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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ket mavens are known as powerful consumers for the diffusion of market information in general

field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rket mavens in fashion consumers. Data were gathered by surveying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using convenience sampling; 312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This study proved that consumers recognized the existence of market mavens and the importance

of market mavens' information and their evaluations. In regards to the demographic factors, the more

clothing expenditures and family income then the higher the tendencies of the market maven. Market

mavens were consumers who were aware of marketer's persuasion but showed no differences in market-

place interfaces. Market mavens we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dressing styles and were highly convinced

in their abilities to make fashion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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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비선도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나 의견선도자(opinion leader)를 중심으로 연

구되고 있다. 얼리 어답터는 제품수명주기 초기에 구

매하는 성향을 보이며, 의견선도자의 경우는 특정 제

품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다른 소비자에게 영향

을 준다고 할 수 있다. Feick and Price(1987)는 소비선

도자를 분류하면서 전통적인 소비선도자인 얼리 어답

터나 의견선도자와는 그 역할과 성향에서 구별되는 새

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마켓 메이븐(market maven)’이

라고 명명하였다. 국내에서도 마켓 메이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있으며 이 용어를 ‘시장통달자’(Choi, 1995)

라고 번역하거나 ‘시장숙련자’(Ha, 2008)로 부른 논문

도 있다. 이외에도 시장정보전문가(Lee et al., 2010), 시

장전문가(Lim et al., 2006; Solomon, 2009/2011)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반면에 원래의 용어 그대로 ‘마켓 메

이븐’으로 사용한 연구(Kim & Song, 2007; Kim, 2004;

Lee & Shim, 2008)도 많다. 본 논문에서는 번역된 용

어가 아직 통일되지 않았으며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

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원래의 용어 그대

로 사용하고자 한다.

마켓 메이븐은 Feick and Price(1987)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다양한 제품, 쇼핑장소, 시장정보를 가지고 있

으며 이를 다른 소비자와 논의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마켓 메이븐은 시장 전반

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지니며 시장관여도가 높고 다

른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원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비

자를 지칭한다. 또한 마켓 메이븐은 소매업체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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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자주 언급하며 마케팅 믹스의 변화에 대한

정보, 여러 제품군에 관한 정보, 신제품 정보를 확산시

키는데 효과적인 소비자라고 하였다. 특히 온라인을 통

해 구전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쇼핑상황에서 새로운

정보원으로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켓 메이

븐에 대해 다수의 선행연구(Choi, 1995; Clark & Gold-

smith, 2005; Feick & Price, 1987; Goldsmith et al.,

2003; Ha, 2008; Kim & Song, 2007; Kim, 2004; Lee &

Shim, 2008; Wiedmann et al., 2001)가 국내외에서 이

루어졌으나 주로 경영학 분야에서 행하여져서 패션소

비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소비선도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으

나 혁신적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와 의견선도자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소비선도자들의 특성을 보면 대체

로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으며 나이가 젊을 가능성이

크며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 일반적인 견해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소비선도자

는 주로 특정 영역에만 국한하여 선도자의 역할을 수

행하며 해당제품의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매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으며 그 분야에 대해 관심과 지식

이 많으며 사교적이고 혁신적 성향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의견선도자는 집단의

규범과 가치에 충실하려고 하며 현재의 상황에 적절히

조화하려고 노력하는 특징을 보인다(Lee et al., 2010)

그러나 특정 영역의 소비선도자가 보이는 특성은 여러

제품군과 다양한 구매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소비선도자의 특성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마켓 메이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해 Feick and

Price(1987)은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구

는 불충분한 실정이다. 마켓 메이븐에 대한 연구는 아

직 미흡하여 영향력 행사자로서의 존재 가치는 인정되

지만 구체적인 특성 규명 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의류학에서는 이들에 대한 연구를 찾

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먼저 응답자들이 마켓 메이븐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과연 소비

