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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internal motives for the purchase behavior of Korean male consumers in multi-

brand fashion stores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8 men in their 20s and 30s. All respondents had

significant experience with this type of store. Data were analyzed in an inductive way and compared with

Bohemianism to interpret and described the results as a recent phenomenon of men's fashion. The five inter-

nal motives were extracted from analysis: the pursuit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counter-cultural resist-

ance to department stores and domestic fashion brands, which tend to copy designs from international brands,

the pursuit of mobility and adventure for trying to search and wear a new fashion style, the pursuit of plea-

sure through store experience, and the pursuit of artistic value by considering goods purchased in multi-

brand fashion stores as artistic and cultural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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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 의류시장에서는 근래에 맨슈머(mansumer)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남성 소비자들이 업계의 관심

과 주요 전략적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맨슈머는 남성

을 의미하는 맨(man)과 소비자의 컨슈머(consumer)가 합

쳐진 용어로서 확실한 취향을 가진 남성들끼리, 또는 혼

자서도 적극적인 소비를 즐기는 남성 소비자를 뜻하며

주로 의류, 화장품, 미용, IT제품 등의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7). 이와

같이 구매력을 갖춘 남성 소비자들 가운데 특히 의복과

외모관리에 관심사를 둔 남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유통형태인 남

성 의류편집매장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 증

가 추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추구하거나 외모치장에 신경을 쓰는 남성 소비자들의 증

가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독특하고 희

소성 있는 다양한 패션 상품들을 한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남성 소비자들을 유도하는 데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다(“Man's select shop boom”, 2010; “On&

offline store for men”, 2012). 이처럼 국내 의류시장에서

남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의류편집매장이 지속적인 확장

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구

매동기에 대하여 알아본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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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남성 의류편집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일반 소

비자들과 어떠한 다른 구매동기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

한 연구질문에서 출발, 이들의 주요 내적 동기를 탐색하

고 이를 현상학적으로 논의하는 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남성 소비자의 점포선택행동과 남성 의류편집

매장 현황

국내 남성 소비자들의 의류점포선택과 관련하여 백화

점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경험이 있는 20~40대 남성

을 대상으로 의복관여와 점포이미지 속성에 따른 점포

선택행동을 조사한 Sung(2009)에 의하면, 고관여 집단의

경우, 두 가지 형태의 점포에서 구매의도가 모두 높았으

며 특히, 의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고 패션 관련 정

보수집에 노력을 기울이는 25~49세의 남성 소비자들은

백화점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 품목별로 전반적인

구매의도가 높다고 하였다.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의

복쇼핑성향 요인에 따른 집단별 캐주얼 의류점포속성의

차이를 알아본 Shin and Kim(2000)에 의하면, 외부과시

집단은 점포의 이미지와 명성, 편리한 교통과 주차시설,

다양한 상품구색, 친절한 판매원을 중요시 여겼고, 실리

추구 집단은 적당한 가격을, 개성추구 집단은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구비와 디스플레이를 중요시 한다고 하였

다. Samsung Design Net(as cited in Sung, 2009)의 조사

에 의하면, 남성 소비자들이 향후에도 가장 이용하고 싶

은 유통업태로서 백화점을 1위로 꼽았다고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중요시 여기는 의류점포속성이나 점포선택행

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

며, 새롭게 등장하는 신 유통업태에 대한 남성 소비자들

의 이용 실태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패션 매체들의 보도를 토대로 남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확장세에 있는 점포형태를 살펴보면, 최근 남

성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의류편집매장을 들 수

있다. 편집매장은 한 공간에서 다양한 브랜드 또는 디

자이너 제품을 특정 컨셉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구성한

선진형 점포(Oh, 2009)로서 Concept store, Select shop 혹

은 Multi-brand store이라고도 부른다. 국내에서는 2000년

대 초 서울 청담동에 개설된 분더샵, 무이 등을 필두로 하

여 최근에는 대형 백화점에서도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잡화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의류편집매장이 개설되고 있

다. 특히, 2004년 갤러리아백화점의 Man Gds, 2005년

신세계백화점의 MSF Collezioni 등을 시작으로 국내 대

표 백화점에서는 남성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성 의류편집매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

예로 2010년 갤러리아백화점은 30대 후반부터 50대 후

반의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클래식 라이프스타일의 고

급스러운 브랜드들로 구성된 남성 명품 전문 편집매장인

G스트리트494옴므를 열였고(“Galleria”, 2010), 2010년

롯데백화점은 남성 신사복 매출 확대를 위해 바쏘, 다

반 등의 브랜드와 합작으로 신사복 편집매장을 열었으

며(“Competition”, 2010), 2013년에는 국내외 의류, 잡화

30여 개 브랜드로 구성된 남성 프리미엄 캐주얼 편집매

장 아카이브를 열면서 국내 남성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

고 고가의 브랜드보다는 적정한 가격대의 브랜드 제품

을 통해 편집매장의 대중화를 모색하였다(“Lotte”, 2013).

신세계백화점은 40~50대 중년 남성들을 유치하기 위해

2010년 100%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맞춤 정장 브랜드,

모터사이클 컨셉의 캐주얼 브랜드 등 해외 명품 수준의

브랜드 50개로 구성된 남성복 편집매장 멘즈컬렉션을

연 데 이어, 2011년에는 해외 브랜드 및 디자이너 브랜

드로 구성된 남성 캐주얼 편집매장 등을 차례로 신설해

6층을 남성 패션 전문관으로 재정비하였다(“Expansion”,

2011). 남성 소비자들을 위한 의류편집매장 시장에는 백

화점뿐만 아니라 대형 패션 기업들도 진출한 상태이다.

