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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1)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who purchase products des-

igned by rising fashion designers, and (2) examine the effects of consumer fashion innovativeness and price

consciousness on consumer responses toward the products (i.e., product innovativeness, perceived value,

and purchase intention). A total of 469 adult consumers aged 19 to 59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that

consisted of a stimulus (i.e., news article introducing new brands of rising fashion designers) and measure-

ment items. As a result, 20% of respondents are found to be customers of rising fashion designers. These

buyers (vs. non-buyers) are characterized as female, high income, and high interest toward rising fashion

designer products. The findings fr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 that fashion innovativeness and

price sensitivity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roduct innovativeness and perceived value that further

increase purchase intention. These relationships are significant in terms of perceived value dimensions, exc-

ep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value and purchase intention. Both fashion innovativeness and price

sensitivity have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social, emotional, economical, and functional values. The

emotional, economical, and functional values also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urchase intention.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Key words: Rising fashion designer, Fashion innovativeness, Price sensitivity, Product innovativeness, Per-

ceived value; 신진 패션 디자이너, 유행 혁신성, 가격 민감성, 제품 혁신성, 지각된 가치

I. 서 론

신진 패션 디자이너란 미래 패션 산업을 이끌 디자이

너들을 의미하며, 창업 5년 이내의 자체 브랜드를 가진

개인 혹은 팀을 지칭하기도 한다(Oh & Nah, 2015). 최

근 정부 및 민간 주도로 재능있는 신진 패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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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성하기 위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패션

대전, 인디브랜드페어, K패션 프로젝트 등의 지원 사업

은 유망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Korea Fashion Association, 2017). 신진 패션 디자이너

를 대상으로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제작 공간을 저

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유통망 구축을 돕는 등 민간 지

원도 이어지고 있다(Kim, 2017; Kim et al., 2012; Seoul

Design Foundation, 2017; Seoul Fashion Creative Studio,

2017).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이 활발히 활동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패션 산업을 선진화하고 한국적 패션의 정체

성을 견고히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이므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산업의 성장 동력을 꾸준

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신진 패션 디

자이너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는 유명 브랜드에 비해서 소비자 인지

도에 낮고 기업 경영 전문 인력을 갖춘 경우가 많지 않

기 때문에(Kim et al., 2012), 시장을 이해하고 목표 고객

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기 어렵다. 신진 패션 디자

이너 제품이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시장에 선보이고

있으나, 과연 어떤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호의적으로 평

가하고 구매하는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누구이며 이

들의 구매 매커니즘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어, 신진 패

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지속적 성장을 도울 필요가 있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지원 정

책의 효과를 밝히거나(Jung, 2010; Lim et al., 2016; Oh &

Nah, 2015) 한국 패션 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신진 디자이

너의 역할을 논하는데(Jung & Bae, 2016; Kim, 2016)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가 직면할 수 있

는 사업상 애로 요인을 탐색하거나(Kim et al., 2012)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시장 지향성을 규명하는(Yun &

Choo, 2015) 선행연구와 같이, 마케팅적 관점에서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바라보는 연구는 비교적 제한

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을 구

매할 만한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시장성을 논하기 위해, 역

으로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구매자 특성을 파악함

으로써 어떤 소비자를 목표로 해야 단기적 매출을 끌어

올릴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나아가, 신진 패션 디자

이너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도(purchase intent-

ion)를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은 일반

적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이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Jung,

2010), 소비자가 지각하는 제품의 혁신성(product inno-

vativeness)이 구매 의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지각(perceived value)

역시 구매 의도와 직결되는 소비자의 평가일 것이다(Sw-

eeney & Soutar, 2001). 제품에 대한 소비자 지각에(즉,

제품 혁신성과 가치 지각) 영향을 줄 만한 소비자 특성

으로, 유행 혁신성(fashion innovativeness)과 가격 민감성

(price sensitivity)을 살펴보고자 한다. 혁신적 제품의 경

우, 소비자 혁신성과 가격 민감도가 구매 의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Park & Noh, 2012). 신진 패션 디

자이너 제품은 혁신적 제품일 뿐 아니라 아직 사회적 명

성이나 구매 이력이 쌓일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

에, 소비자는 개별 제품의 디자인이나 가격처럼 눈에 보

이고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의존하기 쉽다.

따라서 소비자가 얼마나 유행 혁신적 제품을 선호하고

얼마나 가격에 민감한지에 따라 제품에 대한 평가가 달

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을 구매하

는 소비자의 특징을 탐색하고, 소비자 특성 중 유행 혁

신성과 가격 민감성이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먼저,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소비자가 그렇

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제품 소

비 행태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소

비자의 유행 혁신성과 가격 민감성이 신진 패션 디자이

너 제품에 대한 혁신성 및 가치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품 혁신성 및 지각된 가치가 신진 패

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를 높이는지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계가 지각된 가치의 하위차원 수

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와 그 제품

신진 패션 디자이너는 경력 기간, 관련 실적의 양, 실

무 경험의 깊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의할 수 있

다.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패션

디자인 관련 창작 활동 실적이 있는 창업 5년 이내의 디

자이너를 신진 패션 디자이너로 규정한다(Seoul Fash-

ion Creative Studio, 2017). 신진 패션 디자이너 지원 사

업이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을 명시하기 위해 유목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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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화 가능한 기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적

기준에 더하여,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시즌별 제품 라

인을 기획 및 생산할 수 있는 디자이너라는(Oh & Nah,

2015) 질적 기준을 제시한 정의도 있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는 신진 패션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브랜드이며,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은 이 브

랜드에서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을 뜻한다.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브랜드로서,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는 시장

에 진입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도약

준비 단계에 머물러있다는 성장 단계적 특징을 갖는다

(Kim, 2016). 이 브랜드의 핵심 역량은 디자이너의 창의

성이다(Jung, 2010). 그러나 대부분의 브랜드가 디자이

너의 디자인 능력에 의존하여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경영 전문성이 취약하다. 생산업체와의 교류로 신

제품을 기획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동시에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찾는 등 디자인 외 업

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Kim et al.,

2012). 따라서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고유한 강

점은 제품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이며, 사업이

안정화될수록 디자인 외 경영 전문성이 갖추어지는 과

정을 거친다.

