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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termined the impact of ‘Fashion Augmented Reality (FAR)’ acceptance factors based on the

model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 on consumer attitudes, intention to use technology, and

fashion product purchase intention. A survey asked participants to have an AR experience using a FAR app

to understand FAR in advance. Data were analyzed factor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using SP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 analysis classified the acceptance variables of FAR technology into

‘social relations’, ‘shopping effectiveness’, and ‘easy to use FAR’. Second, among the three factors of FAR

acceptance, ‘shopping effectiveness’ is statistically more influential on positive attitudes towards FAR. How-

ever, ‘easy to use’ factor was more influential on ‘the intention to use technology’ as well as ‘purchase in-

tention’. Third, ‘social relations’ were identified a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consumer attitudes’, ‘inten-

tion to use technology’ and ‘purchase intention’ which are not well covered in fashion technology research.

In addition, ‘the intention to use technology’ was found to be influential on ‘purchase intention’ and indic-

ated the importance of easiness of FAR to enhance purchase intention.

Key words: UTAUT, Fashion Augmented Reality (FAR), Consumer attitudes, Intention to use technology,

Purchase intention; 통합기술수용이론, 패션 증강현실, 소비자 태도, 기술 사용의도, 구매의도

I. 서 론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면서 패션업계에도 놀라운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회선은 약 5,068만 개

에 달하며, 이는 전 국민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스마트폰

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Ministry of Sci-

ence and ICT, 2018). 이러한 디지털 혁명은 소비자 라이

프스타일의 혁신(Innovation)을 가져왔다. 증강현실(AR)

과 가상현실(VR)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앱(App)을 모바

일에 사용하면서 새로운 체험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패션과 기술의 융합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AR은 스마트폰과 같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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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통해서 실제와 같은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기술이고, VR은 특수기기를 사용하여

미리 설계된 공간에서 가상의 세계를 경험해보는 것이

다. 소비자들은 늘 새로운 디자인이나 기술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가에서는 제품과 새로운 기술과의 마

케팅 접점을 찾고 있다. AR 기술은 소비자가 앱을 설치

하면 바로 체험해 볼 수 있고 옷이나 신발을 스토어에 가

지 않고도 사진을 찍어 자기 얼굴과 체형에 입혀볼 수

있어서 탈의실의 개념이 사라진다. O2O(Online To Off-

line)를 위한 좋은 기술로서, 보완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에도 불구하고 패션계에서는 이미 다양한 마케팅 수단

으로 AR을 활용하고 있다. 주요 사례 중의 하나로 미국

의 갭(Gap)은 ‘드레싱 룸 바이 갭(Dressing Room by Gap)’

이라는 AR 모바일 기술을 제공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호

응을 얻었다(“갭, 증강현실 [Gap, Augmented Reality]”,

2017). 2018년에 SPA 브랜드인 자라(Zara)도 매장과 연

계된 AR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하였다. 자라

가 선보인 AR 콘텐츠는 앱에서 모델들이 자라의 스튜디

오 컬렉션을 보여주고 소비자들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

게 하는 기술을 선보였다(Min, 2018). 샤넬(Chanel), 버버

리(Burberry)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IT 기반의 마

케팅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샤넬은 국내에서 선보인 ‘마

드모아젤 프리베(Mademoiselle Privé)’ 전시회에서 샤넬

의 히스토리, 대표 제품 등을 보여주는 도구로 AR 기술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패션 AR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FAR은 ‘Fashion Augmented Reality’의 약어이며, 패션

AR을 지칭하는 의미로 재정의하고 연구에 사용하였다.

IT 마켓 조사업체인 Digi-Capital의 예상에 따르면, VR

과 AR 시장은 2020년 약 1,200억 달러로 2018년 이후부

터는 AR 기술이 성장을 주도하고, 2020년에는 AR 시장

이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Digi-Capital, 2016).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FAR

콘텐츠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기술수용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

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분야에서 AR 기술수용에 관한 평가도구와 분석이 강화

되어야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마케팅 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분화된 패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현재까지 패션과 관련된 기술수용연구는

대부분 기술수용모델(TAM)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기반

으로 FAR의 기술수용요인을 유형화하고, 쇼핑 시 FAR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기술 사용의