제일모직은 남성 편집매장 블리커를 통해 뉴욕의 신진

브랜드를 소개해 왔으며, LG패션의 남성 캐주얼 편집매

장 리비에라는 고가의 수입 브랜드와 자사 브랜드의 복

합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코오롱인더스트리FnC는 컨템

포러리 캐주얼 전문 편집매장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

다(“Business”, 2010). 현재 남성 의류편집매장은 정장,

캐주얼, 스포츠,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계열에서 등장

하고 있으며 여전히 수입 브랜드 위주로 상품이 구성되

어 있지만, 최근에는 남성 소비자층을 확대하기 위해 접

근 가능한 가격대의 브랜드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2. 의류편집매장 선택 관련 선행연구

의류편집매장의 선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and Lee(1998)는 패션 전문점을 브랜드 멀티 전문

점, 메이커 토탈 전문점, 마트 브랜드 전문점, 아울렛 멀

티샵으로 나누고 쇼핑성향에 따른 점포평가기준을 비

교한 결과, 의류편집매장에 해당되는 브랜드 멀티 전문

점의 소비자들은 높은 쇼핑자신감과 경제실리성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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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며 점포평가기준으로 상품의 다양성과 유행성

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였다. Kim and Cho(1993)은 편집

매장의 주 고객층이 20~30대 여성이며 이들이 편집매장

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는 인테리어 분위기와 상품디자

인이라 하였다. Lee(2008)는 20~40대 여성 중 편집매장

방문 유무에 따라 표본을 나눈 후 수입 패션 편집매장과

일반 패션 매장의 점포애고행동을 비교해 본 결과, 두 가

지 패션 매장 모두 고객지향적인 판매원, 상품의 특징

과 품질 수준 및 브랜드, 점포의 설비설계와 분위기, 고

객서비스의 점포속성이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

반 매장의 경우 광고, 판촉, 홍보도 중요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포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쇼핑성향

을 비교한 결과, 수입 패션 편집매장의 경우, 과시적, 쾌

락적, 유행추구적 쇼핑성향이, 일반 매장의 경우 과시적

쇼핑성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통채널로서 의류편집매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

친 환경적 요인 및 소비자 관련 요인을 조사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h(2006)는 하나의 매장 브랜

드 하에 동일한 컨셉에 따라 선택, 사입된 여러 국내외

패션 브랜드들로 구성된 패션 전문점을 패션 멀티샵으

로 정의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편집매장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고 하였으며 국내 유명 의류편집매장 한

곳을 사례분석하면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소매업

태 유형의 다양화, 가격소구형 매장의 확산을 편집매장

의 성장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이러한 편집매장을 선택

하는 소비자 동기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개성추구 욕구,

고급화 욕구, 감도 있는 업태의 지향을 들었다. Lee(2008)

는 다양성, 편리성, 신속성의 동시 추구, 개성추구의 욕

구 증가로 인해 유통판매시스템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

로 인해 고유 컨셉에 따라 선별된 제품을 판매하는 의류

편집매장이 확산되었다고 하였다. Choi(2009)는 패션 매

체의 자료들을 근거로 신세계백화점의 진 브랜드, 여성

빅사이즈, 아동복 편집매장, 롯데백화점의 남성복, 직장

여성 및 여성 캐주얼 편집매장, 갤러리아백화점의 남성,

여성 편집매장 총 두 곳, 현대백화점의 진 브랜드 편집

매장 한 곳을 사례분석한 연구에서 소비의 고급화, 가치

지향 소비로 인한 매스티지 시장의 형성, 오락성 부각으

로 인한 놀이적, 문화적 공간으로서 쇼핑매장의 활성화

를 의류편집매장 확산의 환경적 영향 요인으로 제시하

였고, 소비자 동기와 관련하여서는 신소비자들의 개성

추구, 웰빙지향, 체험소비지향이 편집매장 선택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 and Hwang(2011)은 브랜드 바

이어 및 매니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의류편집매장의

성장이 개성추구의 소비가치 변화와 국내 패션 유통구

조의 다양화 및 전문화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Kim

and Hwang(2011) 연구의 경우, 남성복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복, 아동복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편집매장의 진화

과정을 조사하였고, 실제 의류편집매장 구매경험이 있

는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구매동기에 대해서는 다

루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Kim and Lee(1998) 연구도

4가지 유형의 패션 전문점 고객을 대상으로 쇼핑성향과

점포평가기준을 조사하였지만,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

는 제시하지 않았다. 패션 매체에서는 남성 소비자의 의

류편집매장 선택이유에 대하여 한국 남성 소비자들이

한 곳에서 쇼핑하려 하고 점차 패션에 대한 관심과 감

각, 자신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며 패션 제품에 대한 직

접 구매가 늘어나면서 구매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하고 있지만(“Expansion”, 2011; “The golden

age”, 2012), 남성 전문 편집매장을 대상으로 하거나 실

제 구매경험이 있는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동기

를 조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3. 외모관리동기 및 의복구매동기 관련 선행연구

의류편집매장과 같은 특정 유형의 점포에서 의복을 선

택하는 동기를 외모나 패션에 대해 신경을 쓰는 남성들

이 증가하고 있다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편집매

장에서의 의복구매는 외모관리행동이나 독특한 의복행

동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복이 외

모관리행동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Kaiser, 1990)는 관점

에서 의복행동을 외모관리행동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고

남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외모관리행동의 동기 차원을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20~30대 남성들을 대상

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을 조사한 Woo

(2005)에 의하면, 해당 연령대 남성들의 외모관리 이유는

자기만족, 이성에 대한 호감 획득, 타인의 높은 외모관심

도, 취업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한다. 남성들의 외모관리

에 대한 관심 증가 현상과 관련하여 20~40세 사이의 남

성들을 대상으로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의 동기를 성역

할 정체성과 의복추구혜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한

Lee(2007)에 의하면,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과 관련된 의

복추구혜택 요인은 심미성, 유행성, 동조성, 사회적 인정,

편안함, 개성, 경제력 과시 추구로 조사되었고, 이들 요

인은 성역할 정체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남성성이 강한 남성들의 외모관리행

동은 의복의 유행성, 동조성, 개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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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되었고, 외모관리에 관심이 많은 남성이 특별

히 더 여성적인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

려 지각된 남성성이 높은 남성이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외

모관리행동의 동기에 따라 집단을 분류 및 비교한 Ku

et al.(2011)은 외모관리동기를 신분상징성 및 사회성 추

구, 유행 및 개성추구 등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그 중 사

회성 추구 동기가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서 가장 중

요하고 일반적인 동기라 하였다.

