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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stablishes how the clothes consumption value, need for uniqueness, and use information sour-

ces could influence the importance of apparel product attributes and the importance of store attribut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adults in their 20's and 30's with 48 questionnaires for statistical ana-

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with the programs AMOS 16.0 and SPSS 18.0 for windows and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in this research are follows. First, the clothes consumption value influences the

importance of apparel product attribute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nd the importance of store attributes

indirectly through use information sources. Second, the need for uniqueness influences the importance of

apparel product attributes indirectly and importance of store attribute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clothes consumption value and use information sourc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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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비자의 소비성향은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도

로 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대량생산된 재

화를 소비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독특성, 개성 등을 표

현할 수 있는 재화에 거침없는 소비를 하게 되었다. 이

것은 그들의 욕구 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소비자는 기업

이 이것을 충족시켜주기 바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다원화나 기술 발전과 무관하

지 않다. 다원화는 획일성, 동질성, 귀족성과 같은 합리

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 한 요인이 되었으며, 기술의 발

전은 대중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들

의 경제력을 상승시켜 질적·양적으로 의복에 대한 소

비자의 욕구를 늘어나게 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비사회에서 기업은 소비자의 개성적인 소비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기업은 소비자가 추구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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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소비가치와 독특성 욕구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의류

제품속성 중요도 및 점포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독특성 욕

구에 맞추어 개인 맞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하였고, 소비자는 소비로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며 타

인과 구별되고자 하였다. 이렇게 개인이 시장의 중요 단

위가 되면서 개별화나 독특성 욕구는 중요한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튜닝(tuning, 부분적인 개조

를 통해 디자인이나 질을 향상시키는 것)소비를 들 수

있다. 튜닝소비는 소비자들이 천편일률적인 기성품에

외관이나 성능 변화를 주어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드

러내는 것을 말한다. Kim et al.(2010)에 따르면 에고노

미(egonomy)시대의 도래로 소비자의 개성과 정체성이

중시되면서 최근의 소비시장은 다양한 크리슈머(Cresu-

mer, 창조적 소비자) 탄생, DIY(Do-It-Yourself, 자신이

직접 만드는 것) 소비형태로의 전환 등 변화를 거듭하

고 있다. 지금의 소비자는 더 이상 기성품에 만족하지

않고, 개성 넘치는 상품생산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이

렇게 개성을 살리며 정체성을 찾으려는 욕구가 ‘튜닝소

비’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소비자 기호에

맞춘 상품출시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소비자

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기업의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복소비가치는 소비자의 감정적,

기능적, 사회적 가치 등을 포함한다. 의복소비가치가 의

류제품이나 점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소비자

들은 제품구매 시 단순한 구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의 가치도 함께 표현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청년

층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성장배경과 가치관으로 소비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행동패턴

은 미래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므로 이들이 중요시하는

의류제품선택이나 점포선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흥

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소비

자들의 새로운 소비패턴을 수용하려는 노력 또한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소비자들은 의복소비가치, 독특

성 욕구와 정보원 활용을 통해 의류제품이나 점포를 선

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러한 성향을 파악하여 차

별화된 전략이나 제품광고, 제품디자인 등을 통해 의류

제품마케팅에 있어 소비자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는 방

법을 모색하는 것을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복소비가치, 독특성 욕구, 인적

정보원 활용, 비인적 정보원 활용이 의류제품속성 중요

도 및 점포속성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변인들을 개별적으로 다

루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합적

으로 다루고자 하며, 여러 변인들 간에 서로 어떤 영향

을 주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소비가치

Schwartz and Bilsky(1987)는 가치를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 사건의 선택 또는 평가를 유도하고 상대적인 중요

성에 따라 자리 매겨지는 상태 혹은 행동에 관한 개념이

나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소비가치란 소비자가 소비

행위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의 표현으

로 특정 소비행동양식을 다른 소비행동양식보다 선호하

는 것을 나타내는 개인의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정의하

였다(Kwon, 2000). 본격적으로 체계적 소비가치를 연구

했던 Sheth et al.(1991a)는 Rokeach의 가치척도, 가치목

록 등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여러 가치 항목들을 포함

하고 있어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

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

의 가치들을 통합하여 선택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인간

의 소비와 관련되는 가치만을 추출한 5가지 큰 변수, 즉,

기능적 가치(functional value),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감정적 가치(emotional value), 진귀적 가치(epistemic va-

lue), 상황적 가치(conditional value)로 구분하였다.

