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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아웃도어 브랜드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기업의 공유가치창출활동이 소비자의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소비가치의 하

위변수는 기능적 가치, 상황적 가치, 감정적 가치로 설정하였고, 기업의 공유가치창출활동의 하위 변수

는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소비가치의 기능적 가치, 상황적

가치, 감정적 가치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업의 공유가치창출활동

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관계적 가치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아웃도어 브랜드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기업의 공유가치창출활동은 모두 구매의도에 긍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웃도어 브랜드 산업에서 소비자의 소

비가치나 기업의 공유가치창출활동은 이미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었

다.

주제어 : 아웃도어 브랜드, 소비가치, 기능적 가치, 상황적 가치, 감정적 가치, 공유가치창출활동,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구매의도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outdoor brand consumer 's consumption value

and company' s creating shared values activity o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The sub-variables of consumption value were set as functional value, conditional value, and

emotional value as factors affecting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The sub-variables of company'

s creating shared values activities were set as economic value, relational value, social value . As a

result of analysis, functional value, conditional value, and emotional value of consumption valu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and economic value, social value, and relational

value of company' s creating shared values were all positively influenced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both consumption value of outdoor brand consumers and

company' s creating shared values activities are positive factors for purchase intention. This result

can be deduced that consumers 'consumption value and company' s creating shared values activities

in outdoor brand industry are already reflected i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Key Words : outdoor brand, consumption value, functional value, conditional value, emotional

value, creating shared values, economic value, social value, relational value,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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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내의 아웃도어 패션산업은 1970년대 등산복

이나 등산장비 등과 같은 제품을 구입하려는 전

문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하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일반 소

비자들도 아웃도어 패션제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웃도어 패션제품들은 제품들 간의 품질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방수, 보온, 방풍 등에 대한

기능성이 강조되면서 행동의 편리성과 쾌적성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도 경쟁사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기업은

종전과 같은 마케팅 활동이나 경영전략에서 벗

어나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케팅

활동과 경영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였으나 특별히 아웃

도어 패션 제품에 있어서 소비가치와 기업의 공

유가치창출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미흡하여 탐

색적인 관점에서 아웃도어 패션제품의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가치와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활동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소비가치(consumption value)는 특정 제품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으로, 아

웃도어 제품은 소비자의 고관여 패션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가치는 일반 의류와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가치

가 아웃도어 패션브랜드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최근 기업의 경영전략과 경영활동은 종전의

기부 및 자선 중심의 사회적 책임활동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이익도 함께 창출하는 기업의

공유가치창출활동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

이다[1]. 기업의 공유가치창출활동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들을 함께 발전시키면서 기

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유가치창출활동이 아웃도어

패션브랜드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가치창출활동이 아웃도어 패션브

랜드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를 통하여 소비가치 및 기업의 공유

가치창출활동, 구매의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면서 연구 목적을 위해 연구모형과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하여 설문지

기법을 이용하여 아웃도어 제품 소비자들을 대

상으로 하여 표본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자료

에 대한 통계 분석은 SPSS 20.0 패키지를 이용

하였다. 설문 문항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

석과 신뢰성 분석을 하였다. 연구가설은 다중회

귀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아웃도어 제품의 개념과 정의

아웃도어 웨어는 야외활동을 할 때 착용하는

모든 의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등산복, 조깅

복, 스키복, 자전거 용품, 수상 스포츠 의류, 다

목적 스포츠 의류를 통칭한다. 따라서 아웃도어

웨어는 일상복 보다 방수, 방풍, 보온 기능이 있

어야 하며 행동의 편리성과 쾌적성이 유지되어

야 한다[2].