도, 패션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

다. 또한, FAR 콘텐츠 사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패션

기술수용에 대한 하위 요인들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하

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연구와 마케팅 기획에 차별

적인 시사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적용

된 FAR에 대한 기술수용요인들을 밝혀 궁극적으로 구

매의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패

션 기술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 증강현실(FAR)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은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현재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

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표현된다(“Augmented reality”,

2018). 이 용어는 Caudell and Mizell(1992)이 자기가 개발

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

기 위해 맨 처음 사용한 언어이다. 사용자의 현(Real) 시

점에 현존하는 환경을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그 위에

붙여(Overlay), 디지털 정보를 합성하고 전체적으로 인위

적인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사전적 정의를 가진

다. 최초로 상용화된 AR 기기는 1998년 풋볼 게임 방송

중에 사용한 ‘First Down’이며 그 이후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유리의 Google Glass 및 헤드 업 디스플레

이는 대표적인 AR 제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Fisher(2018)는 ‘증강’이란 단어가 증가, 확장 또는 더

나은 것을 의미하며 AR은 가상 요소의 사용을 통해 현

실 세계가 확장되거나 강화되는 VR의 한 형태로 시각적

장치(Visual Device)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현실 세계의

관점에서 이러한 요소를 겹쳐 디스플레이하는 기술이

라고 하였다. 이 개념은 1960년대, 카네기 공과대학의 Su-

therland(1968)가 언급한 최초의 VR 헤드 장착 디스플레

이(HMD: Head-Mounted Display) 시스템과는 다르다.

이 장치는 측면에서 원시적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현실

감 및 그래픽 가상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간단한 시스템

이었으며, 테스트 중인 다양한 구성요소가 서로 완전히

통합되지는 않았다(Skagestad, 1993). 또한, Milgram et

al.(1994)에 의하면 실제 AR과 VR이 관련되어 있으며,

VR 환경은 관찰자가 존재 또는 가상의 실제 환경 특성

을 모방하거나 모방하지 못할 수도 있는 완전히 합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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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기반을 둔다. 하지만 중력, 시간 및 물질적 특성

을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세상

을 창조함으로서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게 한다. 반대로,

AR은 현실 세계를 보완하는 기술로서, 현실과 가상 사

이의 연속선상에 놓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패션 증강현실(F-

AR)의 개념은 패션 상품 소비자가 비주얼 기기나 앱을

이용하여, 현재 시점에 현존하는 상품에 대한 영상 이미

지와 가상의 패션 상품, 환경 등에 관한 디지털 정보를

합성하고, 현실과 가상으로 합쳐진 환경을 체험할 수 있

게 만든 기술로 설명된다.

AR과 FAR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Won and

Park(2015)은 연구에서 AR을 정보형, 게임형, 가상 체험

형, 비주얼 이펙트형 등으로 분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

다. 여기서 가상 체험형의 대표 사례로 FAR을 언급하

였으며, 가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실제처럼 느끼

게 해주는 가상 피팅이 있다고 하였다. Kim(2017)의 연

구에 따르면 AR과 VR의 콘텐츠 사이의 장단점에 따라,

패션 분야의 경우 소비자는 VR보다 AR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AR은 본인의 신체에 가상의 피팅

및 제품 착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팅형 콘텐츠가 가장

많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FAR 콘텐츠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2.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Unified Theory of Acc-

eptance & Use of Technology)은 Venkatesh et al.(2003)

에 의해 제안된 모델로 정보기술의 소비자 수용을 이해

하기 위하여 채택과 확산 관련 이론들을 발전시킨 것으

로,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기술수용(Technology Accept-

ance)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들은 기술수용

과 관련된 8가지 이론과 모형을 리뷰하고 기술수용가

치를 예측하기 위해서 오류를 줄인 UTAUT 통합모형을

개발하였고, 주로 기술 사용의도와 기술사용을 예측하

는 것과 관련된 요인을 추출해내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

다(Venkatesh et al., 2012). 여기서 이 모델이 많은 연구의

이론적 기초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용 행동의도에서

70%, 기술사용에서 50%의 높은 설명력과 오리지널리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Venkatesh et al.(2012)

은 계속적으로 이 모델을 개발하여 쾌락적 동기, 가격,

습관 등을 추가한 UTAUT 2 모델로 확장해갔다.