한편, 의복구매동기와 특정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다

룬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oi and Chang(2010)

은 제품의 희소성 때문에 콜레보레이션 패션 제품이 자

기과시 수단일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과시적 성향과 콜

레보레이션 패션 제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

과 20~40대 남녀 소비자들은 과시 성향 중 지위상징 성

향과 유명 브랜드/품질지향 성향이 높을수록 심미성의

동기에 의해서, 지위상징 성향과 유명 브랜드/품질지향,

체면지향 성향이 높을수록 좋은 품질, 가격 적절성, 타

인과의 구별 및 타인 인정, 자기과시 항목이 포함된 합

리적 과시성의 동기에 의해서 콜레보레이션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자 비율이

남성은 약 30%로 연구결과를 남성 소비자들에게 적용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복구매동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포선택행동 등 점포와 관련된

태도나 행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e

and Lim(1990)에 의하면, 중상층의 40~50대 여성들은 의

복구매동기에 따라 유행추구, 자기과시, 경제실리, 무개

성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유행추구 집단과 자기과

시 집단이 고가격 고품질 의복을 취급하는 점포를, 경제

실리 집단과 무개성 집단이 적정한 가격과 품질의 의복

을 취급하는 점포를 선호한다고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유행 추구, 개성추구,

타인의 인정받기 등과 같은 외모관리 동기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 특정 의복행동이나 의류 점포속성 중요도

등에 대한 연구도 없는 실정이며 특정 점포와 관련된 의

복구매동기에 대한 심층적 분석도 주로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4. 남성 의류편집매장 구매동기와 보헤미안주의

에서 본 현상학적 해석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패션 매체 자료들을 통

해 남성 의류편집매장 구매동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공통 요인들을 먼저 연역적으로 추출해보면,

외모관심 증가, 유행성이나 개성추구, 과시욕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남성 소비자의 관점에서 편집매장

구매동기를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없기 때문에 남성

의류편집매장을 이용하는 남성 소비자들은 다른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어떠한 다른 구매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와 같이 특정 현상, 인간의 행동이나 그

동기 등에 내포된 의미를 탐색하는 자연주의적 접근방식

을 이용한 연구에서 자료분석 과정과 분석의 결과로서

제시되는 새로운 개념 또는 이론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

성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자연주의적 연구

방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귀납적으로 발

견된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을 기존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역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새롭게 제시된 결과를 기술

및 묘사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Sutton and Staw

(1995)는 인터뷰나 관찰법과 같은 자연주의적 접근방법

이 포함된 연구에서 연역적 이론은 다양한 자료를 통합

하고 분석하는 수단이자 연구의 해석적 틀을 형성한다고

하였고, Guinan et al.(1997)는 연역적 이론이 자연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조직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이론을 통해 자연주의

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해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Lee and Kim(2007)은 명품 소비를 상징

기호와 관련된 문제로 간주하고, 이러한 기호를 열망하

는 소비자 욕망의 근원을 탐색하기 위해 타인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욕망이 성취된다고 주장한 르네 지라르

(René Girard)의 ‘욕망의 삼각형이론’을 이용하였다. 즉,

명품 소비가 자발적 욕망보다는 모방 욕망에 기인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통해 10명의 인

터뷰 자료를 분석, 해석하였다. Shin et al.(2012)는 고급

유아복 소비현상에 대해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8명의 인

터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문화적, 사회적 자본 개념을 적용시켜 고급

유아복 소비가 내재화된 고급 취향이 반영된 소비행동

이며 사회적 연결망 형성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

석,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의류편집매장을 이

용하는 남성 소비자들의 구매동기를 추출해보고 이를 현

상학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댄디, 히피와 같이 남성들에

의해 형성되거나 남성들도 참여했던 하위문화 이론을 적

용시켜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에 귀납적으로 추출된 남

성 의류편집매장 구매동기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정 성향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주제가 가장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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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될 수 있고 탐색적 연구결과의 수사학적(Rhetorical)

표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히피문화 속

보헤미안주의(Bohemianism) 특성과 비교해 보았으며, 이

러한 특성들을 최근 남성 소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새

로운 패션 시류의 맥락에서 기술하였다.

보헤미안(Bohemian)이라는 용어는 1830~40년대 프랑

스에서 집시라는 뜻의 ‘Bohemia’, ‘la Bohème’, ‘Bohe-

mian’이라는 대명사가 출현(Siegel, 1999)하게 된 이후,

1845년 프랑스 작가 앙리 뮈르제(Henry Murger)의 저서,

『보헤미안 생활의 정경』을 통해 인습적인 사회로부터 이

탈하여 자유와 무소유를 만끽하는 젊은 예술가와 반항

아라는 의미로 발전하였고 그 뒤 19세기 유럽에서는 자

유, 낭만과 쾌락의 감성, 자연 등을 지향하면서 주요 유

럽도시들을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예술가, 작가, 음악가

들의 비(非)인습적, 비전통적 라이프스타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Kim, 2010). 이와 같은 자유, 무소유,