최근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에게 제품의 중요성

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디자이너 브랜드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간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

다(Yun & Choo, 2015). 사업자 등록된 국내 패션 디자

이너 브랜드 중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는 61.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규

모로 운영되고 있다(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Korea, 2015). 이러한 상

황에서 상품 기획력을 갖추지 못한 브랜드는 생존하기

힘들고, 현존하는 다수의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가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이 소비자에게 긍정

적으로 평가받아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지 여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신진 패션 디자

이너 브랜드는 소비자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며 직접 운

영하는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

도한다(Yun & Choo, 2015).

그러나 개별 브랜드가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자 정보는

제한적이며,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구매자가 대체

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따

라,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는 소비

자들은 누구이며, 구매해 본 적이 없는 소비자들에 비해

어떤 특성을 두드러지게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신진 패션 디

자이너 제품의 소비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구매 경험자

는 어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소비 행태

를 보이며, 구매 비경험자에 비해 어떤

특성에서 유의차를 보이는가?

2.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과 가격 민감성

1) 유행 혁신성

유행은 신제품의 소개부터 채택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전파 과정이다(Stone, 2013). 하나의 스타일이 시장에 소

개되어 소수의 유행 선도자만 채택하기 시작하다가 급

격하게 대중이 받아들이는 시기를 맞이한다. 급격한 확

산 이후 그 성장세가 차츰 둔화되다가 사용자가 점점 감

소하여 쇠퇴하게 된다. 대부분의 패션 제품은 이러한 유

행 주기를 따라가며,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혁신

적인 성향의 소비자가 채택하는 시기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유행 주기에서 혁신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소비자 특성이다(Kim & Rhee, 2001).

소비자 혁신성은 소비자가 새로운 것을 쉽고 빠르게

수용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때 ‘새로운 것’이 구체

적으로 어떤 영역을 뜻하는지 불분명하여, 혁신성의 측

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Goldsmith & Hofacker, 1991).

여러 영역에서 대체로 혁신적인 소비자도 특정 영역에

서는 혁신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영역별로

혁신성을 측정해야 하며, 기술 혁신성, 정보 혁신성, 유

행 혁신성 등 연구분야에 따라 혁신성이 달리 측정되었

다(Park & Noh, 2012). 유행 혁신성의 개념에서는 ‘새로

운 것’의 대상이 유행 변화에 따른 새로운 스타일로 한

정되므로, 패션 제품의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Kim & Rhee, 2001).

유행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대체로 시장에 새로 소

개되는 제품에 대해 관대하게 평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유행 혁신성은 제품의 혁신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의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유행

혁신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제품의 혁신성을 높게 인식

한다는 관계가 밝혀진 바 있다(Kang & Jin, 2007). 유행

혁신성에 따라 제품의 혁신적 속성 지각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Jun & Rhee, 2009),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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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이 높은 소비자가 제품의 다양한 혁신적 속성을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은 제품 혁신성 지각뿐 아니라 제

품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유행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제품 혁신 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선행연구에서(Jun & Rhee, 2009),

제품 혁신 속성은 개인 관점에서의 제품 혁신성 평가뿐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의 보편화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즉, 제품이 사회 정서에 적합한지 그리고 대중적으로 확

산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까지 포괄한다. 혁신적인 제품

이 과연 사회적 유행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문제는 대중

의 입장에서 제품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

까지 수반한다. 유행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신제

품에 대한 품질 지각, 태도, 구매 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 역시(Rhee, 2009; Yang & Lee, 2009),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이 제품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은 소수 디자이너의 창의성

과 전문성이 핵심 역량이며 제품 가치와 직결된다(Yun

& Choo, 2015). 따라서 대중적인 브랜드보다 유행 변화

에 민감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제공한다(Jung,

2016). 이에 따라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한 혁신

성 지각과 전반적인 제품 가치 평가에 소비자의 유행 혁

신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 유행을 선도하는 소비자일수록 신진 패션 디

자이너 제품에 대해 높은 (a) 제품 혁신성과

(b) 가치를 지각할 것이다.