UTAUT 모델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로

부터 비롯된다. TAM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행동의도, 태도 크게 4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나 다양한 기술의 진화에 따른 TAM으로 설명하기 힘든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확실하였고, 기존

변수들이 선별되고 재조작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보완을 추구하는 후속연구들이 지속

되어왔다. Davis et al.(1989)의 TAM은 수용자 태도와 의

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 초기

모델은 사회심리학에 근거한 Fishbein and Ajzen(1975)

의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에 이론적 근거를 두며, Ajzen(1985, 1991)의 계획적 행동

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영향도 받았

다. TAM이 기술진화에 따른 많은 변수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 모델이라는 점에서 보완되어 연구 개발된 모델이

<Fig. 1>의 Venkatesh et al.(2003)의 UTAUT 모델이며,

기존 이론들과 다르게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서 사회적인 영향(Social Influence), 노력기대(Effort Ex-

pectancy),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 촉진조건

(Facilitating Conditions)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4가지 독립변수들이 작용할 때 나이(Age), 성별(Gender),

자발성(Voluntariness of Use), 경험(Experience)이 일부

경로에 조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UTAUT 모델은 기존에 존재하던 이론들이 다른 용어

를 채택하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동일한 구조라는 것과 행

동연구의 복잡성과 연구자의 한계로 인해 다수 요소를

다룰 수 있는 단일 이론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론들

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되고 개발된 UTAUT의

중요성과 가치는 다음 학자들에 의해 조명된다. Min et

al.(2008)은 UTAUT는 TRA, TPB 및 TAM과 같은 IT 채

택 모델에 포함된 요소를 통합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설

득이 가능한 이론이라고 평가하였다. Kripanont(2007)는

이론적 관점에서, UTAUT는 의도와 행동의 결정요인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세련된 관점을

제공하며 모델의 주요 관계 대부분이 보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기존까지 기술수용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TAM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Bae and Kim(2015)은 FAR 제

품의 이용경험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장된 기술

수용모형(ETAM: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

del)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실재감, 정보적 체험, 개인

의 혁신성, 제품 관여도를 외부변인으로 하고, 그 영향관

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TAM의 기본 요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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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각된 용이성이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며, 정보적 체험이 수용자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유

용성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Lee et al.

(2011)은 패션 T-commerce 구매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위해 TAM을 토대로 유행관여라는 새로운 변수

를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패션에 UTAUT 모델을 적용한 연구는 옴니

채널 서비스의 사용자 모형에 관한 연구에서 패션 쇼핑

을 언급한 Joo and Lee(2016)의 선행연구 정도이며, 실

용적 쇼핑 가치를 추가하여 구매의도를 밝히고자 하였

다. Lim and Kim(2018)은 옴니채널 환경에서 사용자 의

도에 미치는 요소를 패션 타겟이 아닌, 채널 전체를 대

상으로 진행하였고, 이는 포괄적인 결과로 패션 사용자

의도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UTAUT 모델은 패션 분야보다 의료기기나, 신

용카드 등의 금융기술을 분석하고 이들의 사용자 의도

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뱅킹과 UTAUT와의 관계를 알아본

Park and Park(2017)은 인터넷 뱅킹의 사용의도가 이용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성별, 나이, 소득

등의 수준도 혼재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새로운 기

술이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거부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패

션과 UTAUT 모델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의 기술수용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밝

히고자 하였다.

3. UTAUT 변수와 FAR의 기술수용요인

본 연구에서도 FAR 기술수용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하

여 UTAUT 모델을 기반으로, 통합된 변수들로부터 패

션 기술 하위 요인들을 추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되어졌으며, UTAUT 변수를 응용하여 FAR 기술수용요

인을 도출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고

자 하였다.

첫째, UTAUT 모델에서 성과기대는 Venkatesh et al.