문학, 예술, 낭만, 쾌락, 저항성 등과 관련된 보헤미안의

특성은 1960년대 히피주의(Hippiedom)에서 재현되었고,

보헤미안의 정신을 이어받아 젊음, 모험, 자유, 쾌락, 예

술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하위문화로서 기존의 주류사회

와 관습으로부터 이탈하려던 중산층 이상의 젊은이들에

의해 히피문화가 형성되었다(Seigel, 1999). 히피문화 속

보헤미안주의와 관련된 요소들을 살펴보면, Brake(as ci-

ted in Jun & Kim, 2012)는 히피문화의 보헤미안적 특성

을 소극적 저항, 이동성, 표현적, 주관적, 개인주의로 보

았다. 이러한, 히피문화 속 보헤미안주의가 패션에 나타

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사회적 의식이 반

영된 시대복식으로서 히피스타일을 연구한 Jun and Kim

(2012)에 의하면, Brake(as cited in Jun & Kim, 2012)가

제시한 히피문화에 내재된 5가지 보헤미안적 성향 중 소

극적인 저항은 기존의 패션에서 군용 마크, 군복착용, 유

니섹스 의상착용 등에서 볼 수 있는 일탈적 경향과 연결

시킬 수 있고, 이동성은 동양이나 제3세계 등 서양을 벗

어난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에스

닉스타일의 착용, 표현적이고 주관적인 문화 성향은 주

류사회에 대한 저항 및 사랑을 통한 극복의 믿음을 표출

하는 데 활용됐던 시스루 룩이나 꽃무늬 의복착용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보헤미안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약물

이용과 환각상태에의 탐닉을 통한 히피들의 현실 도피적

쾌락추구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20세기와 21세

기 패션에 나타난 보헤미안 패션에 대해 연구한 Jeong

and Kan(2001)은, 그런지 룩, 중고 의상, 덧대어 기운 청

바지 등이 보헤미안의 저항정신과 반물질적 사상이 표

현된 것이라 하였으며 특히, 그런지 룩이나 패치워크 등

의 수공예적 기법이 사용된 청바지는 개성표출의 수단

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스타일의 믹스 매치와 같이 패

션에 적용된 복합성은 정형화를 탈피한 보헤미안의 자

유추구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 하였다. 2000년대 문화트

렌드로서 부르주아(Bourgeois)와 보헤미안(Bohemian)의

합성어인 보보스(Bobos)의 패션에 대해 살펴본 Chung

and Kim(2002)은 보보스의 패션에 보헤미안의 저항정신

과 창조성, 문화적 반역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예로

보석, 모피, 명품 등을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

닌 자신의 취향과 맞을 때 구입하는 행동, 형식적 옷차

림보다는 창의적이면서 일과 여가에 모두 조화되는 옷

차림 즐겨 입기, 실용적이지만 고급 소재를 사용한 의복

선호, 정형화된 스타일의 거부, 단품 활용이나 스타일의

혼합 등 코디네이션 착장을 통한 개성추구 등을 들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나타난 보헤미안주의의 특성과 패션

에 반영된 보헤미안주의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료수집 방법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남성 의류편집매장에서 실제 구

매를 경험한 남성 소비자들로부터 편집매장 선택이유,

점포방문 및 제품구매와 관련된 경험담, 의복을 통한 외

모관리행동에 대한 의견, 국내외 패션 브랜드에 대한 태

도 등 의류편집매장 관련 경험담, 의견, 생각들을 중심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질문은 Spradley(1979)의 서술적,

구조적, 대조적 질문 유형에 따라 실시되었다. 면접 시간

은 연구대상자 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이 소요되

었으며 녹음기를 통해 면접 내용을 저장하였다.

2. 연구대상

남성 의류편집매장을 이용하는 남성 소비자 가운데

백화점에서 이탈하는 20~30대의 젊은층이 증가하고 있

다(“Only one!”, 2012)는 현상에 근거하여 남성 의류편

집매장 구매경험이 있는 20~30대의 남성 소비자 8명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심층면접

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경우, 본 연구의 목적인 남

성 편집매장 구매행동의 내적 동기를 탐색하는데 현상

을 잘 반영하기 위해 최근 변화하고 있는 남성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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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소비행태 등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

로 전문가적 의견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패션계 종

사자 중 편집매장의 주기적 구매자 4명과 일반 남성 편

집매장 구매자 4명을 목적표집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주

요 특성은 <Table 2>와 같다.

3. 자료분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성 의류편집매장 구매행

동과 관련된 주요 내적 동기를 귀납적으로 추출해보고

현상학적으로 논의될 만한 두드러진 특성들을 보헤미

안주의 특성과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의류편집매장을 이

용하는 남성 소비자들에게서 탐색될 수 있는 다양한 성

향 중 자유지향,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 이동성과 모험

추구, 쾌락추구, 예술추구의 5가지 동기를 바탕으로 결

과를 기술하였다.

IV. 연구결과

먼저 남성 의류편집매장을 이용하는 남성 소비자들

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요 구매동기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표현의 자유추구동기

모든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통해 최근 남성 패션소비

자들은 외모치장을 여성 고유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성

의 성역할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행동 영역으로 간주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모치장에 관심과 흥미

를 갖는 남성들에 대해 여성스럽다고 보는 시선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으며 오히려 남자다운 남성이 외모관리에

도 신경을 쓴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지금은 남성들도 패션에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의 경

우, 고등학교 때 피부가 갑자기 안 좋아져 남성용 화장품을 사용

했어요. 그 당시에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부끄러워 친구들에

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지금은 주위를 보아도 남

성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당당하게 말하는 풍

조가 된 것 같아요.(사례 1)

패션이 과거에도 남성에게 중요했었지만 현재도 여전히 중요

Table 1. Traits of bohemianism in 19
th

 & 20
th

 century and in fashion

Bohemianism in

France in 19
th 

C.

(Siegle, 1999)

Bohemianism in

American hippie

culture in 20
th 

C.

(Siegle, 1999)

Bohemianism in

American hippie

culture in 20
th 

C.

(Brake (as cited in 

Jun & Kim, 2012))

Bohemianism

in fashion

(Jun & Kim,

2012)

Bohemianism in

20
th
 & 21

st
 C.