자들이 자신의 주위에 마켓 메이븐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지와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켓 메이븐의 구매행동적

특성은 쇼핑성향을 평가하는 4개의 변수와 패션성향

을 평가하는 2개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마켓

메이븐은 시장정보에 밝은 소비자이므로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쇼핑성향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유추되

며 패션소비자로서의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이다. 쇼핑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상

품평가기준으로 품질을 중시하는지를 측정하는 품질

민감도(Quality consciousness, Goodey & East, 2008)와

물질주의(Materialism, Goodey & East, 2008)를 포함하

였다. 또한 구매시점에 판매원의 설득이나 판매수법 등

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설득인지(Persuasion

knowledge, Bearden et al., 2001)와 구매시점에 발생하

는 문제에 적극적 행동을 보이는지를 측정하는 시장개

입(Marketplace interfaces, Bearden et al., 2001)을 포함

하였다. 패션성향에 대한 변수로는 의복에 대한 흥미,

관심을 묻는 의복관여(Dressing style, Wan et al., 2001),

그리고 의복구매자신감(Consumer confidence in fashion

decisions, O'Cass, 2004)을 측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소비선도자의 대인 간 영향력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의 연구는 ‘영향의 2단계 흐름 모델(two step flow model

of influence)’이라고 할 수 있다(Solomon, 2009/2011). 이

는 소규모 집단의 영향력 행사자인 의견선도자들을 통

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정, 전파하는 방법으로 최근

까지 소셜 네트워크의 유용한 이론적 근거로 사용을 사

용되었다. 그러나 Duncan et al.(as cited in Solomon, 2009/

2011)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방대한 컴퓨터 시뮬레이

션 작업을 통해 유력인사들에 의한 영향력은 적은 반면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더 큰

영향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서로

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고 또한

영향 네트워크(influence network)의 부분으로서 의견선

도자들과 쌍방 대화에 참여한다. 이런 대화들이 정보폭

포(information cascades)를 만든다고 하였다. 이는 한 조

각의 정보가 상호작용의 연결을 촉발시키며 마치 눈사

태가 일어는 것처럼 다면형의 ‘영향력 네트워크 모델

(network model of influence)’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

를 적용하여 보면 소수의 얼리 어답터나 의견선도자보

다 일반적인 의견선도자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주변에

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접촉하며 대화를 주도하는

마켓 메이븐이 실질적으로 더 유용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마케터는 전통적인 소비선도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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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의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마켓 메이븐에 대한 중

요성과 의의를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근 인터넷의 전파로 인터넷을 통한 마켓 메이븐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활동적으로 인터넷 사

이트를 방문하며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또한 정보제

공자로서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 여러 선행연구(Kim & Song, 2007;

Kim, 2004; Lee & Shim, 2008)에서 온라인 구전에서 마

켓 메이븐의 확산과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Lee and Shim(2008)은 마켓 메이븐이 얼리 어답터

보다 온라인 구전에서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

로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소비자 리더인 마켓 메이븐에

대한 이해와 마케팅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마켓 메이븐

Feick and Price(1987)에 의하면 마켓 메이븐은 다양

한 영역에서 상품, 쇼핑장소, 등 시장 관련 정보를 갖

고 있으며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러 유형의 제품,

쇼핑장소, 그리고 다양한 시장특성에 관한 정보를 가

지고 소비자들과의 대화를 주도하며 시장정보에 대한

질문에 답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마켓 메이븐

은 시장 전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

로 대화과정에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Lim et al., 2006). Feick and Price(1987)

은 이러한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이

러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을 마켓 메이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마켓

메이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마켓 메이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

비자들은 마켓 메이븐이 자신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마켓 메이븐은 얼리 어답터나 의견선도자와 일부 공

통점이 있으나 그들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Wiedmann et al.(2001)이 제시한 세 집단의 성향을 비