기능적 가치란 제품의 실용성, 가격, 기능, 품질 또는

물리적 성능에 대해 소비자가 자각하는 효용을 말한다

(Sheth et al., 1991b). 사회적 가치는 제품을 소비하는 특

정집단과 관련된 소비가치로서 선택대안이 가지는 전

형적인 인구통계적 특성 집단, 사회경제적 차별 집단,

문화인류학적 차이를 지닌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귀출

감을 표출시켜 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Kim, 1999).

감정적 가치는 다른 제품에 비해 그 제품이 특별한 느

낌이나 감정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소비

자가 자각하는 효용을 말한다(Sheth et al., 1991b). 진귀

적 가치는 호기심의 각성, 새로움의 제공, 지식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결과로서 제품으로부터 얻

어지는 지각된 효용이다(Kim, 1994; Sheth et al., 1991b).

상황적 가치는 제품을 소비하게 되는 상황과 관련된 소

비가치로서 상황에 따라 선택대안의 가치가 다르게 인

식되는 것을 말한다(Sheth et al., 19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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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학 분야에서 가치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는 대

부분 특정 가치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복에 대한 태도

나 관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소비가치

와 의복행동을 연관시킨 연구 중 Kim(1999)는 의복소

비가치를 어떤 의복에 대한 구매여부와 착용여부를 선

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이를 의

복소비가치와 의복관여, 유행선도력 등의 소비자 특정

변수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의복소비가치의 요

인은 표현적, 심리적, 기능적, 진귀적, 유행성, 사회적,

상황적 가치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의복의 고관여와

저관여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예측변수로는 성별에 관

계없이 외모 매력성 가치가 가장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

다. Lee(2005)는 독신 여성의 독립주의 성향이 소비가

치와 의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소비가치는 심미적, 과시적, 향유적, 친환경적, 경제적

소비가치의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독립주의 성

향이 소비가치를 통해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명품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관한 연구(Hwang, 2003)에서는 사회 과시적 가치

가 높을수록 제품의 상징적, 디자인적, 기능적 속성을

중요시 한 반면 주관적 심미적 가치가 높을수록 상징

적, 가격적 속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의복소비가치

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들을 선별하기 위해 Kim(1999),

Sheth et al.(1991b)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소비가치와

비교해본 결과, 상황적 가치는 소비자의 특정 상황에 따

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진귀적 가치는 독특성 욕

구의 문항에 포함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또한 예비조사

에서 신뢰도 계수가 낮게 나와 이 두 가치는 분석변수

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성인

의 의복소비가치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요인으로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

치로 분류하였으며 이 요인들을 통하여 의복소비가치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가설 1. 의복소비가치는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의복소비가치는 점포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독특성 욕구

독특성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

특성이나 독자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비순응적 개인의

욕구로 정의하며,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 이를 표출하고

자 한다(Snyder & Fromkin, 1977). 소비자의 독특성 욕

구는 Snyder and Fromkin(1977)의 독특성 이론에서 도

출된 것으로서 상품의 습득과 사용, 처분과정을 타인과

차별화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의 발

달과 고양을 도모하려는 욕구로 개인의 특질 중 하나를

말한다(Tian & Mckenzie, 200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Tian and Mckenzie(2001)는 소비자의 독특성 욕

구가 비순응적인 독창적 선택(creative choice), 비순응적

인 독자적 선택(unpopular choice), 그리고 유사성 회피(avo-

idance of similarity)라는 하위 요인으로 구성됨을 밝혔

다. Jung(2005)은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와 인지 욕구가

중소기업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및 선호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대기업 제품이나 브랜

드의 제품이 아니라도 자신들의 독특성 욕구를 충족시

켜주는 제품이라면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시사했다. Cho

(2006)는 소비자 독특성 욕구가 제품유형별, 구매채널별

신제품 구매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한 연구에

서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경우, 유사성 회피를 통한 소비

자 독특성 욕구 집단을 제외하면 소비자 독특성 욕구가

높은 소비자들의 신제품 호감도와 구매태도가 높게 나

타났다. Kim and Kang(2005)은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함으로써 체험의 다양

