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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the differentiated and subdivided indexes of the leisure fash-
ion market and to provide the marketing strategy establishment and in-depth understanding of 
leisure fashion business by looking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and among fashion involvement, 
clothing selection criteria and fashion information source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ques-
tionnaire response method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by using the SPSS 16.0 statistics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s a result of research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isure activities consumer groups and fashion involvem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
ferences in emotional and cognitive involvement. In the tour activity group and social activity 
group, emotional involvement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e cognitive experience while in the 
hobby and sports activity group, both involvements were equally as high. 2) As a result of re-
search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isure activities groups and clothing selection criteria, it was 
found that the intrinsic and extrinsic criteria were high in the hobby and sports activity group 
and that the intrinsic criteria was high in the tour activity group and social activity group. 3) 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isure activity groups and fashion information sources, it was found 
that media source, observation source and experience/personal source were high in the hobby 
and sports activity group. In addition, the experience and personal source were high in the social 
activity group. 4) In the difference between and among fashion involvement, clothing selection 
criteria and fashion information sources, it was found that the emotional involvement, intrinsic 
criteria and observation source were higher in the group of females than males. 5) In the differ-
ence between and among fashion involvement, clothing selection criteria and fashion information 
sources depending on the ages of leisure activities consumers, it was found that the emotional in-
volvement and observation source were high in the group of 20-24 yrs old consumers and that 
the emotional involvement, intrinsic criteria and observation source were high in the group of 
25-29 yrs old consumers. Also, in the group of 30-34 yrs old consumers, the emotional involve-
ment, observation source and experience/personal source wer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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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 기

술발전으로 인한 생활 패턴의 변화와 함께 사회경제

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산업의

발달로 생활이 윤택해졌고, 삶의 질적 향상은 물론

양적 성장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났다.1) 또한 현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재사회화가

요구되는 도전적인 상황에 끊임없이 접하게 됨으로

써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

한 현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

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었고 여가활동의 지속

적인 참여는 신체적인 측면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

적 측면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2)

우리나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가활동 경험 빈

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30대 여가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참여 형태에서

도 실내에서 아웃도어 중심의 여가생활로 정적인 여

가활동에서 동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

났다.3) 특히 주 5일 근무제가 일 중심사회에서 여가

중심사회로 가치관의 변화와 일상사 보다 레저 활동

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고 본다. 더불어 여가의 개

념에 있어서도 기분전환이나 휴식을 위한 소극적인

의식에서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추구하려는 적극적인 의식으로 전환 되었다고 보아,

행복을 추구하려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은

생활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 졌다. 이렇듯 여가에 대

한 개념의 변화와 여가 시간의 증가는 여가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고, 참여자에게 있어 여가활동을 선택

하는 접근방법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의복 구매

행동에 대한 마케팅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볼 수 있다.

특히 T.P.O에 따른 패션 착용을 중요시 하며, 인터

넷을 통해 패션에 대한 정보 습득이 빠른 특징을 가

진 20-30대 소비자들은, 여가활동 종목에 따라 자신

의 취향에 맞는 패션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패션상품

은 다른 제품보다 소비자 자아와의 관련성이 밀접하

며 상징적이고 고가이며 감정적인 측면과 관계가 있

으므로, 자주 구매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의 관여가 높은 제품이다.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소

비자 관여는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과 구매 후 과정,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반응, 구매과정에서 들

이는 소비자 노력수준 등 구매과정 뿐 아니라 구매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관여

는 제품에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

요한 설명변수라 할 수 있다.4) 예를 들면 이영선5)은

쇼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감정적 의복관여와

인지적 의복관여로 나누어 관여가 의복에 관련된 소

비자 행동을 설명하는데 인지적이고 실용적인 측면보

다 감정적인 측면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는 개인의 감정적 애착을 통한 패션관여는 여가활동

소비자의 패션 구매행동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됨

에 따라 이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대한 중요한 관련

성을 보여주는 연구6)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30대 여가활동 참

여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그

동안 의복관여와 구매 관련 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

한 일련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여가활동 소비자의 패

션관여를 통한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을 살펴봄으

로써 패션시장 내에 차별적이고 세분화된 지표를 제

시함과 동시에 패션기업의 마케팅 전략수립 및 심층

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가활동
인간의 생활시간을 크게 생활필수시간, 노동시간

및 자유 시간으로 대별 할 때 여가는 보통 1일 24시

간의 절대적인 시간의 한계 속에서 생활필수시간과

노동시간 등 구속시간을 뺀 나머지 자유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여가의 본질적 요소는 일의 구속으로부

터 벗어나 자유스러운 마음을 근거로 한다는 것과

심리적으로 즐거움을 갖는 문화생활 및 사회생활의

한 요소라는 점이다. 이러한 생활시간의 배분은 여가

의 속성을 이해함에 있어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는데 Parker는 여가를 일과 생존을 위한 기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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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가 충족되고 남은 잔여시간으로 보고 있다.7)

여가활동은 여가주체인 이용자가 시간과 비용 등

의 요인이 충족되는 조건하에서 여가욕구를 실현하

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만족을 하는 능동

적인 과정으로 여가주체와 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 간의 체계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가활동은 여가욕구를 충족시키

려는 하나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과학이기도 하다.