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상품의 구매와 사용경

험 측면에서 얼리 어답터는 초기 구매를 하며 의견선

도자는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마켓 메이븐은

구매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상품지식이나 시장

정보 측면에서 보면 얼리 어답터나 의견선도자는 특정

영역에만 국한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나 마켓 메이

븐은 일반적인 의견선도자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상품

과 시장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얼리 어답

터나 의견선도자가 수동적일 가능성이 크지만 마켓 메

이븐은 능동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를 좋아한다. 그리고 마켓 메이븐은 얼리 어답터와 같

이 혁신성이 있으며 새로운 제품이나 혁신적인 제품에

도 관심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으나 지속적인 정보탐색

을 하는 특성이 있어서 얼리 어답터와는 달리 신제품

만이 아니라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므로

주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마켓 메이븐의 특징으로 Clark and Goldsmith(2005)

는 이들은 시장에 대한 관여도가 높으며 다른 소비자

에게 시장정보의 중요한 정보원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Abratt et al.(as cited in Lee & Shim, 2008)에

의하면 마켓 메이븐은 소매업체에 관련된 정보를 자

주 언급하며 마케팅 믹스의 변화에 대한 정보, 여러 제

품군에 대한 정보, 시장과 가격정보 등에 관한 내용의

Table 1. Comparison of early adopters, opinion leaders, and market maven traits

Early adopters Opinion leaders Market mavens

Purchase/Usage of a product Yes
Not necessarily,

but generally yes
Not necessarily

Product knowledge Product specific Product specific
Product specific and general,

spanning multiple categories

General market knowledge

(on retailers and prices)
No No Yes

Communication style
Mainly active,

but also passive
Active/passive

Active/passive,

but mainly active

Which stage of the product life

cycle is of interest for marketing?
Introduction Primarily introduction In every stage

From Wiedmann et al. (2001).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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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고 하였다. Wied-

mann et al.(2001)은 얼리 어답터와 의견선도자, 그리고

마켓 메이븐이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며 얼리 어답터와

의견선도자는 초기 구전에 더 영향이 많으며 마켓 메

이븐은 구전정보의 탐색과 전파에 더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즉, 얼리 어답터가 제품수명주기의 초

기에 관심이 많은 반면 마켓 메이븐은 제품수명주기

전체와 관련된 내용에도 관심이 많은 특징이 있다. 또

한 마켓 메이븐의 특징은 자신이 직접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획득하는 것을 중요한

특성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마켓 메이븐은 경제적 소비

에도 관심이 커서 가치 지각이나 저렴한 가격 추구 등

의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Goldsmith et al., 2003). 

Solomon(2009/2011)은 마켓 메이븐은 모든 종류의

시장정보를 알려주기를 좋아하며 특정 제품에 꼭 관심

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품의 초기 구매자가 되

지 않을 수도 있다. 단순히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고 있는지 가장 먼저 아는 것이며 어떤 제품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구매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견

선도자의 기능과 가깝다고 하였다. 또한 Wiedmann et

al.(2001)의 연구에 의하면 얼리 어답터나 의견선도자

의 경우 소비자의 13.5% 정도로 비교적 소수인데 반해

마켓 메이븐은 전체 소비자의 1/3 정도로 분석되어 더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보의 전파에 측면에서도 마

켓 메이븐의 개념이 더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마켓 메이븐은 제품

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다른 소비자들과 정보를 공

유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신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특정 영역에 관한 지식

이나 정보에 밝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

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종합적인 변화에 관심이 많으며 유통과 관련한 측면이

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정보에도 관심이 많으며 이를

알고 다른 소비자에 전달하는 행동에도 적극적인 소비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3. 구매행동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구매행동변수는 쇼핑성향과 패션