성 편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하위 요인을 독특성 욕

구를 측정하는 척도로 개발하였으며, 독특성 욕구는 의

류제품구매 시 대상, 제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므로 의복제품속성 중요도와 점포속성

중요도에 미치는 구체적인 역할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특성 욕구와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와 점포속

성 중요도 간에 대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3. 독특성 욕구는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독특성 욕구는 점포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 정보원 활용

정보탐색은 욕구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 선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

용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내리기

위해 환경 속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찾는 것이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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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Solomon & Rabolt, 2004). Sproles(1979)는 정보원

을 인적 정보원과 비인적 정보원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인적 정보원이란 두 명 이상의 상호작용

에 의해 쌍방의 관찰과 토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

이며, 비인적 정보원이란 대중매체처럼 정보원으로부

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형태로 유행에 대

한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정보원 유형을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으며, 정보원 활용은 정보원천에 따라 여러 유형

으로 분류될 수 있다. Kim(1992)는 의복구매 시 위험감

소행동은 마케터 주도 정보원천의 활용, 소비자 주도 정

보원천의 활용, 관찰 및 경험에 의존, 상표애호, 확인구

매, 소극적 구매의 6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Hwang

and Lee(2000)는 정보원 활용을 인쇄매체/디스플레이,

인적 조언, 패션쇼/타인 의복관찰, 전파매체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Kim(2005)은 남성, 여성 모두 패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잡지를 많이 활용할수록 구매의도가

높다고 하였다. Jung and Kim(2004)은 패션전문잡지와

주변인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성 비교에서 최근에는 패션

전문잡지보다는 주변인이 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

단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의류패션전문잡지는

끊임없는 유행의 변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탐

색이 필요하게 되었고, 소비자는 의류상품을 구매할 때

패션전문잡지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의류패션전문잡

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Kim & Lee, 2000). 이 밖에 정보원의 유형을 밝히는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

게 정리되어 왔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은 연구의 목적, 대상,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와 점

포속성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러므로 정보원 활용과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와 점포속성

중요도 간에 관계에 대한 가설을 아래와 같다.

가설 5. 인적 정보원 활용은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비인적 정보원 활용은 의류제품속성 중요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비인적 정보원 활용은 점포속성 중요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4. 의류제품속성

속성(attribute)이란 어떤 대상이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는 특성을 말하며(Rim et al., 2010), 의류

제품속성이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제품특성이며 제품

자극의 의미는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제품에 대하여 지각된 의미로써 만질

수 있거나 없는 속성 구조가 결합되는 종합적인 개념을

말한다(Hirschman, 1980; Park, 1991).

Stemm(1980)는 옷감의 종류, 질, 섬유, 색상, 재단과

봉재, 가격, 상표, 사이즈, 관리, 편안함 등과 같은 제품

자체가 가지는 속성 이외에 본인에 대한 적합성, 타인

의 평가, 이성에 대한 매력, 품위 등의 심리적 요소도

의복평가요소에 포함시켰다. Park and Ku(2008)은 한

국과 미국 대학생의 브랜드 충성도 영향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의류제품속성 평가의 요인을 심미적 속

성 중요도 평가, 실용적 속성 평가의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한국과 미국 대학생 소비자 모두에게 심

미적 속성 중요도가 중요한 브랜드 충성도 결정 요인

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하였다. Park(2006)은 20대 여대

생의 의류제품의 속성에 대한 의복 관여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의류제품속성을 객관적 속성, 주관적 속

성의 두 가지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의복 관

여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요

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상표와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이지는 반면 의복관여 수준이 낮을수록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요인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Lee(1983)는 디자

인이나 스타일, 색상, 문양, 섬유, 직물, 가격, 사이즈, 품

질, 상표 및 봉제, 관리성 등과 함께 그 옷을 어느 때와

장소에서 어떤 일로 입는가를 생각하는 목적성도 고려

하였다. Park(2001)은 디자인, 체형의 어울림, 자기이미

지 고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Rim et al.(2005)의 연

구에서도 색상, 전체이미지, 디자인, 가격, 사이즈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Choi(2005)은 20대 영캐주얼 소