의류제품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착용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의류 구매에 있어

서 목적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3]. 아웃도어

제품은 착용 목적이 산행이나 워킹, 약수터 가

기 등과 같이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평상복으로 착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아웃도어 의류

제품의 착용목적이 운동을 하기 위해 착용하기

도 하지만 최근에는 아웃도어 브랜드의 컨셉이

익스트림 아웃도어에서 시티아웃도어로 확장되

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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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웃도어 제품의 선택기준

아웃도어 제품의 선택 기준은 디자인, 색상,

가격, 소재 및 품질, 기능성 및 착용감 등이

있는데, 이들 기준 가운데 제품 구매에 가장

중요하게 미치는 요인은 디자인이다[4].

장은정[4]은 관련 연구에서 성별 제품의 선택

기준은 남성은 상표, 소재 및 품질, 디자인, 기

능성 등의 순서이고, 여성의 선택 기준은 상표,

디자인, 기능성, 유행 등의 순서라고 하였고, 기

능적인 측면에서는 활동성, 방풍, 흡한속건, 통

기성, 경량성, 방수, 발열 등을 선택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기능성 측면에서 는 남성은 여성

보다 흡한속건, 통기성, 방수, 발열기능을 중요

하게 여기고 있었고, 여성은 남성보다 활동성,

방풍, 신축성 등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었

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20대는 상표와 디자인

을, 30대는 디자인, 소재 및 품질, 기능성, 유행

등을, 40대는 가격, 상표, 50대 이상은 색상, 가

격이 선택의 기준이었다.

2.3 공유가치창출활동

2.3.1 공유가치창출활동의 개념과 정의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s: CSV)

은 Porter and Kramer[5]에 의해 제안된 개념

으로, 2000년대 이후 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

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야야 한다는 새로운 형

태의 경영 패러다임이다. CSV 활동이 제안되기

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기업

의 사회공헌 활동이 전개되었다.

CSV 활동은 기업이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문

제나 사회적인 문제들을 함께 개선하면서 기업

스스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강

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경영활동을 의미한다[5].

배병한 등[6]은 CSV 활동을 기업은 기업이 가

져야 할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대한 경

제적,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지역

사회가 같이 생존 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CSV 활동은 기

업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이익의 창출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6].

2.3.2 CSV와 CSR의 비교

CSV 활동은 최근에 제안된 개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혼용되고 있는데[7], 이들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공유가치창출 활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동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

활동 및 경영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지만, CSV 활동과 CSR 활

동의 차이는 비즈니스와의 연계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8]. 구체적으로 CSV 활동과

CSR 활동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CSV 활

동은 기업의 재무적인 이윤 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경영전

략이고, CSR 활동은 기업의 재무적 이윤에 대

해 일부를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하는 경영전략

이다. 즉, CSR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

눔의 실천을 위해 자선활동이나 기부 활동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영활동

이라고 볼 수 있으나, CSV 활동은 기업이 기업

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위해 전략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통하여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

치 확대해 가는 경영전략이다. CSV 활동은 이

미 창출한 재무적인 이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에 재분배하는 나눔의 개념이 아니다. 이러

한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경제

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영

활동이다[9]. 따라서 CSR 활동은 기업의 입장에

서 보면 비용을 지출 행위인 반면에 CSV 활동

은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책임과 가치를 동시

에 실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8]. CSV 활동은 기업이

의도적으로 기업의 재무적인 이윤의 창출과 사

회적 책임 및 가치를 동시에 실현 하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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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접근하는 경영 활동이다.

Lapina et al.[7]은 CSR 활동과 CSV 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CSR 활동의 목적

은 이윤 극대화 및 공공이익을 위한 자선활동임

에 비해, CSV 활동은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투입되는 비용 대비 사회/경

제적 편익 및 효율을 고려하며, 가치 측면에서

볼 때는 CSR 활동은 선행활동(Doing Good)과

기업의 부가적 가치 창출에 의미를 두는 반면

에, CSV 활동은 투입되는 비용 대비 더 높은

사회 및 경제적 가치 실현에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CSR 활동은 기업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 압력 등에 의해서 추진되지

만, CSV 활동은 기업이 경제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외부 압력

과 관계없이 스스로 추진하는 경영전략이다.