(Jeong & Kan,

2001)

Bohemianism in

bobos fashion

(Chung & Kim,

2002)

· Resistance to mate-

rialism, conventio-

nality, & mainstr-

eam culture

· Eager for freedom

· Enjoyment of lite-

rature & culture

· Pleasure seeking

· Youth-seeking

· Adventure seeking

· Eager for freedom

· Eager for the art

· Self-expression

· Personal pleasure

· Passive resistance

· Movement

· Expressivity

· Subjectivity

· Individualism

· Passive resistance

· Movement

· Expressive & sub-

jective cultural in-

clination

· Individualism

· Resistance

· Anti-materialistic

spirit

· Pursuit of individu-

ality

· Eager for freedom

· Resistance to stan-

dardization

· Resistance

· Pragmatism

· Pursuit of  individ-

uality

· Resistance to stan-

dardization

· Creativity

Table 2. Interviewe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o Age Occupation
Monthly clothing expenditures

(won)
Visited and purchased main store

1 29 Male formal wear MD 400,000-500,000 Beaker, Boontheshop, 10CorsoComo

2 30 Kids wear MD 400,000-500,000 Beaker, Boontheshop, Koon with a view

3 22 Student 300,000 A-Land, Boontheshop, 10CorsoComo

4 27 Male casual wear MD 200,000-300,000 A-Land, Around the Corner, Sculp, Koon with a view

5 32 Businessman 1,000,000 Beaker, Manhattans, Sculp

6 31 Businessman 200,000-300,000 Beaker, Platform Place

7 30 Male select shop MD 400,000 Beaker, Boontheshop, 10CorsoComo

8 38 Restaurant business 800,000 10CorsoComo, Boontheshop, M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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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역이에요. 외모에 신경 쓰는 남성들에 대해 초식남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체들이 조장한 것이라 생각해요.(사례 2)

패션, 외모에 관심 많고 투자를 많이 하는 남성들을 메트로섹

슈얼이라 부르기도 했잖아요. 이 용어만 봐도 남성들의 외모치장

행동을 남성 속 여성성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요즘은 패셔너블하

게 잘 입고, 피부관리 잘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서 이러한 행동이

여성스럽다고 간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사례 8)

외모관리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긍정적인

인상형성을 위해 중요하며 바람직한 사회화 행동으로

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보편화된 행동으

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

으로 의류편집매장을 이용하는 주요 동기로는 타인과

자신이 구별되고 대중적 유행에서 자유롭고 싶은 개성

추구와 직장과 같은 On-time뿐만 아니라 일상의 Off-time

에서도 여러 상황별 TPO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의 추구

를 들 수 있었다. 이러한 동기는 자아과시 차원보다는 자

아표현을 통한 자아 고양과 자기만족 차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개성추구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브랜드를 입는다는 자부심을 남에

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로서 멋있고 싶고 나를 잘 표현

하는 옷을 입고 싶어요.(사례 3)

저는 타인의 반응은 신경 쓰지 않아요.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

려고 다른 사람과 다른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집매장을 이

용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지 않아도 나한테 어울리고 내가

좋으면 캐주얼 의류를 사도 만족하게 되고, 정장을 사도 만족하게

되요.(사례 4)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제 모

습의 기준에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입으려 해요. 편집매장

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많아요.(사례 5)

2) TPO에 맞는 다양성 추구

D&G에서 산 화려한 바지, 쟈켓 같은 아이템은 문화생활 즐길

때 입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주로 입고 다니는 브랜드는 모던

한 DKNY나 Theory에요.(사례 2)

요즘 남성 소비자들의 경우, 자기가 입어야 되는 상황 그 자체

에 내가 옷을 선택을 하는 집중력이 많이 투여되는 것 같아요. 여

러 상황마다 각각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해져서 편집매장

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사례 7)

거래처 관계자를 만난다거나 정장 같은 경우, 무채색 옷이 굉

장히 많아요. 클럽 놀러가거나 쇼핑하러갈 때는 편집매장에서 산

옷 중 조금 튀어 보이는 옷이나 비즈 같은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

된 옷을 입어요.(사례 8)

2. 반문화(反文化)적 저항동기

개성추구와 TPO에 맞는 다양성 추구동기에는 국내

유통산업의 대표적 업종으로서 전통적 우위를 지켜오고

있으며 의류산업에서도 주요 소매점으로 꼽히는 백화점

에 대한 반감과 국내 패션 브랜드가 해외 패션 브랜드 제

품의 디자인을 모방한다는 점에서 느껴지는 국내 브랜

드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백화점에 대한 반감

일단 백화점은 거의 안 가요. 사람도 너무 많고, 매장도 다 똑

같은 것 같고, 보는 재미가 없어요.(사례 1)

백화점은 가격거품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방문이 꺼려져

요. 입점된 해외 브랜드는 확실히 가격적 이익도 없고... 그래서 세

일 기간에도 잘 안가요.(사례 2)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옷들은 누군가는 다 살 수 있으니까 큰 특

색을 못 느껴요. 특히, 백화점에 있는 상품들에 대해 구매력이 있

는 사람들 자체가 대부분이 어느 정도 나이든 취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어서 백화점에는 얌전하고 점잖게

입어야 하는 그들의 TPO에 맞춰진 상품이 대부분이죠.(사례 7)

2) 국내 패션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

어차피 패션 트렌드는 비슷하니까 해외나 국내 브랜드 모두

추구하는 스타일은 유사한데 국내 브랜드는 해외 브랜드에 비해

그런 트렌드를 옷에 예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 옷은 입고 싶지 않아져요.(사례 1)

국내 브랜드 제품은 해외 브랜드들을 모방한 것이 눈에 보여

요. “아! 이 브랜드는 해외 어떤 브랜드를 타겟으로 하여 그 브랜

드의 느낌을 내려고 흉내를 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국내

브랜드보다는 개성 있는 해외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편집매장에

가게 되요.(사례 3)