성향으로 구성되었으며 쇼핑성향에는 물질주의, 품질

민감도, 설득인지, 시장개입, 그리고 패션성향에는 의

복관여와 의복구매자신감으로 구성하였다. 물질주의는

소유물을 자신의 존재와 삶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생

각하는 개인적 성향을 의미한다. Richins and Dowson

(1992)에 의하면 물질의 습득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

는 사람들은 소유물의 중요성을 개인의 삶에서 신념화

한다고 하였다. 물질주의는 소비와 가장 직결되는 가

치이며 의복의 소유와 구매, 소비에서 많이 연구되는

변수이다. 품질민감도는 쇼핑성향의 평가에 사용되는

변수로 상품의 품질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변수이다. Shim and Gehrt(1996)에 의하

면 실용적 성향이 강한 소비자일수록 품질을 더 중요

하게 평가하며 인종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결과 백인

은 히스패닉에 비해 품질민감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Bearden et al.(2001)에 의하면 설득인지는 시장에서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 마케터가 사용하는 전략이나

기교, 전술 등에 대처하는 소비자의 능력이나 자신감

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마케터가 전달하는 메시지

의 사실여부와 타당성의 분별 능력 등을 의미한다. 설

득인지가 높은 소비자는 메시지나 광고의 사실과 허구,

구매유도, 구매강요, 판매수법 등에 대해 인지하는 능

력이 높은 경우이며 구매에 관한 자신감이 높아서 마

케터가 제공하는 메시지에 대해 쉽게 조작(manipulate)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장개입은 구매상황에서 발생

하는 의문이나 문제점 등에 소비자가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지를 의미하는 변수이다.

자신감이 강한 소비자는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소하려고 할 것이며 판매원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하

려는 성향을 보일 것이다.

의복관여는 패션성향을 평가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변수 중 하나이다. 의복에 대한 개인적 흥미, 관심과

신념, 중요성 등을 의미한다. 의복관여가 높은 소비자

는 의복구매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이며 의복구

매와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탐색하며 패션선도자의

성향을 더 많이 나타낼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구매자

신감은 의복구매시에 올바른 브랜드의 선택에 대한 자

신감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정

도를 측정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켓 메이븐의 개념과 소비행동적 특

성을 밝히고자 하며 특히 의복의 소비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쇼핑성향과 패션성향에

관련된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며 기본적인 인구통계적

특성을 추가하였다. 마켓 메이븐의 성향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역할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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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

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마켓 메이븐의 개념을 정의한 Feick

and Price(1987)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고자 한

다. 자신의 주위에 마켓 메이븐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

는지 여부와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반응을 분

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켓 메이븐 척도와 아울러 다

양한 마켓 메이븐 패션소비자의 행동적 특성을 측정하

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소비자들은 마켓 메이븐의 존재와 영향

력을 인지하는가?

연구문제 2: 마켓 메이븐 성향이 패션소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력을 파악한다.

2. 측정도구

질문에 사용된 마켓 메이븐 척도는 Feick and Price

(1987)이 개발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7점 척도로 구성

되었으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고 4점은 ‘보통이

다’이고 7점은 ‘정말 그렇다’이다. 문항 내용은 기술통

계량과 함께 <Table 3>에 제시되었다. 이 척도는 이미

수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채택되었다. 최근의 연구를 중

심으로 살펴보면 외국 연구로는 Clark and Goldsmith

(2005), Geissler and Edison(2005), Goldsmith et al.

(2003), Goodey and East(2008) Wiedmann et al.(2001)

등이 있으며 국내 연구로는 Baek(2007), Chun and Ahn

(2010), Kim(2004), Kim and Song(2008), Lee and Shim

(2008) 등이 있다. 마켓 메이븐의 존재에 대한 측정은

Feick and Price(1987)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번역하

여 사용하였으며 “당신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나 상

표, 상점, 세일 등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며 그

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을 알고 있

습니까?”라는 물음에 “네” 또는 “아니요”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 마켓 메이븐이 제공하는 정보를 얼마나 중

시하는지와 마켓 메이븐의 평가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에 대한 2문항도 Feick and Price(1987)의 연구에서 번

역하여 사용하였고 7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1점은 ‘전

혀 중요하지 않다’이고 4점은 ‘보통이다’이고 7점은

‘매우 중요하다’로 측정하였다.