(2003)의 최초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작업수행에서 이익(Benefit)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된다. 즉, 새로운 정보시

스템을 사용함으로서 일상생활의 작업성과를 향상시키

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UTAUT의 성과기대는 지각된 유용성을 포함하여 외

부동기(Extrinsic Motivation), 직업적합성(Job-fit), 연관

된 장점(Relative Advantage), 결과기대(Outcome Expect-

ations) 등 유사하지만 구조적으로 다양하게 갈라졌던

이론들을 통합한 개념이며, TAM의 개념은 지각된 유용

성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응용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TAUT의 성과기대 개념이 FAR 기술수

용요인 도출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쇼핑 시

FAR을 사용할 경우 얻어지는 소비자의 다양한 이익에

관련된 하부 요인으로서 성과기대 변수를 응용하여 측

정하고자 한다.

둘째, 노력기대는 ‘기술사용과 관련된 용이성의 정도’

Fig. 1. Model of UTAUT.

From Venkatesh et al. (2003). p.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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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다. Venkatesh et al.(2003)이 정의한 바에 따르

면, ‘개인이 많은 수고 없이 대상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노력기대 변

수는 TAM의 인지된 용이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의미로 특정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

는 것이라고 정의되었으나, UTAUT 모델에서는 지각된

용이성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복합

성(Complexity), 혁신적 기술의 사용편의성(Ease of Use)

등 여러 이론들의 콘셉트 구조를 내포한다. 이는 단순하

게 사용하기 쉽고 편하다는 개념보다 상위 개념으로 기

술사용에 대한 패션 기술 사용의도와 패션 상품 구매의

도에 다양한 측면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이에 본 연구에서 적용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적인 영향은 ‘개인이 조직이나 주변에서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신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한다(Ven-

katesh et al., 2003). 사회적 영향은 본 연구에서 기존 연

구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변수로서, 이는 TAM 등의 다

양한 기술수용 관련 이론들과 다른 시각의 변수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 사회는 소셜 미디어와

정보의 범람으로 신기술의 사용 유무가 개인의 지위나

역할, 그리고 보여지는 이미지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사회적 영향의 변수는 과시적인 측면에서 패션 기술

수용의 변수를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

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영향의 변수는 UTAUT 모델에서

기존의 주요 이론들을 복합적으로 통합하여 크게 사회

적 요소(Social Factors), 이미지(Image), 주관적 규범(Sub-

jective Norm)으로 콘셉트 개념을 구조화하였고, 이는 패

션 산업에 신기술을 적용할 때, 개인적인 욕구에 의한 사

용과 사회적인 기대치와 과시성으로 인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변수가 주요 FAR

기술수용요인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소비자들의 기술수

용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

고 연구에 반영하였다.

넷째, 촉진조건은 ‘개인이 시스템 사용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해,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있다고 믿는 정

도’를 뜻한다(Venkatesh et al., 2003). 촉진조건 변수의 콘

셉트 구조는 UTAUT 모델에서 기술을 사용하는데 방해

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과 조직의 환경적

인 구조를 포함한다. 이는 패션 산업에서 신기술 요인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되

었고, UTAUT의 연구모형에서 보듯이 촉진조건은 다른

독립변수에 비해 다수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경로가 적다

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촉진조건은 배제하고 연구

를 설계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은 <Fig. 2>와 같다. UTAUT 모델의 주요 변수

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을 기반으로 패션에

적합한 FAR 기술수용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변수인 촉진조건은 배제하고 연구를 설계하였다.

종속변수는 소비자가 패션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 패션 기술 사용의도, 패션 상품 구매의도로 설정

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UTAUT 모델에 의한 FAR 기술수용변수

를 요인화한다.

연구문제 2. 패션 제품 구매 시 FAR을 사용하는 것에

Fig. 2. Research conceptu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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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비자 태도를 요인화한다.

연구문제 3. UTAUT 모델에 의한 FAR 기술수용요인

이 소비자 태도, 기술 사용의도, 패션 상

품 구매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4. FAR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기술 사용의

도가 패션 상품 구매의도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2. 측정도구와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대상자는 20대 여성으로 편의표본(Convenien-

ce Sampling) 추출방법에 의하여 선정하고, 측정도구는

설문지로 하였다. 설문내용과 척도구성은 다음과 같다.