또한 여가활동은 상호 유사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고

각 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 분류기준이 다양하기 때

문에 그 유형은 분류기준 및 방법에 따라 상이한 형

태로 구분될 수 있어 여가활동 유형을 명확하게 분

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8)

여가활동 유형을 최초로 연구한 Kaplan9)은 여가

의 가치지향에 따라 여가의 유형을 사교지향활동, 조

직 활동, 게임, 예술, 이동과 비 이동 활동으로 구분

하였는데 사교지향활동과 조직 활동은 가치를 강조

하는 여가활동이고 게임과 예술은 규율과 전통을 강

조하는 여가활동이라 강조하였다. Lutzin10)은 여가활

동을 동기 및 표현 형태에 따라 신체적 활동, 사교적

활동, 문화적 활동, 자연적 활동, 정신적 활동으로 분

류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을 주로 손과 도구를 이용하

는 조작적 활동, 재료를 이용하여 대상을 만드는 공

작적 활동, 활동자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적활동, 일상 주변에서 행할 수 있는 일상적 활동,

그리고 활발한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활동

으로 분류하였다.11) 이혜선12)은 직장인 남성층의 여

가행동에 관한 연구로 ‘신체적 활동’이 가장 많이 나

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 노년층을 연구한 김수

경13)의 연구에서는 반대로 신체적 활동이 가장 적게

나타나 연령에 따라 여가형태가 달라짐을 알 수 있

다. 임번장, 정영린14)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윤익모 외15)의 연구에서도 스포츠 활동

과 야외활동이 사회활동, 문화활동, 독서, TV시청 등

에 비해 여가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보다 높다고 보

고하였다.

이러한 여가활동 소비자의 분류는 성과 연령, 참

여하는 장소,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 또는 환

경을 기초로 두고 분류한 것으로, 여가활동의 참여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중요하며 특히 사회활동을 활발

히 하는 20-30대층의 참여는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

휴식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반드시 필요

하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여가행동 유형을 알아보고, 유형에 따른 패션관여와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이 어떤지를 확인함과 동시

에 여가관련 패션제품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패션관여
관여(involvement)란 주어진 상황에서의 특정 대

상에 대한 관련성 및 개인적 중요성의 지각으로16)

소비자가 특별한 구매결정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자

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말하며, 내재된 욕

구, 가치, 흥미에 기반을 둔 대상에 대한 개인의 심

리적 개입의 정도17)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즉 관여는

개입의 관점에서 제품이나 상표에 대한 개인의 신념

체계의 강도라 할 수 있으며 대상에 대한 관심의 강

도, 흥미의 강도, 개인의 중요도 등에 따라 관여수준

이 달라진다.18)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관여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인식되어 왔으며, 사전 구매상황에

서 할애되는 노력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에 관련한 소비자의 관심으로서 소비에

관련된 태도와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설명변수가 되어왔다.19) 소비자의 관여 수준은 제품

의 특성, 소비자의 특성, 사용상황,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 등에 따라 달라진다. Holbrook와 Hirschman20)

은 연구를 통해 스포츠 및 여가활동은 소비현상에

미적, 감정적, 상징적 의미와 같은 경험적 관점이 무

시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관여의 다차원성을 말하였

다. Park21)은 여가 및 레크레이션에 참여하는 사람

들의 관여도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박세혁22)은 스포츠 여가

활동 참가자들의 관여도는 여가 소비자의 심리 상태

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품 혹은 브랜드와 관련되어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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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관여는 관여의 개념에서 특정 대상을 의복을

포함한 패션제품으로 한정시킨 것으로 패션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던 의복관여를 그 범주 안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요

시 하는 대상이 모두 다른 만큼 패션에 대한 관여에

대해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패션이 가지고 있는 속성

만큼 다양한 관여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23) 의복

행동분야에서 관여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며, 1980년대에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 이후 유행이나 의복에 관련된 흥미,

역할 중요도, 의복에 대한 태도 등이 연구에 필수적

인 측정 변인들로 포함되어 왔으며24) 그 동안의 관

여에 대한 연구에서처럼 의복관여 또한 의복 구매에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25) 다차원적 견해로서 양분

되어 아직도 관여의 구성개념 자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영선26)은 의복관여를 의복에 대한 개인의 가

치와 욕구, 자아개념과 함께 감정적 애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감정적 관여와 인지적 관여로 분류하였

다. 이는 의복관여의 두 차원 중에서 감정적 의복관

여가 유행의사 선도력과 쇼핑행동에 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에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인지적이고 실용적인 측면보다 감

정적인 측면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황진숙27)은

패션관여를 즐거움 추구, 상징성 인식, 선택의 어려

움 등의 3개 요인으로 추출하였고, 의복 관여는 인터

넷 위험지각과 점포선택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품이나 활동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욕구, 자아개념, 감정적 애착을 포함

하는 개념인 관여는 다양한 대상에 적용되어 연구되

었다. 패션관여는 세분화된 차원으로 분류되며 쇼핑

성향, 정보원, 점포선택행동, 의복구매행동 등 소비자

행동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소비자들의 패션관여를

의복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욕구, 자아개념과 함께

감정적 애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관여의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차원의 가능성을 제기

