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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개방과 더불어 각종 문화매체의 통한 문화교류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은 현대사회의 대중문화의 글로벌화를 만들어 현대인의 가치관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20세기 이전까지 전통적인 사회를 고수하고 있던 비서구권의 문화가 보다 서구적이며 

비전통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Featherstone, 1990). 1988년의 이미 Triandis 등의 연구자들 

은 일본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일본인들의 가치관이 전통적인 집단주의 측면보다 서구적인 개 

인주의 측면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고하였다. IT 강국인 한국사회에서도 집 

단주의적이며 전통적이던 기존의 한국인의 가치가 점차 개인주의적이며 비전통적인 가치관 

으로 변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교적 가치관은 오늘날의 젊은 한국소비 

자들이 보다브랜드의식적이며 패션에 민감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HaRtrom, Chae, & Chung). 

인터넷을 통한 정보가 발달되고, 고유의 민족의상이 아닌 세계복식을 착용하는 요즘 세대들 

의 가치관, 태도, 그리고 행동이 인터넷의 이용만큼이나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가치관 변화의 관점을 패션관여(fashion involvement)하는 매 

개변수로 풀이하여 보고자 한다. 패션상품은 이미 전통적 가치관의 표현을 떠나 범세계적으 

로 창조되고 소비되고 있으며, 의류산업 역시 다국적인 양상을 보이므로 글로벌 트렌드나 글 

로벌 브랜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비전통적인 가치관을 높게 가지는 젊은 소비자들은 표 

준화되고 글로벌화된 패션상품에 대한 관여가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치관보다 

는 글로벌화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1) 

한국 대학생들의 전통적 가치관과 비전통적 가치관의 양상과 그 차이를 알아보고, (2) 이러한 

가치관이 패션관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실증적 조사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는데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와 요인분석을 통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전통적 가치관 4문항, 비전통적 가치관 4문항, 글로벌정신(global min

dedness) 6문항, 패션관여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품범주의 적합성과 조사대상의 동질성을 

위하여 조사대상은 224명의 한국 여자대학생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11.0과 

LISREL 7.2를 이용한 공분산분석 모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Paired t-test를 통한 자료 분석 결과 여자대학생들은 전통적인 가치관보다 비전통적 가치관 

을 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사회에 비서구권 문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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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적 가치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LISREL을 통한 모델 

검증 결과, 비전통적 가치관과 전통적인 가치관 모두 패션관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화되고 글로벌화된 패션상품에 대 한 소비자관여가 비전통적 인 가 

치관만 설명될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패션관여는 글로벌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들은 패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글로벌화된 태도와 정신을 가 

진다는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가치관은 글로벌정신에 직접적인 유의한 직접적 효과를 주지 

않았으나 비전통적 가치관은 글로벌 정신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통적 가치관은 글로벌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패 

션관여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전통적 가치관은 패션관여를 통하여 글로벌 정 

신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오늘날 한국 대학생들이 비전통적 가치관을 전통적 가치관보다 보다 높 

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패션상품에 대한 관심이나 높은 글로벌정신은 단순히 높은 비전 

통적인 가치관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도 패션관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글로벌 정신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사회에서 강조되 

고 있는 세계주의-지역주의의 공존과 같은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마케터들은 글로벌화 

된 오늘날의 패션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단지 서구적 이고 비전통적 가치관으로만 접근하기보 

다는 패션관여를 통한 전통적 가치관의 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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