은 관심과 함께 사회적 지

위를 추구하는 소비자는 타인에게서 자신을 인정받

을 때 높은 만족감을 얻는다. 이들은 아무리 최고급 

비스포크 정장을 착용하고 있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옷의 가치를 인식해 주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대중

적인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를 착용했을 때보다 낮은 

만족감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이들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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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우려로 인해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도가 높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독특성 욕구와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도 관계에서 

외모관심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독창적 선택’
을 하는 소비자에게 외모관심도가 반영됐을 때 비스

포크 정장 구매의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아볼 수 있었다. 독창적인 스타일을 창조하길 

원하는 소비자가 외모와 외적 이미지도 중요시 생각

한다면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비 대중적 선택’을 하는 소비자에게 

외모관심도가 반영됐을 때는 비스포크 정장 구매의

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소비자가 추구하는 대중의 기준에서 타인과 구별

되길 원해 더욱 대중적이지 않는 제품을 원하거나, 
남성정장이란 의복을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대중적인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을 경우, 구매의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2.� Implications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한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

다. 독특성 욕구의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욕구 정도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독특성 욕구 요인을 기준

으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해 독특성 욕구를 가진 소비

자들의 의복추구혜택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실시

하였다. 또한 외모관심도의 경우, 미용, 뷰티에 관련

된 관리행동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외모관심 정도

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과거와 달리 20~30대 남성은 외모에 대한 높

은 관심과 경제적 능력을 기초로 의복구매행동에 높

은 관여를 하지만, 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미

비한 상황이다. 이에 이들의 독특성 욕구와 외모관심

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함으로써 추후 연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에 높은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주된 이론적 배경인 1:1 맞춤정장 비스포크의 

경우, 산업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기성정장과 대량 맞

춤정장에 밀려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

지지 않고 있는 현재이다. 그러나 전통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명맥을 이어오는 일부 비스포크 정장 브랜

드들과 새로운 소비플랫폼을 활용하여 맞춤정장의 

대중화에 앞장 서는 O2O 전문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해당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

보와 경험을 원함에 이르렀다. 이에 1:1 맞춤 정장인 

비스포크를 중심으로 맞춤정장의 정의와 시장 현황

에 대해 알아보고, 비스포크와 대량맞춤(MTM)의 공

정방식 차이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앞서 자세히 연

구되지 않았던 맞춤정장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한 비스포크 정장과 맞춤정장 시장의 

마케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맞춤정장의 가장 큰 

강점인 고객의 신체 사이즈와 체형을 토대로 제작, 
수정되어 기성정장보다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구매의도를 가지고 맞춤과정에 관여

하는 소비자에게 그 이상의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

지 않고, 당연하게 얻어야 할 혜택 중 하나로 여겨진

다. 이에 특히 완벽한 맞음새를 자랑하는 비스포크 

정장의 경우, 변화하는 체형과 유행에 뒤쳐지지 않도

록 연구,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여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숙련된 테일

러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최고의 

제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소비자의 경우, 한
눈에 기성정장과 구별될 수 있는 디자인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기존정장에선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소재나 컬러를 제공해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디자인 맞춤을 진행할 수 있는 맞춤정장만의 장점을 

강조해 제작과정의 즐거움이 공유될 수 있도록 되어

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맞춤정장의 제작과정과 비

용, 관련정보에 쉽게 접할 수 없는 현재이다. 맞춤정

장 브랜드 역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무분별하

게 제공하고 있기에 정보의 혼돈을 가져다 줄 수 있

으며, 이는 맞춤정장 시장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투명한 제작과정과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제공하여 관련 산업이 의

복시장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케팅을 진행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남성 소비자는 의복구매의 즐거움을 느

껴보지 못했으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신이 선호하

는 스타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비층의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해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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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제품 홍보자료를 준비하고, 언제 어디

서나 고객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컨설팅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가 기성정장보다 맞춤정장 구매를 주

저하는 이유인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오랜 제작기

간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대표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맞춤정장 브랜드들은 고유

의 역사와 이력에 대한 홍보와 함께 브랜드만의 아카

이브를 구축해 나가 유명 브랜드 못지않은 가치의 의

복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만족감

과 자부심을 토대로 높은 구매의도를 가질 것으로 예

측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실무적 연구와 전략 수

립이 필요하다.

3.� Limitations� and� suggestion� for� future�

research

현대 남성 소비자들의 독특성 욕구나 외모관심도 

와 같은 미의식의 변화는 과거와 달리 특정 계층만 

즐기는 행동이 아닌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고, 영역을 

구축하려는 모든 남성들의 욕망이자 높은 욕구로 발

전해 가고 있다. 미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일반적 

접근방법인 의복을 구매하고 착용하는 행동을 통해 

남성 소비자들은 타인과 구별되어지길 바라지만, 남

성 의복 중 남성정장은 아직까지 다른 복종에 비해 

착용 시 주어지는 특수한 상황과 이미지가 고려되어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성정장과 디자인적 차별성을 두고 

소비자의 능동적인 의견과 체형을 토대로 제작되는 

맞춤정장을 본 연구의 주된 주제로 삼았으나 과거로

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미지와 대중적이

지 못한 마케팅을 이유로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독특성 욕구와 외모관심도를 주된 변수

로 설정하였기에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독특성과 외

모관심도를 가진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남성정장의 경우, 늦어지는 취업시기와 

군대, 유학 및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구매연령은 높

아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구매능력을 가진 남성 소비

자층이 30~40대 임을 고려했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첫 번째 한계점과 유사한 이유로 20대

와 직업이 학생인 조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들은 앞으로 활발한 경제활동과 더불어 사회의 중심 

구성원 역할을 통해 높은 남성정장 구매의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에 

조금 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조사자를 대상으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맞춤정장 중 1:1 맞춤정장인 비스포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맞춤의 의미는 동일하

지만,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소비자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비스포크 정장과 달리 산업화 시대의 

발전으로 혁신적인 공정과정을 통해 대량맞춤 생산

을 의미하는 MTM 정장의 경우, 과거와 달리 실용적

인 소비자를 중심으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이

다. 이에 비스포크 정장과 MTM 정장을 비교하며 분

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남성 맞춤 정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본적 심리 변인들의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반면,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남성 맞춤 정장의 

디자인 및 제작 과정의 참여에서 체험하는 심리적 효

용과 가치(Lee, 2016), 그리고 기술적 가능성(Byun & 
Byun, 2016; Yoo & Park, 2016) 등에 대해서도 탐구

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를 모두 과

거정장구매경험이 있는 남성 소비자로 한정하였긴 

하지만, 추후 소비자들의 비스포크 정장구매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면 정장구매경험을 넘어서 비

스포크 정장구매경험을 가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정확한 모집단의 특성을 정의하고 설문 응답를 등 피

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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