한 Park과 Young28), McQuarrie와 Munson29), Higie

와 Feick30), Mittal31)의 연구와 소비자 행동의 연구

에 있어서 인지적, 실용적 측면을 위주로 하던 관점

에서 1980년대 이후 소비자의 감정적, 쾌락적 관점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32)를 참고하여 패션관여

를 감정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3. 의복선택기준
선택기준이란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변수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것

인가 구매하지 않을 것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

는 다양한 특성 및 심리적 요인이며 대안을 평가하

고 비교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기준 혹은 내역이라

정의되고 있다. 즉 소비자는 선택과정에서 개인의 욕

구나 욕구체계를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을 하는데 의

복의 경우에 소비자의 욕구는 사회적 인자 그리고

개인적 가치, 흥미 뿐 아니라 경제적 그리고 여러 다

른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선택기

준은 소비자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며 선

택기준을 알게 됨으로써 특정 상품에 관계된 욕구와

필요에 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계획전략 관계

가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33)

Eckman et al.34)은 의복선택기준을 내재적 특성

과 외재적 특성으로 분류하고 내재적 특성은 의복의

스타일, 칼라, 디자인, 섬유의 구성 성분 등이며 외재

적 특성은 의복의 가격이나 브랜드 명 등을 포함한

다고 하였다. 이정원35)은 의복선택기준으로 실용적

기준, 외재적 기준, 내재적 기준으로 분류하고 실용

적 기준은 관리의 용이성, 가격, 용도 등이며, 외재적

기준은 광고, 유행, 내재적 기준으로 브랜드, 색상,

치수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송소진, 황진숙36)은

의복선택기준으로 안전성/실용성 요인, 외재적 요인,

내재적 요인, 가격요인, 쇼핑몰 인지도/승인요인으로

분류하고 외재적 요인은 유행, 광고, 브랜드를 포함

하며, 내재적 요인에는 디자인/스타일, 색상, 치수,

맞음새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최정원, 장미순37)은 의

복선택기준으로 외재적 속성, 내재적 속성으로 분류

하고, 외재적 속성은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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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지명도를 포함하며, 내재적 속성은 제품의

질, 착용감, 제품의 디자인 및 유행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남윤자, 김인숙38)의 연구에서 의복선택기준

으로 중요한 것은 디자인, 색상, 가격이라고 지적하

였고, 이은아39)의 연구는 디자인, 스타일, 색상 등의

심미적인 기준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며 그 다음

이 품질이고 그 외에 사이즈, 가격, 관리성 등이 중

요하다고 하였다. 대체로 중요시 하는 의복선택기준

은 나에게 어울림, 스타일과 맞음새, 상표, 옷의 품질,

디자인, 색상 등으로 나타났다.40) Sproles41)는 패션

제품선택에서 사용되는 선택기준을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고려하는 색, 재질, 스타일 등의 외적 요소와

가격, 맞음새, 적합성, 상표, 재질의 특성 및 구성 등

실제적 요소로 분류하였으며, 김준희42)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여성은 의

류제품 선택 시 디자인, 품질, 가격, 관리성, 브랜드

등의 순으로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렇듯 의복선택기준은 특정 상황에 관련된 욕구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여

가활동 소비자의 선택기준은 의복 구매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이라 판단되어지며 성장

하고 있는 패션 여가 시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패션정보원
소비자가 인식하는 문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

한 대체안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 알기 위해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을 정보탐색이라 하며, 정보탐색활동은

내부탐색과 외부탐색으로 나누어진다. 내부 탐색이란

소비자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재검토하는 과정이

며, 외부 탐색은 기억된 정보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추가로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정보를 획득

하는 과정으로 광고, 친구, 판매원, 진열품, 잡지 등

의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과정이다43)

패션정보원이란 소비자가 패션상품 구매를 위해

정보를 탐색할 때 사용하는 정보의 근원을 의미하며

정보원에 대한 필요성은 소비자의 쇼핑성향 및 인구

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자는 여러 정보

원을 통하여 패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구매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소비

자가 어떤 정보원을 이용하며 어느 정도의 정보를

추구하는가는 개인의 패션에 대한 관심 수용시기, 그

리고 의복에 대한 추구 이점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다44) 소비자들은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의

사결정에 관련된 정보들을 획득하게 되며, 이러한 정

보원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질 수 있으며, 구매를

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제품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매체를 의미한다. 정보원은 신문,

잡지 광고와 같은 외부적인 것과 소비자 자신의 경

험이나 과거에 취득했던 정보에 대한 기억과 같은

내부적인 것으로 구분 되며, 소비자가 처음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구할 경우 광고와 같이 기업에서 제공

하는 정보에 의존하지만 구매단계에 가까이 감에 따

라 경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원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Sproles45)은 상