마켓 메이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는 쇼핑성

향 중에서 물질주의를 묻는 4문항과 품질민감도를 묻

는 4문항은 Goodey and East(2008), 설득인지 6문항과

시장개입 5문항은 Bearden et al.(2001)의 연구에서 추

출하여 사용하였다. 설득인지는 소비자가 마케터나 광

고에 사용되는 전략이나 수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며 시장개입은 구매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마켓 메이븐은 시장정보에 대한 지

식이 많으므로 시장에서 광고나 마케터의 의도를 쉽게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

측된다. 패션성향에 관한 변수 중에서 의복관여를 묻

는 4문항은 Wan et al.(2001)에서 추출하였고 의복구매

자신감을 묻는 3문항은 O'Cass(2004)의 연구문항을 사

용하였다. 의복관여와 구매자신감을 묻는 문항은 5점

척도이며 나머지 변수는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측정

에 사용된 문항과 신뢰도 검증결과는 <Table 2>와 같

다. 신뢰도 검증결과값은 .78에서 .88 사이로 척도의 신

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포함

된 인구통계적 문항은 연령, 성별, 가계 총 소득, 월평

균 의복구입비 등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질문지법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2011년 9월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

생 332명에게 배부되어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12부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로는 남자 94명, 여자 218명

이며 연령별로는 21세에서 28세이며 20세 이하 110명,

21세에서 23세 134명, 24세 이상 68명이고 평균은 21.69세

이고 표준편차는 2.18세이다. 의복비 지출은 월 10만원

이하 27%,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45%, 20만원 이상

28%이고 가계 총 소득은 300만원 미만 18%,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8%, 500만원 이상 44%이다. 통계

분석은 SPSSWIN 14.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t-test, F-test, 신뢰도 검증 등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마켓 메이븐 척도의 기술통계분석

<Table 3>은 마켓 메이븐 척도의 문항내용과 기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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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이다. 조사대상자의 마켓 메이븐 척도값은 6문항

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7점 척도에서 4.18이고 표준

편차는 1.12이다. 이는 4점을 ‘보통이다’라고 하였을 때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비대칭도를 검토한 결과 평

균이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표준편차가 1 미만으로 작

거나 비대칭도의 절대값이 .7 이상으로 편포도가 큰 경

우가 없어서 모든 문항이 정상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고유값은 3.85이고 설명력은 65.08%이

고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는 .89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Feick and Price(1987)가 개발한 마켓 메이븐

척도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분석

된다.

2. 마켓 메이븐의 존재와 영향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응답자에게 자신의 주위에 마켓 메이븐의 존재하는

지를 묻는 물음에 대해 48%가 ‘있다’고 하였으며 52%

는 ‘없다’고 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선행연구(Feick

& Price, 1987)에서는 46%가 ‘있다’고 하였으며 54%는

‘없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는 마켓 메이븐이 제공하는 정보와 평가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결과이다. 마켓 메이븐이 존재에 대

해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서 마켓 메이븐이 제

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45%가 ‘중요하다’(7점 척

도에서 6점과 7점에 응답한 경우)고 하였으며 31%는 ‘약

Table 2. Preliminary results for constructs

Variables and measurements Cronbach's α

Materialism:

1. It is important for me to have nice things.

2. I would like to be rich enough to buy anything I want.

3. I would be happier if I could afford to buy more things.

4. It sometimes bothers me that I cannot afford to buy all the things I want.

.79

Quality consciousness:

1. I make special efforts to choose the very best quality products.

2. In general, I usually try to buy the best overall quality.

3. Getting very good quality is very important to me.

4. When it comes to purchasing products, I try to get the very best or a perfect choice.

.87

Persuasion knowledge:

1. I know when an offer is “too good to be true”.

2. I can tell when an offer has strings attached.

3. I have no trouble understanding the bargaining tactics used by salespersons.

4. I know when a marketer is pressuring me to buy.

5. I can see through sales gimmicks used to get consumers to buy.

6. I can separate fact from fantasy in advertising.

.88

Marketplace interfaces:

1. I am afraid to “ask to speak to the manager”.(R)

2. I do not like to tell a salesperson something is wrong in the store.(R)

3. I have a hard time saying no to a salesperson.(R)

4. I am too timid when problems arise while shopping.(R)

5. I am hesitant to complain when shopping.(R)

.84

Dressing style:

1. I enjoy getting dressed up.

2. Dressing well is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3. I enjoy looking through fashion magazines.

4. I have more stylish clothes than most of my friends.

.78

Consumer confidence in fashion decisions:

1. I am confident I would choose the right brand for fashion clothing.

2. When considering fashion clothing for purchases I am confident that I would make the right choice.

3. I have confidence in my ability to make the best choice concerning fashion clothing.

.84

(R) means reverse sc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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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요하다’(5점에 응답), 20%는 ‘보통이다’(4점에 응

답)라고 하였고 ‘중요하지 않다’(7점 척도에서 3점 이하

로 응답)는 4%였다. 같은 문항에 대해 선행연구(Feick

& Price, 1987)에서는 ‘매우 중요하다’(7첨 척도에서 6점

과 7점에 응답한 경우)라고 응답한 경우가 57%였다. 또

한, 마켓 메이븐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서

마켓 메이븐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상표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본 연

구에서는 39%가 ‘중요하다’, 30%가 ‘약간 중요하다’,

25%가 ‘보통이다’이었으며 3점 이하로 응답한 경우는

6%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선행연구(Feick & Price, 1987)

에서는 55%가 마켓 메이븐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마켓 메이븐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중요하다’(7점 척도에서 5점 이상)라고 응답한 경

우는 76%이고 그들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서는 69%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마켓 메이븐이 제

공하는 정보와 평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마켓 메이븐의 구매행동적 특성

인구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기위해 성별, 연령, 의복

비 지출(1달 평균), 월 가계 총 소득에 대해 검증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성별에

대해서는 t-test를 실시하였고, 연령, 의복비 지출, 가계

총 소득에 대해서는 ANOVA 검증을 하였다. <Table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인 남성과 여성의 마켓 메이

븐을 분석한 Wiedmann et al.(2001)의 연구에서 남성

에게도 마켓 메이븐이 동일한 정도로 존재한다고 하

여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의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조사연령이 18세

에서 28세의 대학생으로 연령의 폭이 크지 않아서 연

령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어 더 다양한 연령의 범위를 포함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한 달간 의

복비 지출과 월 가계 총 소득에 대해 분산분석을 하였

고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복비의

지출이 많을수록, 또 가계 소득이 많을수록 마켓 메이

븐의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서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과 소득이 많은 것은 마켓 메이븐과 관련이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소비가 많을수록 시장정보에 대한 관심

과 지식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Wiedmann et al.(2001)은 심층면접법을 통해 소비자

의 1/3 정도가 마켓 메이븐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Table 3.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market maven scales

Measurements Mean SD. Skewness

1. I like introducing new brands and products to my friends. 4.42 1.50 −.31

2. I like helping people by providing them with information about many kinds of products. 4.19 1.45 −.14

3. People ask me f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places to shop, or sales. 4.07 1.41 −.36

4. If someone asked me where to get the best buy on several types of products, I could tell

them where to shop.
4.48 1.34 −.37

5. My friends think of me as a good source of information when it comes to new products or

sales.
3.93 1.36 −.21

6. Think about a person who has information about a variety of products and likes to share

this information with others. This person knows about new products, sales, and stores, but

does not necessarily feel they are an expert on one particular product. How well would

you say that this description fits you?