2) 가격 민감성

가격 민감성이란 소비자가 가격이나 가격 변화에 반응

하는 정도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저가의 제품을 찾

거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구매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Go-

ldsmith et al., 2005). 가격 민감성은 한 개인이 주관적으

로 가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개념이므로(Nam &

Lee, 2009), 제품의 가격대가 높거나 낮더라도 소비자의

가격 민감성은 객관적인 가격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

다. 즉, 디자이너 의류처럼 고가의 제품에도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구매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가격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가격 민감성은

한 개인의 고정된 특성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가 쇼핑 시 동행자 없이 자신을 위

해 구매하는 상황에서 가격 민감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동행자가 있거나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상황에서는 가격

민감성이 떨어지는 선행연구의 결과는(Nam & Lee, 2009)

가격 민감성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가격 민감성은 유행 혁신성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가 소비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지향하며 접근하는가에 따라 의

사 결정 유형은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 완벽한 품질

을 지향하거나 브랜드 명성에 중점을 둘 수도 있고, 유

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쇼핑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도 있으며,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금액에 걸맞은 가

치를 추구할 수도 있다(Bao et al., 2003). 유행 혁신성이

높으면 가격 민감성이 낮아진다는 부적 상관이 알려지

기도 했지만, 이 두 개념은 이론상 상이한 개념일 뿐 아

니라 실증적으로도 서로 구별되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Goldsmith & Newell, 1997). 패션 제품의 맥락에

서도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이 높을수록 제품 가격에 관

대하게 반응하는 부적 상관이 유효하지만(Goldsmith et

al., 2005), 정장이나 등산복처럼 더 좁은 품목에서는 유

행 혁신성과 가격 민감성이 반드시 부적 상관을 보이지

는 않았다(Chung, 2013). 따라서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

품에 대한 제품 혁신성 및 가치 평가가 유행 혁신성과

정적 관계를 보일 거라고 해서 가격 민감성과는 부적 관

계를 보일 거라고 단언할 수 없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가격 민감

성은 제품 혁신성 및 가치 평가에 오히려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혁신적 제품의 채택과 유

행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심지어 제품의 가격대

가 낮은 품목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Parker,

1992).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는 주로 20~30대의 젊

은 소비자를 목표 시장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Ji

& Kim, 2017), 고객의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유명 디자

이너 브랜드보다 다양한 가격대를 제시한다. 기존의 디

자이너 브랜드처럼 고가 정책을 고수할 수도 있고, 젊

은 고객의 소득 수준에 맞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

를 제시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의 가격 민감성은 제품 평가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므로(Lee, 2014), 가격 민감성은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제품 혁신성 및 가치 평가에 긍정적으

로 작용하기 쉽다. 자가 상표 브랜드의 가격 대비 성능

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가격 대비 성능 평가

에 예산, 가치, 가격, 할인 요인이 관여하며, 소비자가 가

격 대비 성능이 좋은 브랜드라고 인식할수록 제품의 외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6, 2017

– 1128 –

관 등 감각적 측면에서도 제품 인식도 좋아진다는 관계

를 밝혔다(Kara et al., 2009).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내세

우는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경우(Jung, 2010), 제품

혁신성과 관련하여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다양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찾으려는 경향

이 있으므로, 브랜드 명성이 취약한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이 원래 가치에 비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낮다. 이

에 따라 소비자의 가격 민감성은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

품에 대한 혁신성 지각과 전반적인 제품 가치 평가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설 2.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일수록 신진 패션 디자

이너 제품에 대해 높은 (a) 제품 혁신성과 (b)

가치를 지각할 것이다.

3.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제품 혁신성, 지각된 가치, 구매 의도 간 관계

신제품의 혁신성이란 기존의 경쟁 제품에 비해서 소비

자에게 의미 있도록 차별화된 정도로, 의미 있는 독특함

으로 간주할 수 있다(Fang, 2008). 소비자가 제품을 혁신

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구매 의사 결정 각 단계에서 제품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Kim et

al., 2015).

지각된 가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탕으

로 내리는 전반적인 평가로, 제품 혁신성보다 더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복잡한 개념이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지각된 가치가 가격과 품질의 두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을수록 높은 가치를 지각한다고 알

려졌다(Zeithaml, 1988).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너무 단

순하고 복잡한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하기 때

문에 더 다양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지각된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소비자 연구에 적합하다(Sweeney

& Soutar, 2001). 지각된 가치는 대상에 따라 하위차원의

구성이 달라진다. 제품에 대한 지각된 가치는 기능적 가

치,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때 기능적 가치는 다시 가격과 품질로 나뉠 수 있다(Swe-

eney & Soutar, 2001). 브랜드에 대한 지각된 가치는 물리

적 가치, 경제적 가치, 표현적/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서비스 가치까지 더욱 다양한 차원으로 분화될 수 있으

며(Kim et al., 2010). 명품 브랜드의 경우 여기에 독특성

이나 차별성이 추가되기도 한다(Li et al., 2012). 지각된 가

치 역시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촉진시키는 변수로 알려

져 있다(Li et al., 2012).

구매 의도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로, 소비자의 실제 구매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수이다(Fishbein & Ajzen, 1975). 제품 혁

신성과 지각된 가치는 모두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적 반응에 해당하지만, 구매 의도는 소비자의 행동적 반

응에 해당한다. 인지적 반응은 행동적 반응을 선행하면

서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다(Solomon, 2014).

따라서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인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

품에 대한 혁신성과 가치 지각은 소비자의 행동적 반응

인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가설 3.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해 높은 (a) 제

품 혁신성과 (b) 가치를 지각할수록 구매 의

도가 높아질 것이다.

추가적으로,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경우 지각된

가치의 하위차원은 Sweeney and Soutar(2001)가 제시한

차원성을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의 지각된 가

치 척도는 제품의 맥락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

이다. 즉,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지각된 가치는 품

질, 가격,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의 하위차원으로 분

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각된 가치의 하위차원 수준에서

도 가설들의 관계가 재현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이를 탐

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일 것이다.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

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지각된 가치의 하위차원 수준에서, 소비

자의 유행 혁신성과 가격 민감성이 지각

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가치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화

되는가?