비자의 의복선택기준에서 이미지 지향, 품질지향, 디자

인 지향을 차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의류제품속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

면 여러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으

며 그 내용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

에서 각 차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자에 의해 세분

화 되어졌으며 연구의 목적, 제품, 대상에 따라 중요시

하는 의류제품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점포속성

Peter and Olson(1987)는 점포속성은 점포이미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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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요소로 상품차원과 서비스 차원 등 다양한 차원

을 포함하는 상점평가기준이라고 하였다. 소비자는 점

포선택 시 점포와 상품에 대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점포

이미지를 비교한 후 선택하게 된다. 즉 상품의 판매되는

가격, 상품, 서비스, 점포분위기 중요도 등 점포속성변수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otler, 1988).

Rim(2001)은 남녀 대학생의 소비자의 점포속성 중요

도와 점포선택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점포속성 요인은

매장분위기, 서비스 요인, 제품구색 요인, 쇼핑편의성

및 고객유인 요인의 네 가지 점포속성 중요도 변인에 대

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성별에 따른 점포속성 중요

도와 애고 점포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Shin

and Na(2003)의 명품브랜드 소비자의 점포속성 중요도

에 관한 연구에서는 점포속성 요인을 상품 및 점포분

위기 중요도 요인, 가격관심 요인, 구매편의 요인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백화점 애고소비자들은

상품 및 점포서비스와 구매편의 요인을 중요시 여긴다

고 하였다. Kim and Kim(2009)은 30~40대 여성의 슈즈

제품의 점포속성 중요도를 연구한 결과 슈즈판매점의

속성 중요도를 서비스, 상품속성, 점포환경 및 입지, 가

격관심의 네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속성 중요도

는 서비스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ee

and Jo(2007)는 멀티샵의 점포이미지 속성을 매장분위

기, 점포분위기 중요도, 점포인지도, 제품다양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상품구색이 점포충성도

를 높이는 중요한 속성임을 제시하였다. Jung and Lee

(2002)는 점포혼합 애고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점포속성

의 중요도는 제품특성에 따라 다르며 점포선택 시 결정

적 점포속성에도 영향을 미쳐 제품특성변수의 중요성

을 입증하였다. 이 결정적 점포속성은 애고행동을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캐쥬얼 의복의 구매 시에는

유행성 및 다양성, 서비스 및 분위기가 결정적 점포속

성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특성과 점포선택 시 중요하게 고

려되는 점포속성은 점포유형에 따라 고려되는 점포속

성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고 있으나 전반적으

로 점포분위기, 점포시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와

점포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소비가치, 독특

성 욕구, 인적 정보원 활용, 비인적 정보원 활용을 원

인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

정식 모형으로 설정하여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

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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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의복소비가치

의복소비가치는 의복을 선택함에 있어 개인의 신념

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Kim(1999)과

Sheth et al.(1991b) 등이 제작한 도구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회적 가치 6문항, 기능적 가치 3문항, 감

정적 가치 6문항으로 총 15개의 문항을 5점 Likert형 척

도로 사용하였다. 의복소비가치 문항의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사회적 가치 .85, 기능

적 가치 .76, 감정적 가치 .82로 나타났다.

2) 독특성 욕구

독특성 욕구는 새롭고 다른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

비자가 자신의 독특함을 나타내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Kim and Ryu(2003), Tian and Mckenzie

(2001) 등이 제작한 도구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독창적 선택 욕구 7문항, 독자적 선택 욕구 3문항

으로 총 10개의 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사용하였다.

독특성 욕구 문항의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독

창적 선택 욕구 .82, 독자적 선택 욕구 .71로 나타났다.

3) 정보원 활용

정보원 활용이란 제품을 구매하기 전 정보원을 통한

소비자의 탐색을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Kim(1992), Spro-

les(1979) 등이 제작 한 도구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인적 정보원 활용 2문항(문항1: 친구 또는 주

변인의 조언, 문항2: 과거구매경험), 비인적 정보원 활

용 2문항(문항3: 패션전문잡지, 문항4: TV, 잡지, 신문

등 대중매체)으로 총 4개의 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

로 사용하였다. 정보원 활용 문항의 각 하위 요인별 신

뢰도 계수는 인적 정보원 활용 .70, 비인적 정보원 활

용 .80으로 나타났다.