FAR 기술수용요인에 관한 내용은 Venkatesh et al.(2003)

이 제시한 UTAUT 모델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관련 요

인들의 선행연구 Davis et al.(1989), Davis(1989), Moore

and Benbasat(1991), Thompson et al.(1991), Compeau and

Higgins(1995), Compeau et al.(1999)의 연구들을 참고하

고, 사회적 영향은 위의 선행연구들과 Ajzen(1991)의 연

구를 추가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을 수정 보완

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소비자 태도

에 관한 문항은 Davis et al.(1989, 1992), Thompson et

al.(1991), Compeau and Higgins(1995), Compeau et al.

(199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

고, 사용의도는 Taylor and Todd(1995), Venkatesh et al.

(2003)이 제안한 연구의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구

매의도는 Taylor and Baker(1994)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모바일 앱으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통

자극물로, iOS와 Android에 모두 설치 가능한 ‘Pictofit’

이라는 패션 스타일링 앱을 선정하여 조사대상자들에

게 FAR 콘텐츠를 체험하는 시간을 주고 나서 설문지에

응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자극물은 본인이 전신사진을

찍어, 브랜드별 의상 및 잡화를 선택하고 이를 AR을 통

해 입어볼 수 있다. 또한 VR까지 더해져 배경 이미지 변

경도 가능하며, 구매 및 사진 공유까지 할 수 있어 기술

사용 및 구매의도를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총 163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수집

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150부를 본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

석을 실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

을 사용하였으며 단순/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

펴보면 <Table 1>과 같다. 연령 분포는 20세 이상 24세

이하가 66.0%, 25세 이상 29세 이하가 34.0%로 나타났

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3.7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후반보다 20대 초중반의 여성이 주 응답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재학 및 졸

업이 7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문대 재학 및

졸업은 16.0%,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9.3%의 순서로 나

타났다.

2. FAR 기술수용변수의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FAR 기술수용변수의 유형화를 위하여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표시하였

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과 배리맥스(Varimax) 회전법

을 사용하였다. 표본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는 .876으

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결과 근사 카이

제곱값이 1450.81(p<.001, df=105)로 상관 행렬이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추출 과정

에서 모든 항목은 고유값(Eigen Value)이 1.000 이상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50)

Item Category Frequency %

Age
20-24 years 99 66.0

25-29 years 51 34.0

Education

 4 year univ. course student/post graduate univ. 112 74.7

2-3 year college course student/post college graduate 24 16.0

Graduate school course student/master's degree 14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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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

변량은 68.74%로 나타났다. 요인 1은 패션 신기술 사용

을 주변인들의 영향과 지위, 관계의 동기로 인하여 사

용하는가에 관한 변수들로 구성되어 ‘사회적 관계(So-

cial Relations)’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변량 31.04%로 나

타났다. 요인 2는 패션 상품 구매 시 새로운 기술과 시

스템을 사용함으로서 쇼핑에 도움을 받거나, 능률을 향

상시키는가에 관한 변수들로 이루어져 ‘쇼핑의 효율성

(Shopping Effectiveness)’으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변량

21.86%로 나타났다. 요인 3은 패션 상품 구매 시 새로

운 기술시스템을 사용함으로서 쇼핑이 간편해지거나,

작동법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쉬운가를 대표할 수 있는

변수들로 ‘FAR 사용용이성(Easy to Use FAR)’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설명변량 15.84%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

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분석하였

고, 요인 1은 .933, 요인 2는 .854, 요인 3은 .761로 나타나

서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3. 소비자 태도의 요인분석

소비자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요인분석을 하기 전에 표본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

는 .808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결과 근

사 카이제곱값이 730.160(p<.001, df=36)으로 상관 행렬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추출

과정에서 모든 항목이 고유값이 1.000 이상으로 총 설명

변량은 69.13%로 나타났다. 요인 1은 패션 신기술을 사

용하였을 때 긍정적인 소비자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으

로 ‘긍정적 태도(Positive Attitude)’로 명명하였으며, 설

Table 2. Factor analysis on FAR acceptance variables based on the UTAUT model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Social