III. 방 법

1. 연구설계

1) 연구방법 및 대상

설문조사법을 이용한 양적 연구로 자료를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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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설문대상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 업체의

패널로 등록된 성인 남녀 소비자로 설정하였다. 특정 성

이나 연령에 제한 없이 다양한 소비자로부터 수월하게

자료를 수집하려는 이유였다. 또한 성별, 연령별 응답자

수를 비슷하게 맞추어 특정 성이나 연령에 편포되지 않

도록 설계했다. 60대 이상은 온라인 설문으로 자료 수집

이 어려워, 이들을 제외한 20대, 30대, 40대, 50대 응답자

를 골고루 모집하였다. 2016년 11월 동안 응답자를 모집

하여 총 46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결측치가 없었

으므로 이들의 자료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설문지 구성: 자극물과 측정문항

설문 웹사이트는 먼저 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안내문을 보여주어, 이를 읽고 자발적 참여에 동

의한 응답자만 다음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본 설문을 진행하기 전에 신진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을 비슷하게 맞출 필요가 있었다. 응답자

중 신진 패션 디자이너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지식의

차이로 인한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따라

서 신진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정의(Oh & Nah, 2015;

Seoul Fashion Creative Studio, 2017)와 신진 패션 디자

이너 브랜드에 관한 기사를 자극물로 보여줬다. 국내 신

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으로 구성된 편집샵이 대

중에게 친숙한 백화점에 런칭된다는 내용이었다. 자극

물 기사는 실제 기사를 바탕으로 하되(Jang, 2015) 신진

디자이너 이름 등 고유명사를 익명화하여 개발했다. 응

답자에게 익숙한 언어로 있을법한 내용을 제공함으로

써 신진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는 의도

였다. 아울러 고유명사를 익명화하여 특정 브랜드에 대

한 선입견이 응답에 미칠 수 있는 오차를 통제하려는 의

도도 있었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정의와 기사를 읽은 응답

자는 이어지는 문항에 답했다.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에

서 개발된 척도를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한 지각된 가치(Sweeney & Soutar,

2001), 제품 혁신성(Fang, 2008), 구매 의도(Baker & Ch-

urchill Jr., 1977) 순으로 먼저 응답했으며, 이어서 응답자

의 유행 혁신성(Goldsmith et al., 2005), 가격 민감성(Bao

et al., 2003),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패션 제품 소비 행태

순으로 응답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 연령, 월 평

균 가계소득에 대한 질문했으며, 패션 제품 소비 행태로

는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한 관심도(Zinkhan &

Locander, 1988)와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구매 경험

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선행연구에서 차용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 중 제품 혁신성 척도는 양극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패션 제품 소비 행태

는 명명 혹은 비율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신

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점을 개

방형 질문으로 물어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PSS 21.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패션 제품

소비 행태 자료를 기술분석과 빈도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강점에 대한 질적 자료는 내

용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의미 있는 표현을

추출하여 유목화한 후, 유목에 해당하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유효값으로 세어 빈도분석하였다.

가설 검정 이전에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선

행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각 척도가 수렴타

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충족하는 단순 요인구조를 나타내

는지 살펴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으로 최대우도법

을 사용했으며 회전법은 사각회전인 프로맥스 회전을

사용하였다. 단순 요인구조가 도출되면, 각 요인에 적재

된 문항들로 크론바흐 알파를 산출하여 .70 이상인지 보

아 척도의 신뢰도를 판단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산

출 역시 SPSS 21.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가설 1~3의 검증을 위해, AMOS 21.0 소프트웨어로 최

대우도법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모형을 확장하여 다시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함

으로써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표본

총 469명의 표본은 20~50대 남녀 소비자로 이루어졌

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 성별, 연령별 골고루 분포

했다. 월 평균 가계소득은 평균 440만 원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시기와 동일한 2016년 4분기에 통계청에서 발

표한 월 평균 가계소득이 431만 원으로(Statistics Korea,

2017), 표본의 월 평균 가계소득이 모집단 수치에 근접

했다. 이는 표본의 대표성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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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과

1.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 구매자의 특징

여태까지 신진 패션 디자이너의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구입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93명으로

19.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의 구매 횟수는 평균

3.3회였고,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응답은 2회였다(38명,

40.9%).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을 구매한 유통 경로로

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경로 간 고른 분포를 보였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 인터넷/모바일 종합쇼핑몰과

백화점 순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세부 결과는 <Ta-

ble 2>에 제시하였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을 구매해 본 소비자들은 구

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에 비해 어떤 특성에서 유의차

를 보이는지 탐색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을 구매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종속변수

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패션 제품 소비 행태 관련

다양한 변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 투입한 변수 중,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한 관심도로는 문항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관심도를 측정한 4개 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요인으로 구성된 단순 요인구조를 보

였고 크론바흐 알파도 .89로 나타나, 타당도와 신뢰도가

성립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구매 경험 유무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종속변수는 성별, 월 평균

가계소득,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한 관심도였다.