4) 의류제품속성 중요도

의류제품속성 중요도란 의류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제품의 특성으로 심미적 속성 중

요도와 경제적 속성 중요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측정

도구는 Frings(1982), Shim and Bickle(1994), Yoon(2004)

등이 제작한 도구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외

적 요소 9문항, 실제적 요소 5문항으로 총 14개의 문항

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사용하였다. 의류제품속성 중

요도 문항의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외적 요소

.69, 실제적 요소 .68로 나타났다.

5) 점포속성 중요도

점포속성 중요도란 의류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점포

를 선택하거나 평가할 때 점포특성으로서 점포시설 중

요도와 점포분위기 중요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측정

도구는 Frings(1982), Kim(2000), Sproles(1979) 등이

제작한 도구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점포시

설 3문항, 편리성 2문항, 서비스 3문항으로 총 8개의

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사용하였다. 점포속성 중

요도 문항의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점포시설

.70, 편리성 .67, 서비스 .61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조사는 2010년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울·대구에 거주하는 20~30대 성인 남

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배포된 100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994부이며, 그 중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82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AMOS 16.0과 SPSS 18.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내

적 일관성을 측정하고자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

sis), 연구변인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

슨 상관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인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는 변수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결과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

합도 지수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구조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GFI, AGFI, NFI에

서 모두 .9 이상(GFI = .95, AGFI = .91, NFI = .93) 이상

으로 나타났고, RMSEA = .07, RMR = .04로 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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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3>에서 제시한 모수 추정치 결과, 지표변인 값이

모두 유의수준(p<.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각 지

표변인이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측정하였다는 것을 의

미함으로써 구성타당도가 있다. 위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Fig. 1>의 수정연구모형을 통

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은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결과는 <Fig. 2>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를 보면, 모든 경로가 유의수준(p<.05)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의복소비가치와 종속변인과의 관계

의복소비가치는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효과는 −.35만큼이며 직

접효과 −.26(α11= −.26, t = −2.29)과 간접효과 −.09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의복소비가치가 높을수록 의

류제품속성 중요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Ryu and Yoon(1994)의 연구결과인 심미성은 사회적

가치관과 아무런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과 유사

하며 또한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선택 시

실용적 요소인 경제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Kim

(2008), Richard and Hawthorne(1971)의 연구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의복소비가치가 의류제품

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채

택되었다.

의복소비가치는 점포속성 중요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은 비인적 정보원 활용을

매개로 .13만큼의 간접효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의복

소비가치가 높을수록 점포속성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Social value 1

2. Functional value .710** 1

3. Emotional value .779** .780** 1

4. Need for

creative choice
.712** .731** .764** 1

5. Need for inde-

pendent choice
.683** .630** .684** .764** 1

6. Word-of-mouth .396** .334** .456** .409** .478** 1

7. Purchase

experience
.470** .438** .573** .519** .512** .540** 1

8. Advertisement −.108** .001 −.074* .006 −.128**−.134**−.142** 1

9. Communication −.121**−.048 −.097** .008 −.185**−.201**−.134** .670** 1

10. Extrinsic factor .051 .182** .124** .265** .123** .006 .011 .382** .353** 1

11. Intrinsic factor −.067 .048 .001 .067 −.026 −.021 .003 .281** .332** .659** 1

12. Facility .291** .318** .293** .343** .356** .205** .196** .088* .063 .261** .114** 1

13. Convenience −.012 .022 .002 .063 .057 .045 .005 .123** .143** .372** .507** .124** 1

14. Service .103** .124** .113** .153** .143** .034 .057 .090** .065 .286** .217** .247** .194** 1

Total (N)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Mean 2.77 3.07 2.89 3.07 2.78 2.41 2.78 4.35 4.34 3.87 3.89 3.28 3.88 3.46

S.D .90 .95 .84 .77 .96 1.18 1.22 .72 .72 .54 .65 .74 .8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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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Goodness of fit for the research model