2.3.3 공유가치창출활동과 마케팅

유승규[8]는 기업의 CSV 활동을 마케팅 관점

에서 고객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연구결과 제품 및 시장의 재인식 요인, 지역

클러스터 구축요인, 윤리적 책임요인, 가치사슬

내 생산성 요인, 환경적 건전성의 에코 효율성

등과 같은 CSV 활동 요인들은 제품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제품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는 고객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나미정[10]은 호텔 기업의 CSV 활

동과 브랜드 충성도 간의 관련성 연구에서

CSV 활동은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주면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높여 준다고 하였다.

2.4 소비가치

2.4.1 소비가치의 개념과 정의

소비가치는 소비자가 취하고자 하는 욕구와

목표에 대한 표현으로 소비자의 개별적인 사고

와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신념이다[11].

이채은[12]은 소비가치를 소비자가 소비행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로 이는 소비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하였

다. 소비자 행동에서 소비자의 소비가치는 매우

역동적이고,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소비

가치는 고객 충성도와 고객 만족 보다 더 강한

요인이 될 수 있다[13].

2.4.2 소비가치의 유형과 구성요소

선행연구에서는 소비가치를 다차원적인 관점

에서 설명하고 있다. 소비가치이론은 Sheth et

al.[14]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들은 기존에 제시

되었던 소비가치의 개념을 통합하여 소비자 행

동에 미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가

치이론을 제시하였다. Sheth et al.[14]는 소비가

치를 기능적 가치(functional value), 사회적 가

치(social value), 감정적 가치(emotional value),

상황적 가치(conditional value), 진귀적 가치

(epistemic value)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기능적 가치는 제품의 기능, 품질, 가격, 서비

스와 관련하여 물리적· 실용적 기능에 대해 소

비자가 지각하는 효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

의 가격, 성능, 신뢰성, 내구성 등이 기능적 가

치에 관련되어 있다.

감정적 가치는 선택한 제품이 다른 제품 비해

특별한 감정이나 느낌을 통하여 얻어지는 효용

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선택한 제품에 대해 특

별한 감정이나 또는 감정이 촉진될 때 감정적

가치를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에는 제품에

대한 편안함, 안정감, 로맨스, 연정, 흥분, 분노,

공포감 등이 있다. 감정적 가치는 제품의 선택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비계획적인 구매나

충동구매 등과 같은 행동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15].

사회적 가치는 소비자가 속해있는 사회적 집

단과 관련된 소비가치를 의미한다. 즉, 사회경제

적(social-economic)인 차별 집단, 인구통계학적

(stereotyped demographic)인 특정 집단, 문화인

류학적(cultural-ethnic)인 차이를 지닌 집단 등

에 대한 소속감이나 귀속감 등으로부터 얻어지

는 지각된 효용을 의미한다.

상황적 가치는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할 때 직

면하는 특정 상황과 관련된 소비가치를 의미한

다. 상황적 가치는 소비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선택한 제품에 대한 지각된 효용을 의미한다.

진귀적 가치는 소비자의 호기심이나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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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 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줌에 따라

유발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진귀적 가치에 의해

유발된 소비 행동은 제품의 독특성이나 개성 등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Holbrook[16]은 소비가치를 사회적 가치, 경

제적 가치, 이타적 가치, 쾌락적 가치로 분류하

였고, 이계석 외[17]는 아웃도어 브랜드의 소비

가치를 획득가치, 사회가치, 감정가치, 금전가치

로 구분하였다.

2.5 구매의도

2.5.1 구매의도의 정의와 개념

구매의도는 특정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18]. 따

라서 구매의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미래 행동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다[19].