<Table 3>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구매 경험 여부에 따

른 성별 차이가 유의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χ
2
=

6.99, p<.05). 구매 경험자의 경우 여성이 더 많았으며, 비

구매자의 경우 남성이 더 많았다. <Table 4>의 독립표본

t 검정 결과는 구매 경험 여부에 따라 월 평균 가계소득

(t=2.02, p<.05)과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한 관심

도(t=7.60, p<.001)에 유의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

매 경험자가 구매 비경험자보다 월 평균 가계소득과 신

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따라서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

자는 여성 소비자가 많고, 월 평균 가계소득이 높으며,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이 다른 제품들보다 뛰어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은 크게 대상(Subject)과 기술

(Description)이라는 범주로 유목화할 수 있었다. 대상은

‘무엇이 뛰어난가?’에 대한 내용이고, 기술은 ‘어떻게 뛰

어난가?’에 대한 내용이다. 대상은 다시 디자인(Design),

가격(Price), 소재(Material), 품질(Quality), 발상(Idea)이

라는 5개 하위범주로 유목화했으며, 기술은 혁신성(In-

novative), 고상함(Sophisticated), 합리성(Reasonable), 기

능성(Functional), 평이함(Simple), 인상적임(Impressive)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229 48.8

Female 240 51.2

Total 469 100.0

Age group

20s 123 26.2

30s 115 24.5

40s 117 24.9

50s 114 24.3

Total 469 100.0

Table 2. Retail channels for purchasing the products designed by rising fashion designers

Offline channels Frequency (%) Online channels Frequency (%)

Department store 34 (029.1) Internet/mobile general store 38 (032.5)

Shopping mall 24 (020.5) Internet/mobile specialty store 23 (019.7)

Outlet 21 (017.9) TV home shopping 21 (017.9)

Free-standing specialty store 15 (012.8) Internet/mobile social commerce 10 (008.5)

Large-sized mart 10 (008.5) Others 0 (000.0)

Pop-up store 10 (008.5) - -

Others 3 (002.6) - -

Total 117 (100.0) Total 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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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개 하위범주로 유목화했다. 각 하위범주에 속하는

표현은 <Table 5>에 나타나있다. 디자인(f=50)과 혁신성

(f=81)이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되었으며, 디자인을 언급

한 표현 중 70%가 혁신성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

나 디자인과 혁신성 간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이어서 가

격(f=9)과 고상함, 합리성(f=5)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

다. 특히, 합리성을 언급한 표현은 모두 가격도 같이 언

급되어 합리성의 대상은 가격이기 쉽다. 이 결과는 본 연

구에서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과 가격 민감성, 그리고 제

품 혁신성을 주요 변수로 삼은 연구설계의 외적 타당성

을 뒷받침한다.

2.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

으나, 본 연구와 선행연구 간 연구맥락, 설문대상, 설문

Table 3. Differences in gender, depending on purchase history

Gender

Purchase history
Total

N (%)
χ
2

Experienced

n (%)

Inexperienced

n (%)

Male 34 (007.2) 195 (041.6) 229 (048.8)

6.99*Female 59 (012.6) 181 (038.6) 240 (051.2)

Total 93 (019.8) 376 (080.2) 469 (100.0)

*p<.05

Table 4. Differences in age, monthly income, and interest toward the product, depending on purchase history

Variable

Purchase history

tExperienced (n=93)

Mean (S.D.)

Inexperienced (n=376)

Mean (S.D.)

Age 038.03 (010.99) 039.14 (011.24) .85***

Monthly income 476.51 (198.83) 430.94 (193.58) 2.02***

Interest 004.45 (000.79) 003.69 (001.09)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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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Content analysis of the strengths of the products designed by rising fashion designers

Category Sub-category Frequency Wording

Subject

Design 50 design, detail, color, fashionability, trend

Price 9 price, value for money

Material 7 material, fabric, texture

Quality 5 quality

Idea 3 idea, thinking

Description

Innovative 81

innovative, characterful, non-overlapping, excessive, pioneering, distinct,

different, creative, distinctive, new, fresh, experimental, unique, over my

head, own-minded, unused, discriminative, novel, original, outstanding,

unusual, epoch-making, unstandardized, uncommon

Sophisticated 5 elegant, delicate, polished, sensitive

Reasonable 5 reasonable, moderate, low-priced

Functional 4 functional, elaborated, workmanlike, durable

Simple 3 simple, not showy, usual

Impressive 1 unforget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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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

의 맥락에 맞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기존 척

도의 문항을 수정했기 때문에 기존 척도의 요인구조가

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척도의 요인

구조가 잘 재현된다는 것을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지각된 가치는 선행연구에서 4요인구조로

개발된 바 있으므로, 요인수를 4개로 고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최초 19문항 중 기능적 가치를

측정하는 1개 문항이 감정적 가치의 측정문항들과 같은

요인에 적재되어 요인구조를 흐리게 하였다. 또한 이 기

능적 가치 측정문항의 요인적재치는 .34로, 동일 요인에

적재되는 다른 측정문항들의 요인적재치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치였다. 문항 수정 과정에서 원문항의 의미

가 와전되었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문항을 제외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행하였다. <Table 6>에서

볼 수 있듯, 지각된 가치를 측정하는 18문항은 4개 요인

의 단순 요인구조를 도출하였다. 각 측정문항이 어떤 요

인에 적재되는지 역시 선행연구에서 밝힌 4요인구조를

재현하였다. 감정적 요인의 1개 문항이 .30 이상의 부적

재치를 보여 판별타당도를 약화시킬 수 있으나(Floyd &

Widaman, 1995), 부적재치의 크기가 .30을 미미하게 넘

은 수준이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각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는 모두 .70 이상이어서 신뢰도에도 문제

가 없다고 보았다. 요인명은 측정문항의 내용을 고려하

여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경제적 가치, 기능적 가치

로 명명하였다.