relations

I like to use this system because someone who is important to me

has the idea that I should use FAR.
.936

4.656
31.04

(31.04)
.933

People in my peripheral group (organization) who use FAR when

purchasing fashion have high specifications.
.933

The use of FAR itself is a symbol of my status in my company or

organization.
.915

My company or workplace tends to rate people who use FAR far

higher than those who do not.
.890

I use this system because there are many people who use FAR

around me.
.822

Those who influence my behavior think that I should use FAR in

my fashion purchase.
.681

Shopping

effectiveness

Using FAR when purchasing fashion products is effective for my

shopping.
.823

3.279
21.86

(52.90)
.854

Using FAR when purchasing fashion products improves difficult

things in shopping.
.784

When you buy fashion goods, FAR makes shopping easier. .774

FAR is useful for my shopping when I buy fashion products. .711

Using FAR when purchasing fashion products makes shopping much

faster.
.685

Easy to

use FAR

I think it is easy to understand how to use FAR when purchasing

fashion products.
.807

2.376
15.84

(68.74)
.761

I think it is much better to use FAR when buying fashion products. .692

I think it is easy to freely use FAR when purchasing fashion. .632

When purchasing fashion products, it is very easy to choose clothes

that suit me when using FAR.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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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변량 35.62%, 고유치 3.206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패션 신기술을 사용하였을 때 부정적인 소비자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부정적 태도(Negative Attitude)’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변량 33.51%, 고유치 3.016으로 나타

났다. 신뢰도 분석결과,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는 ‘긍

정적 태도’ .853, ‘부정적 태도’ .874로 나타나 측정항목

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4. FAR 기술수용요인이 소비자 태도, 기술 사용

의도, 패션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1) FAR 기술수용요인과 소비자 태도

UTAUT 모델에 의한 FAR 기술수용요인이 소비자 태

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에서의 각 요인값을 사용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Model)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에 표시하였다. ‘긍정적

태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독립변수를 FAR 기술수

용요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수정된 R
2
값

이 .316으로 31.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F값은 23.980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회귀모형에

서 ‘쇼핑의 효율성’의 경우 표준화 계수인 β값이 .417로

가장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6.156, p<

.001). ‘FAR 사용용이성’의 β값은 .342(t=5.050, p<.001),

‘사회적 관계’의 β값이 .198(t=2.923, p<.0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FAR 기술수용 시 고객은 구

매가 효율적으로 이뤄졌는가의 만족감과 보상이 충족될

때, FAR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

도가 가장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인 영

향력의 크기는 작지만 ‘FAR 사용용이성’과 ‘사회적 관

계’도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태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독립변수를 F-

AR 기술수용요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수정된 R
2
값이 .380으로 38.0%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F

값은 46.613(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Table 3. Factor analysis of consumer attitudes toward using FAR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Positive

attitude

Using FAR content gives fun to shopping. .871

3.206
35.62

(35.62)
.853

FAR content is fun to use. .868

FAR content use is pleasant. .831

FAR content use makes fashion shopping more interesting. .773

I like to use FAR content. .576

Negative

attitude

It is foolish to use FAR content. .895

3.016
33.51

(69.13)
.874

When you shop using FAR content, you get bored quickly. .851

I am afraid to use FAR content. .838

Using FAR content is not good for the shopping and buying I

want.
.794

Table 4. The effects of FAR acceptance variables on positive and negative consumer attitud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
2

Adjusted R
2

F

Positive attitude

Social relations .198 .198 2.923***

.330 .316 23.980***Shopping effectiveness .417 .417 6.156***

Easy to use FAR .342 .342 5.050***

Negative attitude

Social relations .580 .580 8.987***

.388 .380 46.613***Shopping effectiveness −.118 −.118 −1.850***

Easy to use FAR −.228 −.228 −3.529***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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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이 회귀모형에서는 ‘사회적 관계’ 변수의 β

값이 .580(t=8.987, p<.001)으로 소비자의 부정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비자들

이 사회적 지위나 관계를 위해서 FAR의 기술사용을 요

구받을 때, 소비자의 태도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FAR 사용용이성’의 β값은 −.228(t=−3.529, p<.01)

로 부정적 태도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이 쉽고 간단한 FAR 콘텐츠가 부정적인 태

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쇼핑의 효율성’은 부정적인 태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2) FAR 기술수용요인과 기술 사용의도

UTAUT 모델에 의한 FAR 기술수용요인이 기술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모형은 수정된

R
2
값이 .419로 41.9%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F값은 36.81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회귀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FAR 사용

용이성’ 변수의 β값이 .503(t=8.061, p<.001)으로 가장 크

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계’의 β값은 .355(t=5.678, p<

.001), ‘쇼핑의 효율성’의 β값이 .227(t=3.637, p<.001)로

나타났다. 이는 FAR 콘텐츠를 사용할 때, 사용이 편리하

고 쉽다고 느끼는 ‘FAR 사용용이성’이 클수록 소비자가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높아지며, ‘사회적

관계’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FAR 사용용이성’보다는 작

지만, 사회나 조직의 분위기와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제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

여준다.