담, 시각적 관찰을 포함하는 인적 정보와 소비자 홍

보용 신문, 잡지기사, 영화, 매장의 전시 등을 포함한

비인적 정보원으로 분류하였고, 신지혜46)는 정보탐색

은 중립적 정보탐색, 매체 정보탐색, 대인 정보탐색,

소비자 주도적 정보탐색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경

제적 소비자는 중립적 정보탐색, 대인정보탐색, 소비

자 주도적 정보탐색을 여가적 소비자는 매체정보탐

색과 중립적 정보탐색을, 점포 및 상표 충성 소비자

는 중립적 정보탐색과 소비자 주도적 정보탐색을 합

리적 소비자는 중립적 정보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현지47)는 20-30대 남성 소비자의 정보원

활용을 연구한 결과 상업적 매체 정보원, 대인적 정

보원, 경험적 정보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연령

대에 따른 집단간 정보원 활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상업적 정보원 활용은 21-30세 집단이 31-40세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주희, 박옥련48) 상업적

매체 정보원, 대인적 정보원, 매장정보원으로 분류되

었으며 정보원은 가치의식과 의류쇼핑성향과 상관관

계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정보원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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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매를 하기에 앞서 보다 나은 구매결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원천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여가활동 소비자의 패션정보원을 연구하는

것은 여가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파악하

는데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어 진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여가활동 소비자의 집단을 유형화 한다.

연구문제2. 여가활동 소비자의 패션관여와 의복선

택기준, 패션정보원의 차원을 밝힌다.

연구문제3. 여가활동 소비자의 집단별 패션관여와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의 차이를 밝

힌다.

연구문제4. 여가활동 소비자의 인구 특성에 따른

패션관여와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

의 차이를 밝힌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설문지 응

답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10년 3월 최근 6개월 내

여가활동을 위해 의복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20-30

대 남녀를 대상으로 서울 경기지역 거주자를 대상으

로 편의표본 추출법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450

부의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42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61%, 남성이 39%, 연령으로는 20대 57.8%, 30대

42.2%로 나타났다. 학력으로는 대학재학 및 대졸

64.9%, 전문대 15.6%, 대학원 이상 13.3%, 고졸이하

6.2%로 나타났으며, 직업으로는 일반사무직 33.4%,

학생 29.4%, 전문직 17.5%, 판매/서비스직 7.1%, 무

직 및 기타 5.2%, 공무원/교육자 4.7%, 전업주부

1.4%, 자영업 1.2%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200만원

미만 28%, 200-300미만 14.9%, 300-400미만 26.8%,

400-500미만 12.3%, 500이상 18%로 나타났으며, 월

의복구입비는 5만원미만 34.4%, 5-10만원 미만

35.8%, 10-20만원 미만 23.2%, 20만원 이상 6.6%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법을 사용

하였고, 측정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재인용하

거나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

문지는 여가활동, 패션관여,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

인구통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가활동에 관해서는 Lutzin49) 이혜원50)의 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총 21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패션관여는 이영선5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총 9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의복선택기준은 김수

경52), 이민정53), 김준희54)의 연구를 기초로 추출된

10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패션정보원

은 김민희55), 노현지56)연구를 바탕으로 비인적 정보

원, 인적 정보원을 포함하는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

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16.0 WINDOW

패키지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성 검정(Cron-

bach's α), 군집분석, t-test, ANOVA, Scheffe test

를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여가활동 소비자의 집단 유형화

1) 여가활동의 요인분석

여가활동 소비자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Varimax 에 의한 직교회

전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5개의 요인으로 분

류되었으며, 전체분산의 63.47%를 설명하고 있다.

각 요인의 이름은 해당하는 문항 내용에 따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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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요인
요인

부하량
고유값

누적분산

(%)
신뢰도

요인1

사교

활동

인터넷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 한다 .79

3.00 14.30 .78

가까운 친구들을 만난다 .74

종교 활동을 한다 .72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 한다 .69

친목회, 동창회 등 모임에 참여한다. .64

요인2

스포츠

활동

조깅, 배드민턴 등의 생활 체육을 즐긴다 .86

2.88 28.01 .82

요가, 헬스, 필라테스 등으로 심신을 단련 한다 .79

산악자전거, 레이싱, 암벽 등의 아웃도어 운동을 즐긴다 .71

등산, 골프 등 생활 체육을 즐긴다 .58

스키, 스노우보드 등 계절 스포츠를 즐긴다 .53

요인3

취미

문화

활동

영화, 연극, 콘서트 등의 관람을 즐긴다 .80

2.81 41.37 .80

미술관, 박물관, 전시회 등을 즐긴다 .78

관심분야의 능력 향상을 위해 지식을 배우거나 전문기관을 다닌다 .66

취미활동을 한다 .63

신문, 잡지, 교양서적을 읽는다 .63

요인4

휴식

활동

집에서 TV를 보면서 쉰다 .84

2.37 52.68 .81주말에는 평일에 못잔 잠을 잔다 .80

공원 산책을 즐긴다 .54

요인5

여행

활동

외국이나 국내로 여행가는 것을 즐긴다 .85

2.27 63.47 .78찜질방, 사우나를 즐긴다 .83

테마여행(맛집)을 즐긴다 .67

<표 1> 여가활동 소비자 요인분석 결과

(n=422)

집단

요인명

집단1

(N=105)

집단2

(N=115)

집단3

(N=139)