χ
2
 (df) p-value RMR GFI AGFI NFI RMSEA

Model 320.9 (62) .000 .04 .95 .91 .9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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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rect and Indirect effects - total effects of the research variables

Parameter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path

Clothes consumption value →
Importance of apparel product attributes

−.35** −.26* −.09**

Clothes consumption value → Personal information sources

→ Importance of apparel product attributes: −.04

Clothes consumption value → Communicative information

sources → Importance of apparel product attributes: −.05

Clothes consumption value →
Importance of store attributes

.13** - .13**
Clothes consumption value → Communicative information

sources → Importance of store attributes: .13

Need for uniqueness →
Importance of apparel product attributes

.50*** .61*** −.11**

Need for uniqueness → Clothes consumption value →
Importance of apparel product attributes: −.24

Need for uniqueness → Clothes consumption value →

Personal information sources → Importance of apparel
product attributes: −.04

Need for uniqueness → Clothes consumption value →

Communicative information sources → Importance of
apparel product attributes: .17

Need for uniqueness →
Importance of store attributes

.70*** .58*** .12**
Need for uniqueness → Clothes consumption value →

Communicative information sources → Importance of
store attributes: .12

Personal information sources →
Importance of apparel product attributes

−.12* −.12* - -

Communicative information sources →
Importance of apparel product attributes

.45*** .45*** - -

Communicative information sources →
Importance of store attributes

.32***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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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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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성취지향 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결혼관에서 독립적 성향이 높을수록 점포선택

시 점포분위기 중요도를 중시했으며, 개인주의 성향이

나 주관적 의식이 높을수록 점포서비스를 점포선택기

준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Lee

(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

라서 의복소비가치가 점포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는 채택되었다.

그리고 의복소비가치와 의류제품속성 중요도, 점포

속성 중요도와의 관계에서 인적 정보원 활용과 비인적

정보원 활용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현대의 소비자

들은 모순된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정보원

활용이 높은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마다의 디

자인, 색상, 유행, 개성, 이미지, 가격, 실용성, 디스플레

이, 판매원 친절성, 매장환경 등에 관한 생각과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Dye(2000)의

연구에 따르면 주변인의 마케팅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의 상당수는 그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금방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 따라서 의복소비가치는 정보원 활용을 매개로 하

여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와 점포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준다.

2) 독특성 욕구와 종속변인과의 관계

독특성 욕구는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효과는 .50이며 직접효

과 .61(β13= .61, t = 5.05)과 간접효과 −.11로 나타났다.

이는 독특성 욕구가 높을수록 의류제품속성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Park(2011), Shin(2001), Solomon

and Rabolt(2004)의 독특성 욕구가 높은 소비자는 유행,

상징적 요인에서 차이가 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며,

Goldsmith and Flynn(1992), Lee and Lee(1999)의 독특

성이 높은 남녀 모두 의복의 미적 특성을 중요시한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통하여 독특성 욕구와 의

류제품속성 중요도 관계에서 의복소비가치, 인적 정보

원 활용, 비인적 정보원 활용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

다. 이는 독특성 욕구가 높은 집단이 패션제품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 자주 접속하며 정보탐색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

다는 Kim(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독특

성 욕구는 의복소비가치, 인적 정보원 활용, 비인적 정

보원 활용을 매개로 의복제품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

치며, 독특성 욕구가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은 채택되었다.

독특성 욕구는 점포속성 중요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효과는 .70이며 직접효과 .58

(β14= .58, t = 9.31)과 간접효과 .12로 확인되었다. 이것

은 독특성 욕구가 높을수록 점포속성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테리어, 휴식공간 등 제품구매시점의

점포시설, 매장환경, 디스플레이, 판매원 친절성 등의 점

포분위기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Hwang(200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으로부터 독

특성 욕구와 점포속성 중요도에서 의복소비가치와 비

인적 정보원 활용의 매개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것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나 주관적 의식

이 높을수록 점포선택기준으로 상표 및 패션전문잡지

요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다는 Lee(2005)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즉, 독특성 욕구는 의복소비가치, 비인적

정보원 활용을 매개로 점포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독특성 욕구가 점포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4는 채택되었다.