3.93 1.27 −.15

Average 4.18 1.12 −.29

Table 4. The importance of market maven's information and evaluation

Measurements Responses of correspondents

Importance of maven's information Very important: 45% (57%) Important: 31% Moderate: 20% Unimportant: 4%

Importance of maven's evaluation Very important: 39% (55%) Important: 30% Moderate: 25% Unimportant: 6%

Parenthesis is the results from Feick and Price. (1987).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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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마켓 메이븐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응답

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마켓 메이븐은 7점 척도로

점수가 클수록 마켓 메이븐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균값은 최저 1.00에서 최대 6.83이다 평균

값을 기준으로 빈도별로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눈

결과 ‘하’ 집단은 1.00에서 3.83 미만, ‘중’ 집단은 3.83

이상 4.83 미만, ‘상’ 집단은 4.84 이상으로 하였으며

동일 점수를 보인 경우가 있어서 빈도수는 차이가 있

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 집단의 도수와 마켓 메이븐 평

균값 및 표준편차는 <Table 6>과 같다.

마켓 메이븐에 대한 이해를 보다 폭넓게 하기 위해

서는 인구 통계적 변수와 더불어 구매행동적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켓 메이븐 척

도를 기준으로 3등분하여 각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7>과 같다.

먼저, 일반적인 쇼핑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주

의와 품질민감도를 보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이고 있어서 마켓 메이븐은 물질주의적 성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서 물질을 통한 행복 추구에 관심이 큰 성

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품질을 중시하는 성향

이 강하며 완벽한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주의와 품질민

감도 성향은 F 검증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매시점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설득인지와 시장개입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보면 마켓 메이븐의 성향이 높은 집단은 설득인지점수

가 높게 나와서 판매원의 말이 진실인지 구별할 수 있

다고 생각하며 판매원이 속임수를 쓰면 알아챌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또, 판매원이 사용하는 판매수법이나

할인전략 등에 대해서도 인지 정도가 높으며 구매를

강요하면 알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

고의 허구와 실제에 대한 인지수준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매시점에 발생하는 문

제나 쇼핑 중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불편사항에 대

해 판매원에게 질문하거나 적극적 대처에 대해서는 집

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켓 메이븐 성향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판매자에

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불평을 표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마켓 메이븐은 적극

적인 소비자이지만 소비자들 간의 의사소통에 치중하

는 집단이기는 하나 판매자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Table 5. Demographic differences of market mavens

Demographic variables Level Mean SD. t value / F value

Gender
Male 4.18 1.23

t=−.05
Female 4.19 1.08

Age

18-20 4.15 .93

F=.0121-23 4.21 1.16

above 24 4.17 1.34

Clothing expenditure

(thousand won)

under 100 3.78A 1.29

F=15.56***100-200 4.11B .95

above 200 4.71C 1.00

Family income

(million won)

under 300 3.75A 1.21

F=6.53**300-500 4.11B 1.13

above 500 4.40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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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habetic letters mean the result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The frequencies and market maven scales of three groups

Low level of market maven Medium level of market maven High level of market maven

Frequency 96 103 90

Market maven scale 2.97 (.71) 4.22 (.29) 5.43 (.51)

Parentheses mean the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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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관여를 평가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여서 마켓 메이븐은 의복에 대한 관심

이 높고 자신의 인생에서 의복을 중시하고 패션잡지를

즐겨 읽으며 친구들보다 멋진 옷을 더 많이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패션소비자이며 주위의 소비자

에게 패션에 관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비자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매자신감을 보면 마켓 메이븐

성향이 높은 집단은 구매자신감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마켓 메이븐은 구매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

고 있으며 구매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경험

이 많은 집단으로 올바른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강하며 자신의 구매에 대한 확신감이 높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Solomon(2009/2011)이 언급

한 것과 같이 마켓 메이븐은 더 현명한 구매를 하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V.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 연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소비선도자의 형태로 마켓 메이븐에 대해 밝