집단4

(N=63) F값

M SD M SD M SD M SD

1. 사교 활동 3.33c .63 4.01b .511 3.81b .61 4.26a .49 45.95***

2. 스포츠 활동 2.71c .64 3.04b .69 3.56a .64 3.24b .86 32.03***

3. 취미문화 활동 2.73b .61 2.73b .59 3.80a .47 2.46c .59 129.52***

4. 휴식 활동 2.92b .57 3.99a .59 4.16a .48 3.95a .53 116.54***

5. 여행 활동 2.88c .59 4.25a .55 3.74b .63 2.65c .69 142.43***

집단명 여가 무관심 집단 여행활동 집단
취미․스포츠

활동 집단
사교활동 집단 -

***p<.001, Scheffe test α=.05에서 유의한 차이 a>b>c

<표 2> 여가활동 소비자 집단별 특성 분석 결과

(n=422)

인1은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

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사교 활동’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2는 심신단련 및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문화 활동 및

취미, 관심분야의 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취미문

화 활동’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4는 산책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휴식 활동’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5는 테마여행 및 해외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나

타나 ‘여행 활동’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은 Cron-

bach's α이 .78, .82, .80, .81, .78로 나타났다. 이는

Lutzin57)의 연구에서 나타난 여가활동 요인과 유사

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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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요인
요인

부하량
고유값

누적분산

(%)
신뢰도

요인1

감정적

관여

이 옷으로 유행에 맞추어 옷을 입을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78

2.77 30.76 .79

이 옷을 구입할 때 요즘 유행을 생각하였다 .78

이 옷을 착용함으로써 내가 멋있어 보일 것 같아 즐거웠다 .75

이 옷으로 다른 옷과 함께 다양한 옷차림으로 코디를 생각하고서

즐거움을 느꼈다
.68

타인이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의 옷차림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 보았다
.66

요인2

인지적

관여

이 옷이 나의 일상적인 타입과 맞을지 생각했다 .83

2.65 60.21 .82
이 옷이 착용, 세탁 후 변형될지 걱정했다 .80

이 옷이 값에 비해 얼마나 유용할 것인지 생각했다 .79

이 옷이 생활수준을 나타내는지 생각하였다 .77

<표 3> 패션관여의 요인분석 결과

(n=422)

2) 여가활동 소비자 집단 분류

여가활동에 따른 소비자 집단 분류를 위해 K-평

균 군집 분석을 통한 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4개의 집단은 여가활동 5

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1은 105명으로 전반적으로 여가활동을 활발

히 하지 않는 특징으로 ‘여가 무관심 집단’이라 명명

하였고, 집단 2는 115명으로 여행활동과 휴식활동을

활발히 하는 특징을 보여 ‘여행활동 집단’이라 명명

하였다. 집단 3은 139명으로 휴식활동, 취미문화활동,

스포츠활동 등을 활발히 즐기는 특징 을 보여 ‘취

미․스포츠활동 집단’이라 명명하였고, 집단 4는 63

명으로 사교활동, 휴식 활동을 활발히 하는 특징을

보여 ‘사교활동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소비자들은 휴식을 여가로 생각하며58), 군집분석

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가활동은 노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

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59), 이에 대한

각 집단의 특성이 확연히 구분 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20-30대 성인들은 자신의 활동능력이나 가

치관에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

난 조현경60), 하지연6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2. 패션관여와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의
요인분석

1) 패션관여의 요인분석

패션관여에 관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 분

석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Varimax에 의한 직교회전

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2개의 요인으로 분류

되었으며, 전체분산의 60.21%를 설명하고 있다.

각 요인의 이름은 해당하는 문항의 요인에 따라

요인1은 의복 구입 시 의복 착용에 대한 유행과 착

용감, 코디에 대해 생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감

정적 관여’라 명명 하였으며, 요인 2는 의복 구입 시

감정적인 측면 보다는 실질적인 관리방법이나 가격

에 비해 유용한지에 대한 문항으로 ‘인지적 관여’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은 Cronbach's α이 각각 .79와

.82로 나타났다. 이는 이영선62)의 요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복선택기준의 요인분석

의복선택기준에 관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주성

분 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Varimax에 의한 직교

회전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2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전체분산의 65.83%를 설명하고 있다.

각 요인의 이름은 해당하는 문항의 요인에 따라

요인1은 의복 선택 시 디자인, 색상, 가격, 소재, 품

질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내재적 기준’으로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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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요인
요인

부하량
고유값

누적분산

(%)
신뢰도

요인1

내재적 기준

디자인/스타일 .85

3.83 39.82 .85

색상 .82

가격 .75

소재 .74

품질 .73

요인2

외재적 기준

브랜드 .88

1.44 65.83 .76유행 .86

광고 .64

<표 4> 의복선택기준의 요인분석 결과

(n=422)

요인명 요인
요인

부하량
고유값

누적분산

(%)
신뢰도

요인1

매체

정보원

광고(TV,라디오,신문) .78

3.63 26.30 .82
인터넷 광고 .80

백화점 우편광고 .78

패션잡지 .77

요인2

관찰

정보원

타인 옷차림 .85

2.07 48.41 .78쇼윈도, 매장 디스플레이 .82

연예인, 유명인 옷차림 .73

요인3

경험․인적

정보원

과거구매경험 .83

1.05 67.57 .72친구, 가족 조언 .77

판매원 조언 .67

<표 5> 패션정보원의 요인분석 결과

(n=422)

하였으며, 요인 2는 의복 선택 시 브랜드, 유행, 광고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외재적 기준’으로 명명하였

다. 각 요인은 Cronbach's α이 각각 .85, .76으로 나타

났다. 이는 Eckman et al.63), 이정원64), 송소진, 황진

숙65)의 요인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3) 패션정보원의 요인분석

패션정보원 활용에 관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주

성분 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Varimax 에 의한

직교회전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3개의 요인

으로 분류하였으며, 전체분산의 67.57%를 설명하고

있다.