사실 국내 패션 브랜드는 유명한 몇 가지 브랜드를 제외하고

입을 만한 것도 없고 대부분 브랜드끼리 비슷한 느낌이라서 굳

이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또, 해외 브랜드 디자인을 따

라한 것들도 너무 많고요. 그에 비해 편집매장에서 판매되는 브랜

드 제품들은 개성 있고 독창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사례 6)

조사대상자 모두 국내 패션 브랜드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표 소매점인 백화점에서는 매장 간 비차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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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성과 비합리적인 고가격으로 인해 구매욕구가 느

껴지지 않아 편집매장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였고, 백화

점을 가게 되어도 백화점 내 편집매장만 방문하는 사례

(사례 3, 사례 5)가 있었다. 또한, 국내 패션 브랜드에 대

해 디자인 창조성 및 브랜드 개성 등의 부재를 지적하

면서 해외 브랜드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고 따라서 브랜

드 개성과 디자인 철학을 지녔다고 여겨지는 해외 브랜

드들이 다른 소매점보다 상대적으로 모여 있는 편집매장

을 방문하게 된다고 하였다.

3. 이동성과 모험추구동기

남성 의류편집매장을 이용하는 남성 소비자들의 백

화점에 대한 반감과 국내 패션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은

제품 및 브랜드 관련 속성 중 독창성, 심미성, 브랜드 고

유의 정체성 추구와 점포속성 측면에서는 국내 미유통

브랜드 제품의 사입 계획이나 브랜드 역사에 대한 설명

과 같이 판매원이나 점포관리자로부터 얻는 상품이나 브

랜드 관련 고급 정보, 리테일 머천다이저의 패션 안목에

대한 신뢰감, 점포컨셉에 따라 여러 매장을 구경하는 재

미추구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제품 및 브랜드, 편집매장

을 찾기 위해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인터넷과 잡지 등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었고, TPO별로 본인이 지향하는 이

미지 컨셉과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제품을 판매하는 다

양한 편집매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집매장마다 브랜드 컨셉이나 라이프스타일 컨셉이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 탐색하고 싶어서 구경하러 가요. 이러한 컨셉에 맞

춰 사입하는 브랜드들마다 색다르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

던 새로운 브랜드가 입고되면 어느 나라 브랜드이고, 어떤 컨셉인

지, 디자인은 어떠한지 직접 살피러 가요.(사례 1)

편집매장을 한 달에 3~4번 정도 시간이 나는 대로 구경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직업적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점도 감

안이 되어야 하겠지만 출근할 때나 놀러갈 때 어떻게 옷을 잘 입

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 여러 편집매장에 가서 점원으로부

터 아이디어도 얻고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요.(사례 2)

패션 잡지에서도 국내 편집매장 소개를 많이 해주어서 특정

매장에 관심이 생기거나 우리나라에서 흔히 살 수 없는 브랜드

가 어느 매장에 입고되었다는 정보를 습득하면 해당 매장에 직접

찾아가요.(사례 3) 

요즈음 남성 패션 잡지에 편집매장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구매하기 전에 한 번씩 가서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점원에게 브랜드에 대한 설명도 들을 겸 매장 구경도 할 겸 직접

방문해요.(사례 5)

편집매장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입고되는 브랜드나 신상품

정보가 제공되거든요. 브랜드 역사나 컨셉, 디자이너에 대해서도

미리 정보를 습득하고 직접 매장에 가서 체험하는 거죠.(사례 6)

유사한 스타일의 의복을 거부하고 다양한 TPO에 따

라 개성 있고 새로운 스타일을 착용하려는 욕구는 국내

에 흔하게 볼 수 없는 패션 브랜드나 제품을 찾아나서 구

매 및 착용을 시도하려는 욕구로 이어져 국내 여러 의류

편집매장에 대한 정보 및 매장 내 입고된 또는 입고될

패션 브랜드에 대한 소식의 탐색과 다양한 편집매장의

실제 체험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한 편집매장 관련 정보탐색행동이나 직

접 방문을 통한 브랜드 및 매장 체험의 행동 등을 유발

시키는 동기는 이동성과 모험추구가 작용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4. 쾌락적 가치추구동기

한편, 의류편집매장에서의 제품구매를 통해 남성 소

비자들은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고 보편적인 유행을 따

르지 않는 의복의 착용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만족감,

편집매장에서의 볼거리 체험을 통한 재미, 매장에서 획

득하는 고급 정보에 의한 지적 만족감 등 심리적 결과로

이어지는 쾌락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보편적 유행을 따르지 않는 의복착용을 통한 즐거

움과 만족감 추구

편집매장에서 판매하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디자인

자체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디자이너의 철학이 담긴 옷

을 입고 싶기도 하고, 이런 옷을 입으면 왠지 뿌듯함이 느껴져서

편집매장을 가게 되요.(사례 1)

편집매장에서 판매하는 옷들은 왠지 남들이 입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끔은 재미로 살 때도 있어요. 옷 자체에 디자이

너의 재치나 창작력이 묻어나서 입으면 기분 좋아지는 옷은 다른

곳보다는 편집매장에 많은 것 같아요.(사례 2)

어떤 옷이든 많은 사람들이 입게 되어 흔한 옷이 되면 재미가

없는 거죠. 저는 청바지의 경우도 아무리 ‘디젤’같은 브랜드라도

대량생산 제품보다는 과거에 사용하던 직조기계를 통해 수작업

으로 만든 셀비지(Selvedge) 데님을 구매하기도 해요. 청바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입지 않는 독특한 제품을 입으면 스스로 만족감이

느껴져요. 이런 데님 직조기계도 요즘은 거의 없어졌지만, 셀비지

데님을 취급하는 브랜드는 일본에 많이 있어요. 국내 브랜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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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번도 본적이 없고, 대신 편집매장에 가면 이런 제품을 살 수