제품 혁신성과 구매 의도,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과 가

격 민감성은 모두 이론상 단일차원 개념이다. 요인수를

Table 6.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erceived value

Factor

Item
a

Social

value

Emotional

value

Economical

value

Functional

value
Communality

would improve the way I am perceived. 01.00 .78

would give its owner social approval. 00.88 .69

would make a good impression on other people. 00.84 .72

would help me to feel acceptable. 00.76 .69

would make me want to use it. 00.96 .64

is one that I would feel relaxed about using. 00.88 .65

would give me pleasure. 00.87 .56

would make me feel good. 00.51 .71

is one that I would enjoy. 00.50 00.31 .70

is reasonably priced. 00.90 .62

would be economical. 00.87 .66

offers value for money. 00.80 .68

is a good product for the price. 00.73 .67

is well made. 00.69 .64

would not last a long time. (r) 00.68 .49

has poor workmanship. (r) 00.67 .46

has an acceptable standard of quality. 00.67 .61

has consistent quality. 00.60 .53

Eigenvalue 08.04 02.36 01.54 01.15

Variance explained % 44.67 13.13 08.57 06.36

Cumulative variance % 44.67 57.80 66.37 72.73

Cronbach's  00.92 00.86 00.90 00.79

a: All items begin with the common phrase of “The product designed by a rising fashion designer”.

(r): Reverse-coded item

Factor loadings below .30 are not shown to improve read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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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로 고정하여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Table 7><Table 10>까지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단순 1요인구조를 도출하였고 크론바흐 알파도 모두 .70

이상이었다. 따라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만

Table 7.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roduct innovativeness

Factor

Item
a Product innovativeness Communality

not offering new ideas  offering new ideas .84 .63

not creative  creative .82 .61

not capable to generating ideas  capable of generating ideas .80 .59

uninteresting  interesting .78 .56

not challenging to existing ideas  challenging to existing ideas .75 .52

very ordinary  very novel .67 .42

Eigenvalue 4.02

Variance explained % 66.93

Cronbach's  .90

a: All items begin with the common phrase of “The product designed by a rising fashion designer is”.

Table 8.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urchase intention

Factor

Item
a Purchase intention Communality

Would you buy _____ if you happened to see it in a store? .89 .65

Would you like to try ____? .88 .65

Would you actively seek out ____ in order to purchase it? .76 .51

Eigenvalue 2.43

Variance explained % 80.82

Cronbach's  .88

a: ____ is replaced with the common phrase of “the product designed by a rising fashion designer”.

Table 9.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fashion innovativeness

Factor

Item
Fashion innovativeness Communality

In general, I am the last in my circle of friends to know the names of the latest des-

igners and fashion trends. (r)
.83 .60

In general, I am among the last in my circle of friends to purchase a new outfit or

fashion. (r)
.81 .57

Compared to my friends, I do little shopping for new fashions. (r) .79 .55

I know more about new fashions before other people do. .62 .48

If I heard that a new outfit was available through a local clothing or department

store, I would be interested enough to buy it.
.61 .51

I will consider buying a new fashion, even if I haven't heard of it yet. .50 .37

Eigenvalue 3.48

Variance explained % 58.03

Cronbach's  .85

(r): Reverse-cod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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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할 만한 수준임을 검증하였다.

3. 가설 검정

유행 혁신성과 가격 민감성이 제품 혁신성과 지각된 가

치에 영향을 미치고, 제품 혁신성과 지각된 가치는 다시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로 이루어진 연구모형

을 생성하였다. 모수의 수를 줄이고 더 나은 모형 적합도

를 얻기 위해, 다차원 구조를 갖는 지각된 가치는 문항 결

합하였다. 지각된 가치의 4개 요인구조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으므로 내적 일관성 방법을 활용하여 동일

요인에 속하는 문항끼리 결합하였다(Little et al., 2002).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 일부가 임계치에 다소 못 미쳤

다(χ
2
=1,060.75, df=223, p<.001; TLI=.84; CFI=.86; RMS-

EA=.09). TLI와 CFI가 .90 이상이며 RMSEA가 .10 이하일

때 자료가 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MacCa-

llum et al., 1996), TLI와 CFI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모형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형을 약간 수정하였다.

먼저, 유행 혁신성의 6개 측정변수 중 3개를 역코딩했으

므로 이들 간 오차 공분산을 추가하였다. 유행 혁신성이

라는 잠재변수만 공유하는 순코딩 문항과 달리, 역코딩

문항끼리는 역코딩했다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으므로 이

들의 오차 사이에는 공통된 분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제품 혁신성과 지각된 가치 둘 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에 해당하므로 모형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잠재변수의

오차 공분산을 추가하였다. 수정한 모형의 모형 적합도

는 최초 모형에 비해 나아졌다(χ
2
=756.21, df=219, p<.001;

TLI=.89; CFI=.91; RMSEA=.07). TLI가 다소 기준치에

못 미치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적합도 지수 중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RMSEA가(Kenny & McCo-

ach, 2003) 모형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없는 수준이다. 따

라서 자료가 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계수를 해석

하였다(Fig. 1).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은 제품 혁신성(β=.29, p<.001)과

지각된 가치(β=.50,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a)와 1(b)는 지지할 수

있다. 소비자가 최신 유행을 잘 받아들일수록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해 혁신적이라고 지각하고 높은 가

치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제품 혁신성으로의 계수보

다 지각된 가치로의 계수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은 지각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소비자의 가격 민감성 또한 제품 혁신성(β=.30, p<.001)

과 지각된 가치(β=.27,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2(a)와 2(b) 역시 지지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제품의 가격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록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해 혁신적이라고 지

각하고 높은 가치를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품 혁

신성과 지각된 가치로의 계수가 유사한 값이므로, 가격

민감성이 제품 혁신성과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

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 혁신성(β=.16, p<.001)과 지각된 가치(β=.72, p<

.001)는 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3(a)와 3(b)도 지지할 수 있다. 즉, 소비자

가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해 높은 혁신성과 가치

를 지각할수록 그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도도 강해진다.