각 요인의 이름은 해당하는 문항의 요인에 따라

요인 1은 광고, 인터넷 광고, 백화점 우편광고, 패션

잡지 등을 변수로 하는 요인으로 ‘매체 정보원’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타인의 옷차림, 쇼윈도, 매장

디스플레이, 유명인의 옷차림 등을 변수로 하는 요인

으로 ‘관찰 정보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본인의

과거 구매경험이나, 친구, 가족의 조언, 판매원의 조

언 등을 변수로 하는 요인으로 ‘경험․인적 정보원’

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은 Cronbach's α이 각각

.82, .78, .72로 나타났다. 이는 김주희, 박옥련66)의 요

인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3. 여가활동 소비자 집단별 패션관여와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 차이
1) 여가활동 소비자 집단별 패션관여

여가활동 소비자 집단과 패션관여와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p<.001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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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집단

패션 관여

여가 무관심 집단

(N=105)

여행활동 집단

(N=115)

취미․스포츠활동

집단

(N=139)

사교활동 집단

(N=63) F값

M SD M SD M SD M SD

감정적 관여 3.75b .74 4.38a .38 4.29a .40 4.24a .40 35.02***

인지적 관여 3.02b .65 2.89bc .61 3.68a .61 2.77c .63 49.43***

***p<.001, Scheffe test α=.05에서 유의한 차이 a>b>c

<표 6> 여가활동 소비자 집단과 패션관여

(n=422)

여가활동집단

의복선택기준

여가 무관심 집단

(N=105)

여행활동 집단

(N=115)

취미․스포츠활동

집단

(N=139)

사교활동 집단

(N=63) F값

M SD M SD M SD M SD

내재적 기준 3.69b .73 4.21a .46 4.26a .48 4.05a .52 24.60***

외재적 기준 3.28b .64 3.40b .55 3.77a .66 3.52b .59 14.60***

***p<.001, Scheffe test α=.05에서 유의한 차이 a>b

<표 7> 여가활동 소비자 집단과 의복선택기준

(n=422)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표 6>

과 같다.

여가활동 소비자 집단 간에 감정적 관여와 인지적

관여 속성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행활동 집단과 사교활동 집단은 감정적 관여가, 취

미․스포츠활동 집단은 감정적 관여, 인지적 관여가

높게 나타났다. 여행활동 집단은 패션에 대한 유행이

나 착용감, 스타일에 대한 패션관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취미․스포츠활동 집단은 유행이나, 착

용감, 코디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의복 관리방법이나

가치 등 전반적인 패션관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교활동 집단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사회활동

을 활발히 하는 집단으로 유행이나 착용감등 비주얼

적인 부분을 신경 쓰는 반면, 관리방법이나 가격에

대한 유용성 등에 대해서는 무신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교적 활동지향이 제품의 어울림, 코디와

같은 요소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혜봉 외67)

연구와, 활동적으로 여행을 즐기고 사교적이며 소비

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경제적 평가기준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한성지 외68)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2) 여가활동 소비자 집단별 의복선택기준

여가활동 집단 간 의복선택기준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p<.001이상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취미․스포츠활동 집단은 디자인이나 색상, 소재,

품질 등을 중요시 하는 내재적 기준과 브랜드, 유행,

광고를 중요시하는 외재적 기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

는 활동적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가격, 품질, 스

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한성지 외69)와 다혜택

추구집단이 의복선택기준 속성 모두 높게 나타난 이

정원70)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송원영, 이명희71)는

적극적 활동성 요인이 가격, 색, 바느질 상태, 디자인,

소재를 중시한다는 연구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여행활동 집단과 사교활동 집단은 디자인, 색상, 소

재, 품질 등 내재적 기준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은 여행활동이나 각종 사교모임을 활발히

하는 집단으로 남들에게 보여 지는 디자인적 요소를

중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로 오란채책, 유혜

경72)의 연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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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집단

정보원

여가 무관심 집단

(N=105)

여행활동 집단

(N=115)

취미․스포츠활동

집단

(N=139)

사교활동 집단

(N=63) F값

M SD M SD M SD M SD

매체 정보원 3.02b .65 2.89bc .61 3.68a .61 2.77c .63 49.43***

관찰 정보원 3.68c .71 4.32a .45 4.17a .52 4.38b .46 33.03***

경험․인적 정보원 3.73b .82 4.31a .49 4.30a .49 4.05a .54 23.81***

***p<.001, Scheffe test α=.05에서 유의한 차이 a>b>c

<표 8> 여가활동 소비자 집단과 패션정보원

(n=422)