있어요.(사례 5)

2) 편집매장 체험을 통한 재미추구

편집매장에 가보면 자전거, 카메라 등 옷만 판매하는 것이 아

니라 매장 컨셉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제

품을 판매해요. 그래서 편집매장은 백화점이나 다른 매장보다 구

경하는 재미가 훨씬 좋고, 구경하는 자체가 문화생활같이 느껴져

요.(사례 1)

사실 저는 옷 구경하는 것을 좋아해서 편집매장에 놀러간다는

차원에서 옷을 보러가는 횟수도 많고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이 생

기면 구매를 해요.(사례 3)

편집매장에 가는 것이 취미가 됐어요.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재

미가 있으니까 평소에도 “이번엔 무엇이 새로 나왔을까?” 궁금

증이 생겨서 방문하게 되요.(사례 4)

백화점이 특성이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편집매장은 특정 표적고객에게 집중될 수 있

는 여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소비자는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

어요. 단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교통과 주차죠. 이런 불편함에도

편집매장이 인기 있는 이유는 상품구성이나 매장 분위기 등 감각

적 체험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라 생각해요.(사례 7)

3) 매장에서 획득한 고급 정보에 의한 지적 만족감

편집매장에 가면 해외에서는 유명하지만 국내에는 잘 알려지

지 않은 브랜드의 역사나 제품특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정보는 나만 알고 싶고, 내가 먼저 선점하고 싶어

서 편집매장을 방문하는 거죠.(사례 3)

편집매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매장 내 직원들한테 옷 관련 얘

기나 요즘 유행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러 일부러 가는 경우도 있

어요. 그래서 편집매장에 가면 패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사례 5)

국내 패션 브랜드 매장 직원도 친절하지만 편집매장 직원들은

고객 옆에 달라붙어서 이 브랜드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 옷은 어

떤 점이 좋고, 이 옷에는 어떤 옷을 맞춰 입으면 좋고 등 옷에 대

해 하나하나 설명해 줘요. 이러한 세심함이 좋고 또 옷에 대해 좋

은 지식을 얻어가는 느낌을 받아요.(사례 6)

5. 예술적 가치추구동기

마지막으로 남성 의류편집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디자이너의 창조성, 상품의 희소성 및 심미성, 브랜드

역사가 돋보이는 제품을 마치 예술품처럼 문화적 소장

품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패션 상품을 구매, 수집하려는

행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

기로서 이는 당장의 착용목적보다는 장기간 물적 소유

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제공하는 효용성을 지닌 패션제

품을 투자의 개념에서 감상용도로 구매한다든지 또는 취

미용도로 수집한다든지, 혹은 미래의 착용기회를 생각

하고 미리 구매하는 등의 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사실 남자들 중에 DVD나 로봇조립품 모으는 것처럼 수집증

(蒐集症)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옷이 그런 대상이에요. 지

금은 구두를 수집하고 있는데, 구매해도 자주 착용하지 않는 것이

40켤레나 있어요. 그냥 디자인이 특이하고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

든 것들은 두고두고 소장하고 싶은 거죠. 편집매장에서 옷을 구매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의도로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사례 2)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중에 어떤 자리

에서는 어떻게 입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독특한 디자인의 옷들

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미리 구매해두는 거

죠.(사례 3)

아직 안 입어보고나 심지어 비닐팩도 뜯지 않은 옷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당장 입지 않더라도 백화점 같은 데에서는 볼 수 없

는 오랜 전통을 가진 브랜드 제품은 그냥 소장하고 싶어져요. 그

래도 언젠가는 입을 수 있으니까요.(사례 5)

이러한 예술적 가치추구동기를 통해 최근 남성 패션

소비자들의 의류편집매장 구매행동에는 미적, 예술적 감

흥을 일으키는 희소하거나 심미적 가치, 전통성이 뛰어

난 패션 상품을 소장하려는 욕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남성 의류편집매장을 이용하는 남성 소비자들

에게서 탐색될 수 있는 다양한 동기 중 본 연구에서 추

출된 구매동기들을 새로운 패션 현상의 맥락에서 보헤

미안적 특성과의 공통적인 성향을 중심으로 비교논의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성, TPO에 맞는 다양성 추

구가 포함된 표현의 자유추구동기는 19세기 프랑스 파리

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보헤미안들과 20세기 히피들에게

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보헤미안들은 당시 남성들

의 보편적인 외모나 옷차림과는 달리 콧수염과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동그란 단발머리를 하거나, 펠트직으로

만든 독특한 모자를 착용하며 개성을 추구하였다(Mini-

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1986). 또한,

보헤미안주의를 바탕으로 1960~70년대에 미국을 중심

으로 널리 확산되었던 히피문화를 추종하던 젊은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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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히, 물질문명과 실리주의적 기존 체계에 대한 저항

정신을 패션에 반영하여 획일적인 패션을 거부하고 기성

세대의 의복스타일, 유니폼과 같은 규격화된 의복에 반

대하면서 헤어지거나 찢어진 청바지, 벨보텀(bell-bottom)

청바지 또는 넥타이 대신 목걸이, 조개장식, 채색된 씨앗,

펜던트 등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고 자기정체성을 표현

할 수 있는 의복을 착용했던 예(Lee & Park, 1999; Lee,

1997)와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사상과 이에 따른 사랑의

가치를 표출하기 위해 꽃을 모티브로 한 자수나 프린트

의 셔츠를 착용하여 “주류 유행에 대한 반유행을 형성”

(Lee & Park, 1999, p. 72)했던 예와 같이 개성, 자아표현

추구와 옷차림의 자발성, 자율성, 다양성 추구가 기성문

화나 획일성에 대한 저항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남

성 의류편집매장 구매동기에는 보헤미안적 성향이 포함

된다고 기술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남성 의

류편집매장 구매동기와 관련된 보헤미안주의의 반문화

적 태도는 비보편적인 의복과 새롭고 신선한 점포의 탐

색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부르주

아적 풍요로운 삶이나 인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는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자유롭게 이동