3) FAR 기술수용요인과 패션 상품 구매의도

UTAUT 모델에 의한 FAR 기술수용요인이 패션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하게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수정된 R
2
값이 .370으로 37.0%

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F=30.202, p<.001).

이 회귀모형에서 ‘FAR 사용용이성’의 β값이 .453(t=

6.975, p<.001)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구매의도에 제

일 큰 영향을 미치는 FAR 기술수용요인임을 알 수 있었

다. ‘사회적 관계’의 β값은 .302(t=4.638, p<.001), ‘쇼핑의

효율성’의 β값은 .294(t=4.521, p<.001)로 확인되었다. 이

는 고객이 FAR 콘텐츠 사용 시 기술사용의 편의성이 높

다고 느낄수록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크게 나타

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관계를 의식하거나 쇼핑

시에 효율성이 높다고 인지하는 것도 구매의도를 높게

만드는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관계’는

주변인들의 분위기와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5. FAR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기술 사용의도가 패

션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1) FAR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패션 상품 구매의도

FAR 콘텐츠 사용 시 소비자의 태도가 패션 상품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독립변수인 ‘긍

정적 태도’와 종속변수인 구매의도와의 영향력에 대한

회귀모형은 수정된 R
2
값이 .279로 27.9%의 설명력을

Table 5. The effects of FAR acceptance variables on intention to use technolog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
2

Adjusted R
2

F

Intention to use 

technology

Social relations .290 .355 5.678***

.431 .419 36.817***Shopping effectiveness .186 .227 3.637***

Easy to use FAR .412 .503 8.061***

***p<.001

Table 6. The effects of FAR acceptance variables on purchase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
2

Adjusted R
2

F

Purchase intention

Social relations .248 .302 4.638***

.383 .370 30.202***Shopping effectiveness .242 .294 4.521***

Easy to use FAR .373 .453 6.97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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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

58.696, p<.001). 독립변수인 긍정적 태도의 β값은 .533

(t=7.661, p<.001)으로 종속변수인 구매의도에 유의미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부정적 태

도’ 변수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긍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FAR에 대한 기술 사용의도와 패션 상품 구매의도

FAR에 대한 기술 사용의도가 패션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독립변수인 기술 사용

의도와 종속변수인 구매의도와의 영향력에 대한 회귀

모형은 수정된 R
2
값이 .739로 73.9%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

422.438, p<.001). β값은 .861(t=20.553, p<.001)로 매우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Ko and Kim(2014)의 선

행연구에서 TAM을 중심으로 패션 브랜드의 SNS 사용

의도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R
2
=.379)라는 결과와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도 패션 상품 구매 시, FAR 기술

사용의도가 높을수록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도 높아진다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새로운 기술이 반영된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신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기술 사용의도가 구매의도에 결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UTAUT 모델에 기반

을 둔 FAR 기술수용요인을 밝히고, 이 요인들이 FAR을

사용하는 소비자 태도, 기술 사용의도, 패션 상품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술 사용

의도가 패션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FAR 기술수용요인을 유형화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 ‘사회적 관계’,

‘쇼핑의 효율성’, ‘FAR 사용용이성’으로 내용에 적합하

게 명명하였다. 또한, FAR 사용에 대한 소비자 태도는

사용함으로서 장점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태도’와 사

용하면 복잡하고 단점이 많다고 느끼는 ‘부정적 태도’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FAR 기술수용요인 중 ‘쇼핑의 효율성’은 FAR

사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고객은

FAR을 사용하여 실제 쇼핑에 대한 정보를 얻어 도움이

되거나, 쇼핑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등의 효율적인 요소

를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므로, FAR 콘텐츠 개발 시

‘쇼핑의 효율성’이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

고 판단되어진다.