성별

패션관여,

의복선택기준,패션정보원

남 여
t

M SD M SD

패션관여
감정적 관여 4.02 .49 4.27 .58 -4.63***

인지적 관여 3.18 .76 3.16 .70 .22

의복

선택기준

내재적 기준 3.98 .56 4.13 .62 -2.50*

외재적 기준 3.45 .62 3.55 .66 -1.49

패션

정보원

매체 정보원 3.17 .76 3.16 .70 .22

관찰 정보원 3.92 .59 4.26 .64 -5.49***

경험․인적 정보원 4.07 .58 4.15 .63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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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성별에 따른 패션관여,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

(n=422)

3) 여가활동 소비자 집단별 패션정보원

여가활동 소비자 집단과 패션정보원의 차이를 검정

을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p<.001이상의 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여행활동 집단은 관찰 정보원, 경험․인적 정보원

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미․스포츠활동 집단은 매체

정보원, 관찰 정보원, 경험․인적 정보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사교활동 집단은 경험․인적 정보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활동 집단은 여행을 통한

타인의 옷차림이나 유명인 의 옷차림을 관찰 하고,

과거의 구매경험이나 친구, 판매원의 조언을 적극 활

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취미․스포츠활동 집단은

모든 면에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사람들로 여가활동

을 위해 각종 매체나, 타인의 옷차림이나 유명인의

옷차림을 관찰하고, 과거 구매경험이나, 친구, 판매원

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교활동 집단은 이전 구매경험이나 모임활동을 통한

동호회 사람들이나 판매원들을 정보원으로 적극 활용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교지향집단은 과거의

구매경험을 중요시하며, 친구나 가족, 주위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오란채책, 유혜경73)의 연구와,

방문판매원과 판매원 권유 정보원을 활용한다는 이문

영, 김용숙74)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4. 여가활동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패션관여와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 차이
1) 성별에 따른 패션관여와 의복선택기준, 패션정

보원

성별에 따른 패션관여와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

원의 차이 살펴 보기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감정적 패션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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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패션관여

의복선택기준,패션정보원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F값

M SD M SD M SD M SD

패션 관여
감정적 관여 4.19a .48 4.23a .57 4.18a .53 3.97b .72 2.86*

인지적 관여 3.28 .67 3.13 .69 3.11 .72 3.14 .87 1.23

의복

선택기준

내재적 기준 4.01ab .54 4.17a .61 4.11ab .60 3.88b .66 3.64*

외재적 기준 3.50 .70 3.49 .65 3.55 .63 3.48 .56 .56

패션 정보원

매체 정보원 3.28 .67 3.13 .69 3.11 .72 3.14 .87 1.23

관찰 정보원 4.25a .57 4.18a .64 4.06a .60 3.86b .80 5.22**

경험․인적 정보원 4.01b .50 4.17ab .63 4.21a .58 4.03ab .77 2.86*

**p<.01, *p<.05, Scheffe test α=.05에서 유의한 차이 a>b

<표 10> 연령에 따른 패션관여,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

(n=422)

내재적 의복선택기준, 관찰 정보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 집단은 감정적 관여, 내재적 기준, 관찰 정보

원활용이 남성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은 패션에 대해 정서적 혹은 심미적인 의미와

전반적인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유명인의 옷

차림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옷차림, 매장 디스플레이

등을 관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매체정보원

과 경험․인적 정보원은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진 외75)는 여성들은 의복선택

기준으로 색상이나 디자인, 가격을 남성에 비해 중요

한 의복선택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옷차림, 매장 디스플레이 관찰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박나리 외76)는 성별에

따라 니트 의류제품 평가기준의 차이가 나타나 여성

이 남성보다 심미적 기준을 고려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2) 연령에 따른 패션관여, 의복선택기준, 패션정

보원

연령에 따른 패션관여,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

의 차이를 살펴 보기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다. 연령 집단 간 감정적 패션관여, 내

재적 의복선택기준, 관찰 정보원, 경험․인적 정보원

패션정보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0-24세 집단은 감정적 관여와 관찰 정보원 활용

이 높게 나타났으며, 25-29세 집단에서는 감정적 관

여, 내재적 기준, 관찰 정보원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30-34세 집단에서는 감정적 관여, 관찰 정보

원, 경험․인적 정보원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복선택기준으로 30대 중 후반의 여성에 비해 20대

초반의 여성이 디자인 색상, 소재, 유행성, 상표의 유

명도, 소유 의복과의 조화를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

타난 홍병숙 외77), 박나리 외78)의 연구와, 정보원 활

용으로 20대는 타인의 옷, 유명인 정보원을 활용하나,

30대는 상대적으로 관찰 정보원 활용도가 낮다는 조

윤진 외79)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인지적 관여, 외재적 기준, 매체 정보

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30대는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

로 평소 인터넷이나 광고 등 각종 매체에 항상 노출

되어 있으므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인터넷, 잡지, 광고 등에 대해서

는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하고 광고를 집행해도 될

것으로 보여 진다.