히고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Feick and Price(1987)에 의해 개발

된 마켓 메이븐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들의 소비자 특

성을 고찰하였다. 소비자 특성은 소비나 구매와 관련

된 변수로서, 물질주의, 품질민감도, 설득인지와 시장

개입, 그리고 패션소비자로서 의복에 대한 성향을 묻

는 의복관여, 의복구매자신감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방

법으로 312부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Feick and

Price(1987)가 개발한 마켓 메이븐 척도에 대한 요인분

석결과,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고유값은 3.85이

고 설명력은 65.08%이며 신뢰도 검정결과 Cronbach's

α는 .89로 계산되었다. 마켓 메이븐의 존재에 대한 소

비자 인식조사결과, 자신의 주위에 마켓 메이븐이 존재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48%가 ‘있다’고 하였으며 52%

는 ‘없다’고 하였다. 마켓 메이븐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서 마켓 메이븐이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76%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마켓 메이븐이 제공

하는 상품이나 상표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

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69%가 ‘중요하다’고 응

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주위에

마켓 메이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뿐 아

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

의 평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켓 메이븐이 다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이들의 대인적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인구통계적 차이로는 마켓 메이븐 성향이 높을수록

가계 소득이 높으며 의복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켓 메이븐 척도를

기준으로 응답자를 3등분하여 각 집단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마켓 메이븐의 성향이 높은 집단은 설득인지

점수가 높게 나와서 판매원의 말에 대한 진실 구별이

나 판매수법이나 할인전략 등에 대해 인지정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개입을 의미하는 판매원

에 대한 질문이나 쇼핑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적극

적 대처나 불평행동에 대해서는 집단 간에 차이를 보

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켓 메이븐은 소비자들

Table 7. Comparison of consumer variables of three groups of market mavens

Low level of

market maven 

Medium level of

market maven

High level of

market maven
F-value

Materialism 5.18A 5.45AB 5.65B 4.23*

Quality consciousness 5.30A 5.31A 5.72B 5.32**

Persuasion knowledge 4.95A 5.12A 5.53B 13.40***

Marketplace interfaces 5.00 4.92 5.05 2.86

Dressing style 3.40A 3.63B 4.02C 22.82***

Consumer confidence in

fashion decisions
3.18A 3.38B 3.79C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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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habetic letters mean the result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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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의사소통에 치중하는 집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마켓 메이븐은 의복관여가 높아서 적극적 패션

소비자로 주위의 소비자에게 패션에 관한 영향력을 미

치는 소비자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켓 메이븐은 구매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며 구매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경험이 많은 집단으로 마켓 메이븐은

더 현명한 구매를 하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마케터는 실제적 구

매를 통해 언어적 또는 가시적 영향력을 미치는 의견

선도자나 얼리 어답터보다 실제 구매와 관련이 없을

수 있으나 집단 내에서 정보를 전파하는 마켓 메이븐

의 역할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

넷을 통한 소비자들 간의 정보교환과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소비선도

자보다 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과 정보에 민감한 마켓

메이븐의 영향력이 지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켓 메

이븐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적극

적인 구전 행동을 보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마켓 메이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

케팅 전략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마켓 메이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집단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유기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 유대

관계를 맺고 그들이 우호적 구전을 전파하도록 보상전

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켓 메이븐은 자신의 시장정보를 알려주기를 좋아하

는 성향을 보이므로 이들에게 자사의 제품정보, 판매

정보, 마케팅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므로 그

들을 능동적인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차이로서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조사연령이 대학생

으로 연령의 폭이 크지 않아서 연령에 대한 결과를 일

반화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

는 다양한 연령의 범위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마켓 메이븐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구매특성 변수와 인구통계적 변수만을 포

함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는 사회 심리적 변수 등 다

양한 변수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럼으로써 마켓 메이븐에 대한 이해를 보다 폭

넓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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