제품 혁신성과 구매 의도 간 계수보다 지각된 가치와 구

매 의도 간 계수가 크므로, 구매 의도를 강화하는 데 지각

된 가치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4. 지각된 가치의 하위차원 수준에서의 관계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과 가격 민감성 둘 다 지각된 가

Table 10.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rice sensitivity

Factor

Item
Price sensitivity Communality

I buy as much as possible at sale prices. .84 .53

The lower-price products are usually my choice. .70 .44

I compare prices to find the lower-priced products. .68 .42

I look carefully to find the best value for the money. .64 .40

Eigenvalue 2.54

Variance explained % 63.45

Cronbach's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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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높일 수 있으며, 지각된 가치는 구매 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계가 가설 검정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가

설 검정 모형은 지각된 가치를 하나의 잠재변수로 설정

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된 가치의 하위차원 수준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다시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즉, 소

비자의 유행 혁신성과 가격 민감성이 제품에 대한 사회

적, 감정적, 경제적, 기능적 가치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그리고 사회적, 감정적, 경제적, 기능적 가치 지

각이 구매 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지각된 가치의 하위차원 수준에서도 연구가설을 지지

할 수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가설 검정 모형을 확장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확장한 모형에는 지각된

가치를 1개 잠재변수로 설정하지 않고, 문항 결합 없이

사회적, 감정적, 경제적, 기능적 가치의 4개 요인을 각각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4개 잠재변수는 원래 지각된 가

치의 하위차원이므로 이들 간 오차 공분산도 모형에 추

가하였다. 확장 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적합도 지수 간 엇

갈리는 결과를 보였다(χ
2
=1832.52, df=566, p<.001; TLI

=.87; CFI=.88; RMSEA=.07). TLI와 CFI는 기준치에 못

미치는 값을 보인 반면, RMSEA는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모형을 약간 수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개선하고자 했

다. 새로 투입한 변수들 중 기능적 가치의 측정변수 2개

가 역코딩 문항이었다. 역코딩 문항끼리는 모형에서 설

명하지 못하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 간

오차 공분산을 추가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한 모

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소 개선되었다(χ
2
=1649.38, df=565,

p<.001; TLI=.89; CFI=.90; RMSEA=.06). 가설 검정 모

형을 받아들였던 것과 같은 논리로, 확장 모형 역시 자료

가 모형에 적합하다고 보고 잠재변수 간 계수를 해석하

였다(Fig. 2).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은 제품에 대한 사회적 가치(β=

.43, p<.001), 감정적 가치(β=.49, p<.001), 경제적 가치(β

=.37, p<.001), 기능적 가치(β=.34, p<.001) 지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최신 유

행을 잘 받아들일수록 지각된 가치의 하위차원 모두 높

게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유행을 잘

받아들일수록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경제적 가치, 기능적 가치를 높게 지각한

다. 각 관련 계수를 보면, 유행 혁신성이 감정적, 사회적

가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 기능적 가치 지각에

미치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의 가격 민감성 역시 제품에 대한 사회적 가치

Fig. 1. SEM results of the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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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15, p<.01), 감정적 가치(β=.22, p<.001), 경제적 가치

(β=.27, p<.001), 기능적 가치(β=.31, p<.001) 지각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제품

의 가격에 민감할수록 지각된 가치의 하위차원 모두 높

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

할수록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경제적 가치, 기능적 가치를 모두 높게 지각한다.

각 관련 계수를 보면, 가격 민감성이 기능적, 경제적 가

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감정적, 사회적 가치 지각에 미

치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각된 가치의 하위차원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으

로는, 제품에 대한 사회적 가치 지각을 제외하고(β=.03,

p=.65) 감정적 가치(β=.28, p<.001), 경제적 가치(β=.19,

p<.001), 기능적 가치(β=.31, p<.001) 지각이 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감정적, 경제적, 기능적 가치

를 높게 지각할수록 그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높아

지는 것이다. 각 관련 계수를 보면, 기능적, 감정적 가치

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 가치가 구매 의도

에 미치는 영향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아,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이 소비자의 사회적 지위를 향

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을 구매

하는 소비자의 특징을 탐색하여 누가 신진 패션 디자이

너 브랜드의 고객인지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과 가격 민감성이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에 대

한 혁신성과 가치 지각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들은 다

시 구매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지각된 가치의 하위차원 수준에서도 성

립했으나, 사회적 가치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만 유

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시사점

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을 누

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매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상

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로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신

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소비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혔다. 성별과 연령의 비율을 일정하게 맞춘 성인 소비자

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약 20%의 소비자가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유행 확산 이론

에서 혁신자가 2.5%, 초기 수용자가 13.5% 정도의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Rogers, 2003), 신진 패

션 디자이너 제품의 구매 경험자는 대체로 혁신자나 초

기 수용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유행 혁신

Fig. 2. Path coefficients in the SEM results of the extend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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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제품에 대한 혁신성과 가치를 높게 지각하도록 하