2.5.2. 구매의도와 소비자 행동

의류제품에서 구매행동은 문화적 요인, 사회

적 환경요인, 개인적 요인의 동기 유발 등과 같

은 요인에 의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인지, 정보의 탐색, 제품에 대한 평가 및 선택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20]. 최미현[21]은 구

매의도는 소비자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고, Shafiq et al.[22]은 소비자 행동

은 제품에 대한 지식, 디자인, 동료 집단에서의

제품에 대한 평가, 품질 및 가격, 유명인들의 제

품사용 여부, 제품의 편익 등과 같은 요인에 의

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하였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선행연구에서는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여러 가지 변수로 설정하여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탐색적인 측면에서 아웃도어

패션제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가치

와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으로 설정하여 실

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분석 모형은 Fig. 1과 같다. 소비가치의 세부변

수는 Park and Rabolt[23], 오현정[24], 김소정

등[25] 등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기능적 소비

가치, 상황적 소비가치, 감정적 소비가치로 설정

하였고, CSV 활동의 세부변수는 나미정[10], 유

승규[8]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관계적 가치로 정의하였다. 종속변

수는 박중환[26], Lee et al.[27], 안운석 등[28]

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구매의도로 정의하였

다.

CSV

- Economic value

- Social value

- Relational value

consumption value

- Functional

consumption value

- conditional

consumption value

- emotional

consumption value

Purchase

intention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 가설

3.2.1 소비가치

소비자가 추구하는 소비가치는 명품 브랜드의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25]. 이가나

등[29]은 여성의 경우 소비가치는 여성 소비자

의 명품 브랜드 가방의 구매의도에 밀접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고, Song[30]은 20대에서 40대

의 젊은 여성들의 경우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소비가치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비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기능적 소비가치는 구매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상황적 소비가치는 구매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감정적 소비가치는 구매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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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유가치창출활동

CSV 활동은 기업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양

향을 미치게 되며 그에 따라 제품 구매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승규[8]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CSV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향상과

함께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켜 주기 때문

에 고객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고, 나미정[10]은 CSV 활동의 관계적 가치를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CSV 활

동과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

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경제적 가치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사회적 가치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관계적 가치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1 소비가치

Sheth et al.[14]은 소비가치를 기능적 소비가

치, 감정적 소비가치, 상황적 소비가치, 진귀적

소비가치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heth

et al.[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가치의 측정

항목을 기능적 소비가치, 상황적 소비가치, 감정

적 소비가치로 설정하여 기능적 소비가치는 제

품의 실용성, 디자인과 성능, 제품관리의 용이

성, 매장 구조의 편리성으로 설정하였고, 상황적

소비가치는 친지 및 친구의 권유, 매스컴의 노

출, 다양한 이벤트로 설정하였다. 감정적 소비가

치는 즐거움을 주는 제품, 편안함과 친근함, 제

품에 대한 행복감, 쇼핑의 즐거움 정도로 설정

하였다.

3.3.2 공유가치창출활동

장은정[4]은 아웃도어 브랜드의 CSV 활동을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순환적 가치, 창조적

가치로 정의하였고, 유소리 등[31]은 경제적 가

치, 사회적 가치, 지역 환경개선 가치, 브랜드

가치, 협력 및 네트워크 가치로 컨벤션 산업의

CSV 활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은정

[8], 유소리 등[31], 양희석[32] 등의 연구를 참

조하여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관계적 가치

로 CSV 활동을 측정하였다. 경제적 가치는 품

질개선, 가격과 품질의 적정성, 성장성, 신 상품

개발 등으로 측정하였고, 사회적 가치는 동반성

장, 생산성 향상,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는 정도, 근로자 복지제도, 사회공헌 활동에

투자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관계적 가치는 소

비자 보호 및 권익 활동, 친환경 제품 판매, 다

양한 체험활동 제공, 제품의 기능성과 편리성,

A/S 정도로 측정하였다.