3) 정보원 활용과 종속변인과의 관계

인적 정보원 활용은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에 −.12만

큼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γ11= −.12,

t = −2.10). 이는 인적 정보원 활용이 높을수록 의류제품

속성 중요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인적

정보원 활용이 높은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마

다의 디자인, 색상, 유행, 개성, 이미지, 가격, 실용성 등

에 관한 생각과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Dye(2000)의 연구에서 구전마케팅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의 상당수는 그 흐름을 이

끌어가는 사람들이 금방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인

적 정보원 활용이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5는 채택되었다.

비인적 정보원 활용은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에 .45만

큼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γ21= .45,

t = 11.48). 이것은 비인적 정보원 활용이 높을수록 의

류제품속성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Engel and Blackwell(1982)과 Park(2001)의 연구와 같

이 의복처럼 소비자가 디자인, 색상 등에 관한 속성을

가진 상품을 선택 할 경우 비인적 정보원 활용이 가장

유용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비인적 정보원

활용이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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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6은 채택되었다.

비인적 정보원 활용은 점포속성 중요도에도 .32만큼

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γ22= .32, t =

5.06). 이것은 비인적 정보원 활용이 높을수록 점포속성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복관심이 높을

때는 잡지나 패션잡지광고, TV의 광고, 디스플레이 등

비인적 정보원 활용에 흥미가 많고 상점쇼핑을 많이

행할 것이라고 하는 Kim and Lee(2000), Kim(2005),

Lambert(1970)의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비인적 정보원 활용이 점포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7은 채택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의복소비가치와 독특성

욕구에 대한 인적 정보원 활용 및 비인적 정보원 활용

을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와 점포속성 중요도의 원인변

인으로 설정하여, 변인 간의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알

아보고 이에 대한 직·간접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관련된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다룸으로써 개별

적 관계를 규명했던 기존의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다루

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최종적으

로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와 점포속성 중요도로 나타나

는 관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의 논의를 통

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소비가치는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에는 직·

간접적으로 점포속성 중요도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1과 연구가

설 2는 채택되었다.

둘째, 독특성 욕구는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에 간접적

으로 점포속성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연구가설 3과 연구가설 4

는 채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특성 욕구

가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에 .5만큼 점포속성 중요도에

.7만큼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독특성 욕구가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와 점포속성 중요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셋째, 인적 정보원 활용은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인적 정보원

활용은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와 점포속성 중요도 모두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 5, 연구가설 6, 연구가

설 7은 채택되었다.

모든 변인이 직·간접적으로 의류제품속성 중요도

와 점포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네 변인 중 독

특성 욕구가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와 점포속성 중요도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

든 변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와

점포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 제시된 7가지 연구가설이 모두 채택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상품이 디자인, 색상, 개성, 이미지, 가격,

실용성 등의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패션전문잡

지, 대중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

겠다. 또한 지금의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비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독특성 욕구가 높은 소비자들의 경

우 더욱 차별화되고 희소한 가치를 지닌 제품을 원한다.

그러므로 점포는 차별화된 디스플레이, 편안한 휴식공

간, 매장외관에 대한 인테리어, 다양한 브랜드, 매장 내

의 음악과 향기, 판매원의 사전 교육 등과 같은 효과적

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독특한 제품을 이용하는 소

비자의 의류제품속성 중요도와 점포속성 중요도를 모

두 다 반영한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이해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초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나이 등의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제한하고자 설문의 대상을 20~30대 성인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

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와 새로운 변수를 포함, 기존의 변수들의

효과적인 조합을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미래의 연

구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독특성 욕구, 의복소비가치

와 관련된 연구의 한 부분을 위해 개발하였으므로 관

련된 변수들을 포함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구

조적인 척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안한 연구방향에 따라

서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의복소비가치와 독특성

욕구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패

션 변화에 민감한 20~30대 성인 남녀 소비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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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다른 개성 표출을 위한 도구로써 독특성 욕구가

중요한 차원임을 감안할 때, 브랜드를 대표하는 컨셉

없이 단지 유행하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수많은 의류브

랜드들은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여 경쟁

브랜드들과 차별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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