며 이는 다시 구매 의도를 강화한다는 일련의 관계가 밝

혀졌으므로, 왜 혁신자나 초기 수용자가 신진 패션 디자

이너 제품을 구매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유행 혁신성뿐 아니라 가격 민감성을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 채택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자 특성

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 민감성은 유행 혁신성과 부적 관계에

있으므로(Goldsmith et al., 2005; Goldsmith & Newell,

1997), 유행 혁신성이 구매 의도를 촉진하면 가격 민감

성은 상반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추론하기

쉽다. 그러나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

하면, 디자이너 제품으로서의 독창성은 있지만 브랜드

명성이나 사회적 상징 측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가격

민감성이 낮은 소비자만을 목표 고객으로 삼기는 어려

울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대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일

수록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혁신성과 가치를 높게

지각하며 이는 구매 의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가격 민감성이 구매 의사 결정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정적 영향 대 부적 영향)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유행 혁신성의 효과와 가격 민감

성의 효과를 단편적으로 검증한 것이 아니라 구조방정

식 모형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검증했으므로, 유행 혁

신성과 가격 민감성이 모두 구매 의도를 촉진하는 데 주

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각 변수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

증함으로써, 각 잠재변수 간 영향력 비교를 용이하게 했

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전통적

인 회귀분석이나 경로분석으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단편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변수들이 순차

적 관계를 맺는 복잡한 모형을 검증하기 어렵다. 또한 측

정변수에서 오차를 제거한 잠재변수 간 영향력을 파악하

고 비교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

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은 제품 혁신성

보다 지각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격

민감성은 두 인지변수에 거의 비슷한 정도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잠재변수 간 영향력 비

교를 통해, 구매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

각된 가치이며, 지각된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과 가격 민감성 중 신진 패션 디

자이너 제품의 구매 행동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

자 특성은 유행 혁신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설 검증 외에 지각된 가치의 하위차원 수준에서 가

설을 지지할 수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향후 이론의 발전

을 꾀할 실증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다. 하나의 잠재변수로 지각된 가치를 설정

했을 때 가설을 지지할 수 있다면, 지각된 가치의 하위

차원 수준에서도(즉,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경제적

가치, 기능적 가치) 그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과 가격 민감성 모

두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경제적 가치, 기능적 가치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행

혁신성은 감정적, 사회적, 경제적, 기능적 가치 순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반면, 가격 민감성은 기능적, 경제적, 감정

적, 사회적 가치 순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비자 특성에 따라 지각된 가치의 하위차원에 미

치는 영향력 순위가 달라진다는 결과는 신진 패션 디자

이너 제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소비자마다 주안점이 다

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지각된 가치의 하위

차원과 구매 의도 간 관계에서 기능적, 감정적, 경제적 가

치 순으로 구매 의도를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사회적 가치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은 브랜드 명성이나 사회적 상징성이 약

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지각된 가치의 하위차원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

드와 이들의 후원자를 위한 실용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는 이들의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혁신자나 초기 수용자의 사용 후기를

적극 발굴하여 상품 기획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약 20%

의 응답자가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을 경험했다는 점

을 고려하면, 유행 주기 상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직전에

위치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기존 고객의 사용 후기를 토

대로 기존 고객의 꾸준한 재구매를 유도하거나 신규 고

객 유치에 중점을 주는 등 전략적 방향을 정해야,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는 제품 디자인에 물

론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만 가격 책정에도 신중하게 접

근해야 한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이 다른 제품들보

다 뛰어난 점으로 디자인과 혁신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되었지만, 가격 합리성에 대한 소비자 의견도 상당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6, 2017

– 1138 –

했다. 또한, 유행 혁신성과 더불어 가격 민감성도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소비자는 최신 유행

은 빠르게 받아들이지만 가격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는 소비

자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여 가격을 책정해야 하며, 필요

에 따라 다양한 가격 프로모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유통 경로로 오프

라인 및 온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 디자이

너 브랜드의 경우 온라인 채널보다 오프라인 채널에서

매출이 높지만(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Coun-

cil of Fashion Designers of Korea, 2015), 신진 패션 디자

이너 브랜드의 경우 제품의 구매 경로로 오프라인과 온

라인 채널이 골고루 언급되었다. 특히, 오프라인 채널에

서는 백화점이, 온라인 채널에서는 종합몰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였다. 백화점과 온라인 종합몰은 여러 품목을

한 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다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유통업체 방문을 유도할 만큼 강력한 집객 요인으로 작

용하기에는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존재감이 약

하기 때문이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는 유통 경로

를 선택할 때 오프라인 및 온라인 채널을 가리지 말고 다

양한 제품군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우선 선택하여 대

중의 인지도를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일

부가 임계치에 다소 못 미쳤기 때문에 자료가 모형에 매

우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 표본 특성이

상이한 자료를 수집하여 동일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재현한다면, 소비자의 유행 혁신성과 가

격 민감성이 신진 패션 디자이너 제품의 구매 결정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더욱 설득력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 지각된 가치의 하위차원 수준에서도

가설로 세운 관계가 유의한지 밝혔으나 이는 탐색적 접

근이었기 때문에 이론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다. 본 연

구의 실증적 결과에 근거하여 유추할 수 있는 관계는 (1)

다양한 소비자 특성에 따라 어떤 차원의 가치에 주안점

을 두는지 달라질 수 있으며 (2) 제품의 특성에 따라 어

떤 차원의 가치가 구매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칠지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관계를

과학적 접근으로 검증하여 지식의 확장을 꾀하는 시도

도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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