3.3.3 구매의도

소비자의 구매의도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외적 요인은

제품, 브랜드, 수량, 판매점, 시기 등으로 측정할

수 있고, 내적인 요인은 태도, 동기, 가치, 성격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33]. Creyer and

Ross[34]은 구매의도를 구매 가능성, 구매의향,

우선적 구매, 지속적인 구매 등으로 측정하였고,

천필국[35]은 지속적인 매장 이용, 타인 권유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otler[33], Creyer

and Ross[34], 천필국[35]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매의사, 구매 욕망, 구매 우선성 및 적극적인

구매, 구매 권유의사로 구매의도를 측정하였다.

4. 실증분석 및 해석

4.1 표본의 선정 및 설문

본 연구를 위한 표본자료는 설문지 기법을 이

용하여 아웃도어 제품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집하

였다. 표본자료의 수집은 직접 방문과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설문

지 중 불성실한 응답은 제외하여 179부를 유효

설문으로 분석하였다. 변수들에 대한 측정 방법

은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4.2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4.2.1 타당성 분석

측정도구의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요인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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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actor 1 Factor 2 Factor 3

I, 1-1 .145 .764 .154

I, 1-2 .262 .793 .234

I, 1-3 .175 .721 .436

I, 1-4 .238 .832 .321

I, 3-2 .882 .125 .236

I, 3-3 .747 .231 .336

I, 3-1 .873 .271 .271

I, 2-3 .234 .294 .746

I, 2-2 .264 .392 .847

I, 2-4 .164 .146 .828

I, 2-1 .231 .383 .746

Eigen Value 2.341 2.057 2.721

Item Factor 1 Factor 2 Factor 3

II, 3-4 .931 .131 .131

II, 3-3 .839 .326 .156

II, 3-5 .769 .296 .295

II, 3-2 .799 .361 .319

II, 3-1 .812 .369 .231

II, 2-2 .272 .811 .142

II, 2-3 .259 .826 .452

II, 2-1 .184 .782 .331

II, 2-4 .293 .763 .241

II, 2-5 .285 .689 .298

II, 1-2 .167 .276 .843

II, 1-4 .261 .329 .619

II, 1-1 .202 .249 .763

II, 1-3 .212 .271 .791

Eigen Value 4.432 3.542 3.562

Item Factor 1

III, 1-3 .842

III, 1-4 .881

III, 1-5 .735

III, 1-2 .729

III, 1-1 .836

Eigen Value 3.867

variable No. of item Cronbach‘s α

functional

consumption value
4 .857

conditional

consumption value
3 .759

emotional

consumption value
4 .731

economic value 4 .736

social value 5 .836

relational value 5 .793

purchase intention 5 .864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 방법을 이용

하였고, 회전방식은 베리맥스 회전방식을 사용하

였다. 요인적재량은 0.6 이상으로 하였으며, 고

유값은 1 이상으로 하였다.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성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1, Table 2,

Table 3 과 같다.

Table 1. factor analysis - consumption value

Table 2. factor analysis - CSV

Table 3. factor analysis - purchase intention

4.2.2 신뢰성 검증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결과가 일관성 있게

분석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성 분석을

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내적일관성법을 이용하

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이 크론바

하 알파 신뢰계수가 0.6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4.3 가설 검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B β t p

(constant) -.002 　 -.027 .862

functional

consumption value
.005 .004 .088 .001

conditional

consumption value
.313 .312 2.916 .002

emotional

consumption value
.178 .176 3.432 .000

economic value .033 .032 .703 .001

social value .052 .051 1.581 .000

relational value .045 .045 .812 .005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4.3.1 소비가치에 대한 가설 검증

가. 기능적 소비가치에 대한 검증: 가설 1-1

기능적 소비가치와 구매의도에 대한 가설검증

에서 소비가치를 설명하는 변수 중 기능적 소

비가치는 B값이 .005, t값이 .088로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입증되어(p=.001, p<0.05)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제품의 실용성, 디자인과 성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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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리의 용이성, 매장 구조의 편리성으로 측정

된 기능적 소비가치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나. 상황적 소비가치에 대한 검증: 가설 1-2

상황적 소비가치와 구매의도에 대한 가설검증

에서 소비가치를 설명하는 변수 중 상황적 소

비가치는 B값이 .313, t값이 2.916로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입증되어(p=.002, p<0.05)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친지 및 친구의 권유, 매스컴의 노

출, 다양한 이벤트로 측정된 상황적 소비가치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

석되었다.