Ⅴ. 결론 및 제언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로 소비자의 가치관

및 라이프사이클의 변화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다. 이에 정적, 동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등 활발한

여가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여가산업도 급

속히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소비자의 여가활동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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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과 관련된 행동 수행 시 패션관여와 의복선택기

준, 패션정보원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여가 패션시

장 내에 차별적이고 세분화된 지표를 제시함과 동시

에 여가 패션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에 따른 결과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에 따른 요인분석결과 사교활동, 스

포츠 활동, 취미문화 활동, 휴식 활동, 여행활동으로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여가 무

관심 집단, 여행 활동 집단, 취미․스포츠활동 집단,

사교활동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패션관여,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을 각각

요인분석 한 결과, 패션관여는 감정적 관여, 인지적

관여의 2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의복선택기준은

내재적 기준, 외재적 기준의 2가지 요인으로 추출되

었다. 그리고 패션정보원은 매체 정보원, 관찰 정보

원, 경험․인적 정보원의 3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셋째, 여가활동 소비자 집단별 패션관여와 의복선

택기준, 패션정보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패션관여

에서는 여가활동 소비자 집단별 감정적 관여와 인지

적 관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행활동 집단

과 사교활동 집단은 감정적 관여가 높게 나타났으며,

취미․스포츠활동 집단은 감정적 관여, 인지적 관여

가 높게 나타났다. 의복선택기준의 차이를 알아본 결

과 취미․스포츠활동 집단은 내재적 기준과 외재적

기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행활동 집단과 사교활동

집단은 내재적 기준이 높게 나타났다. 패션정보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여행활동 집단은 관찰 정보원,

경험․인적 정보원 활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미․

스포츠활동 집단은 매체 정보원, 관찰 정보원, 경험․

인적 정보원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활동

집단은 경험․인적 정보원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여가활동 소비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패

션관여,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여성 집단은 감정적 관여, 내재적 기준, 관찰

정보원에서 남성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서는 20-24세 집단은 감정적 관여와 관찰 정보원 활

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25-29세 집단에서는 감정적

관여, 내재적 기준, 관찰 정보원 활용이 높게 나타났

다. 그리고 30-34세 집단에서는 감정적 관여, 관찰

정보원, 경험․인적 정보원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무관심 집단은 모든 면에서 소극적인

소비자이므로 여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무

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행활동 집단은 패션

에 대한 트렌드를 중시하며 착용감, 코디에 대한 관

심이 높으므로 트렌드를 적극 활용하여 편안하면서

코디하기가 편한 패션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행을 통한 타인의 옷차림이나 유명인의 옷차

림, 구매 시 판매원의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직접광고나 연예인 협찬, PPL같은 간접광고를 통한

노출이 중요할 것이다. 취미․스포츠활동 집단은 활

발한 여가활동 소비자로 패션에 대한 관여도 높으며,

의복선택기준도 까다롭고, 다양한 패션정보원을 활용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소비자이다. 그러므로 취미․

스포츠활동 집단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한 트렌드

조사를 통하여 패션상품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다양한 정보매체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사교활동 집단은 사람과의 관

계를 중시하며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집단으로, 패

션상품에 대한 디자인, 색상, 소재, 품질, 가격 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요소에 대해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 개발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구매

경험이 차후 구매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으므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샵 매니저를 비롯

한 판매원의 교육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여성은 감정적인 관여가 높아, 유행이나 착

용감 의복간의 조화를 중요시 생각한다. 그러므로 패

션상품 개발에 있어 트렌드를 적용하여 심미적인 만

족과 의복간의 조화를 생각한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

다.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패션시장의 경우,

디자인이나 색상, 소재, 품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제안 및 가격을 이용한 판촉

전략도 효과적일 것이다. 정보원의 경우 주변의 관찰

을 통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므로 연예인이나 유명

인 협찬, PPL같은 대중매체 노출을 통한 홍보전략이

나 간접광고 등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의 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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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시킬 수 있는 브랜드만의 장점을 살린 매장

VMD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셋째, 20대 소비자들은 유행이나 코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선호하는 디자인을 파악하여 다른 의류

아이템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품으로 디자인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대 초중반을 타겟으로 하는

패션상품은 아이돌 스타와 같은 유명 연예인을 통한

적극적인 촉진활동이 필요하다. 이들은 디자인, 색상,

소재, 품질, 가격 등 내재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경

향으로 소비자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패

션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30대 초중반 소비자들은 구매 시 판매원의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샵 매니저를 비롯해 판매원의

서비스 및 응대에 대한 훈련도 중요할 것이다. 20-30

대 소비자는 매체 정보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

로, 인터넷이나 잡지, 광고 등에 대해서는 하나의 집

단으로 생각하고 광고를 집행해도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서울과 경기지역의

20-30대 성인으로 한정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여가활동 소비자에 대해 확대 해석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폭넓은 지

역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소비자의 패션관

여에 대한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소비자의 감정적,

인지적 패션관여만을 연구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차원적인 관여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진

다면 좀 더 목적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소비자의 성별과 연

령에 대한 차이만을 연구하였으나 향후에는 구매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 통계적인 변수

로 좀 더 세분화된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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