하는 생활을 선택하면서 새롭고 미지의 것, 예술적 감흥

을 일으키는 것 등을 체험하려 했던 보헤미안들의 이동

성, 모험추구와 공통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 유행을 벗어난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의복

착용을 통해 즐거움, 기쁨 등 유쾌한 감정을 추구하려는

성향은 형광색의 펄럭거리는 셔츠, 화려한 색깔로 프린

트된 스카프, 진주로 장식된 허리띠 등 더욱 화려하고 여

성적 요소가 가미된 옷차림을 착용함으로써 새로운 자유

를 향한 심적 황홀감, 충만감을 느끼려 했던 남성 히피

들(Lee, 1997)의 쾌락적 가치추구의 성향과 일맥상통한

다고 할 수 있다. 패션 상품을 일종의 예술적 문화 상품

으로서 수집대상으로 보고 의류편집매장에서 관련 제품

을 구매하려는 행동은 19세기 파리 보헤미안들이 자유분

방한 아마추어 예술가나 지식인으로 살면서 안정된 삶을

버리고 스스로 빈곤의 생활을 선택했지만 사치를 부리고

싶을 때에는 가구, 그림 등 과감하게 원하는 물건을 구매

하며 궁극적으로 예술적 고상함을 추구(Murger, 1866/

2011)했고, 이러한 점에서도 보헤미안적 삶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분야에 적합한 라이프스타

일로 규정(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1986)되고 있듯이 심미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

한 보헤미안들의 애착 및 소유행동과 유사성을 지닌다

고 할 수 있다.

V. 결 론

국내 의류시장이나 유통분야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

는 남성 의류편집매장을 이용하는 남성 소비자들에 대

한 이해를 위해 최근 남성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패션

현상의 맥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의류편집매장 구

매동기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이 남성 의류편집매장 구매행동의 내적 동기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수사학적으로 기술, 묘사하

기 위해서 하위문화로서 보헤미안주의와의 공통점을 비

교해 보았다. 먼저 남성 의류편집매장 구매동기를 추출한

결과, 첫째, 개성과 TPO에 맞는 다양성 추구가 포함된

표현의 자유추구동기, 둘째, 주류유통인 백화점에 대한

반감과 국내 패션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이 포함된 반문

화적 저항동기, 셋째, 새로운 스타일 탐색과 시용을 위한

이동성과 모험추구동기, 넷째, 보편적 유행을 따르지 않

는 의복착용을 통한 즐거움과 만족감 추구, 편집매장 체

험을 통한 재미추구, 매장에서 획득한 고급 정보에 의한

지적 만족감이 포함된 쾌락적 가치추구동기, 마지막으로

패션 상품을 문화적 소장품으로 간주하고 소장하기 위해

구매하려는 예술적 가치추구동기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내적 동기 요인을 근거로 최근 남성 소비자들

이 지닌 패션 관련 성향을 해석해보면, 특정 브랜드에 대

한 오랜 충성심을 지닌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개성욕구나

TPO에 따른 다양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품 아이

템이나 독특한 디자인 및 희소성을 통해 타인과 차별화

가 가능한 브랜드, 또는 전통성을 지닌 브랜드를 선호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마케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가격 구조 및 백화점 간 비차별성 등으로 인한

백화점에 대한 반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해당 소매업

체는 아직 인지도는 낮지만 자신만의 창조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백화점 내 편

집매장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상품구성에 차별성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해외 패션 브랜

드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국내 브랜드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패션 기업들은 독창적 아이템의 지속

적 개발과 확고한 디자인 철학 및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통해 브랜드 충성심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화가 아니라 남성 편집매

장 구매행동의 동기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

이었기 때문에 패션계 종사자 4명을 연구대상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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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등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다

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가진 일반 남성 편집매장 구

매자들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시키고자 한다면 보

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활용한 정량적 후속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남성 패션소비자들

의 의복구매동기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성 패션 소비자들

을 대상으로 의복행동 관련 동기를 살펴본 선행연구들

의 경우, 주로 실용성, 심미성,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상

징성, 타인 인정성, 유행동조성, 개성추구의 차원을 다

루고 있으며(Kim & Hong, 2000; Lee, 2007), 동기 차원

중 심미성의 경우에도, 타인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외모

와 관련된 속성들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심미성과 관

련된 동기로서 본 연구에서 추출된 표현의 자유추구동

기는 편집매장에서 구매행동을 보이는 남성 패션 소비자

들이 미(美)를 보편적 가치로 간주하면서 타인 의식이 아

닌 자기만족을 위해 편집매장을 이용하는 경향과 관련

되며 특히, 패션 제품의 심미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는 예술적 가치추구동기는 제품의 디자인이나 조형성,

색감 또는 희소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관련이

있는 동기로서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심미성과는 구별되

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품의 심미성에 가치를 두는 맥락에서 당

장 착용하지 않아도 미리 구매를 하거나 수집을 하는 등

의 구매행동을 기회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점과 유희적

요소를 제공하는 편집매장과 같이 점포의 공간적 가치

를 중요시하는 성향은 남성 패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현재의 한국 남

성 패션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반영한 새로운 관점에서

추출된 의복구매동기 요인들이라 사료된다. 또한, 국내

유통산업 및 패션 문화에서 하나의 소비 하위문화를 형

성하는 특정 집단으로서 국내 남성 패션 소비자들 가운

데 보헤미안적 특성을 지닌 소비자들의 경우, 편집매장

으로의 고객이탈을 경험하고 있는 전통적인 소매업체들

이나 편집매장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세분집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의류편집매장 구

매행동과 관련된 동기 요인들은 이러한 업체들에게 유

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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