다. 감정적 소비가치에 대한 검증: 가설 1-3

감정적 소비가치와 구매의도에 대한 가설검증

에서 소비가치를 설명하는 변수 중 감정적 소

비가치는 B값이 .178, t값이 3.432로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입증되어(p=.000, p<0.05) 가설 1-3은

지지되었다. 즐거움을 주는 제품, 편안함과 친근

함, 제품에 대한 행복감, 쇼핑의 즐거움 정도로

측정된 감정적 소비가치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4.3.2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대한 가설 검증

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검증: 가설 2-1

경제적 가치와 구매의도에 대한 가설검증에서

CSV 활동을 설명하는 변수 중 경제적 가치는

B값이 .033, t값이 .703으로서 통계적인 유의성

이 입증되어(p=.001, p<0.05) 가설 2-1은 지지되

었다. 품질개선, 가격과 품질의 적정성, 성장성,

신 상품개발로 측정된 경제적 가치는 구매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검증: 가설 2-2

사회적 가치와 구매의도에 대한 가설검증에

서 CSV 활동을 설명하는 변수 중 사회적 가치

는 B값이 .052, t값이 1.581로서 통계적인 유의

성이 입증되어(p=.000, p<0.05) 가설 2-2는 지지

되었다. 동반성장, 생산성 향상, 국가 및 지역사

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근로자 복지제도, 사

회공헌 활동에 투자하는 정도로 측정된 사회적

가치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분석되었다.

다. 관계적 가치에 대한 검증: 가설 2-3

관계적 가치와 구매의도에 대한 가설검증에서

CSV 활동을 설명하는 변수 중 관계적 가치는

B값이 .045, t값이 .812로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입증되어(p=.005, p<0.05) 가설 2-3은 지지되었

다.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활동, 친환경 제품 판

매,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제품의 기능성과 편

리성, A/S 정도로 측정된 관계적 가치는 구매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

다.

5. 결론

5.1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브랜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비가치와 CSV 활동이 소비자

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비가치의 하위변수로는 기능적 가치, 상황

적 가치, 감정적 가치로 정의하였고, CSV 활동

의 하위변수로는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

회적 가치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소비가치의

기능적 가치, 상황적 가치, 감정적 가치는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다음으로, CSV 활동의 경제적 가치, 사회

적 가치, 관계적 가치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소비가치와 CSV 활동

은 구매의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아웃도어 브랜드 산업에서

소비자의 소비가치나 기업의 CSV 활동은 이미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추론

할 수 있었다.

5.2 연구의 기여점과 연구의 한계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

에 진입한 상태로 품질이나 기능적인 차이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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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어 제품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최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공유가치창출활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아웃도어 패션제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기여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

이 제시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여

러 가지 영향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연구 중 아

웃도어 패션제품에 대해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

동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여 아웃도어 패

션제품에 대해 탐색적인 관점에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CSV 활동과 소비가치 요인

을 설정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가운데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패션 브랜드에 대해 일부 국내 브

랜드와 특히 해외 브랜드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공유가치창출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하고 있는

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

한 경우도 있었음을 밝혀 둔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가운데는 기업의 CSV 활동에 대

한 인지정도가 부정확할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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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 한국전력공사 전자

계산소

․1982년 10월 : (주)엘지칼텍스가스 전산부

․1993년 12월 : ㈜한국컴퓨터솔루션

․1995년 5월 : 한진정보통신(주)

․2005년 3월∼현재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융합산업학과교수

․관심분야 : MIS, ERP, SCM, e-Biz, 시스템 분석 및 설

계, 프로젝트관리 등

․E-mail : sgyi@suv.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