셋째, 쇼핑 시 FAR 기술을 사용하거나 패션 상품을 구

매하고자 하는 의도는 ‘FAR 사용용이성’이 크게 영향

을 주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조작이 편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특징이 소비자들의 패션 신기술 수용과

구매로의 연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가 주변 시선과 사회적 관계에 놓인 사람들

과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기술 사용의도를 가지거나, 패

션 상품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적 관계’는 소비자 태도, 기술 사용의도, 패

션 상품 구매의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적 관계’의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존 패션 기술수용

Table 7. The effect of consumer attitudes on purchase intention toward using FA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
2

Adjusted R
2

F

Purchase intention
Positive attitude −.438 −.533 −7.661*** .284 −.279 58.696***

Negative attitude −.042 −.051 0−.618*** .003 −.004 00.381***

***p<.001

Table 8. The effect of intention to use technology on purchase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
2

Adjusted R
2

F

Purchase intention
Intention to use 

technology
.865 .861 20.553*** .741 .739 422.43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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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내용으로서, UTAUT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얻어낸 결과로 의미가 있다. 패션

기술을 소비자가 수용하는 반응에 있어, 콘셉트를 개인

혹은 사회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영향력의 차이에 대해

고찰해 볼 만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다섯째, FAR 사용 시, ‘긍정적 태도’만이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 사용의도

가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마케팅과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FAR 기술 사용의도는 개인적인 쇼

핑 혜택, 만족감과 편의성이 크게 작용하지만, 선행연구

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요인인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

또한 주목해야한다. 사회적인 지위나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기술사용이 강요되면 소비자의 기술수용태도는 오

히려 부정적인 태도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기

술 사용의도와 패션 상품 구매의도에 있어서 ‘사회적 관

계’의 요인은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화가 강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일맥상통

하는데, 자기 주체성과 개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신

기술 사용은 타인과 조직의 강요보다는 주변인들의 기

대에 따른 개인의 과시와 이미지 부각 등 자발적인 ‘사회

적 관계’의 요인으로부터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시사

한다. 이는 패션 신기술을 사용한 마케팅 전략 시, 소비

자의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개인이 패션 신기술

을 잘 다룰 줄 알며,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여 트렌드 적

이거나 유행을 선도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콘셉트의 프

로모션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패션업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둘째, 패션 상품 구매 시 FAR 기술 사용의도가 높을수

록 구매의도가 매우 높았다. 이는 기술조작이 편하고 이

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의미로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들

의 즉각적인 반응은 기술의 용이성이고, 이를 통해 구매

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FAR을 사용하여 고객은 실제 쇼핑에 대한 정보

를 얻어 도움이 되거나, 쇼핑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등의

효율적인 요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므로, FAR 콘텐츠

개발의 핵심 가치로 판단해볼 수 있다. 이는 패션의 특성

을 살려 직관적이고 심플하며 감각적으로 어필할 수 있

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소비자가 실제 쇼핑 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한다는 의미

이다. 또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설명뿐만 아니라 이

벤트 쿠폰이나 할인 및 우대 등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추가 혜택을 주어, 지속적으로 기술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콘텐츠 개

발 시 장기적인 마케팅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어진다.

넷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패션 신기술의 정착은 단

일 요인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패션 기

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가 쇼핑의 목적을 이루

었는지, 그리고 기업은 매출 성장과 긍정적인 고객 후기

를 얻었는지 등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갖춰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패션은 어떤 산업보다 민감

하고 복합적이라 익숙함에 의존하기보다 이러한 신기술

의 체험들이 활력소가 되고 확장된 마케팅 도구로서 자

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에서 꾸준하게 집중 케어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 패션 기술 관련 연구의 배경이 되어온

TAM의 보완된 모델인 UTAUT를 기반으로 하였다. 특

히, FAR의 기술수용요인을 새롭게 밝히고 그 요인들이

패션 소비자의 태도와 기술 사용의도, 패션 상품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좀 더 차별성

을 두고자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대 여성만을 대상

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성별과 연령 등의 추가 변수에 의

한 차이는 나타내지 못하였다. 또한, 현재 패션업계의 컨

디션에 따라 촉진조건의 변수는 배제하고 진행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UTAUT 모델을 완전하게 반영하여, 다

양한 변수를 통한 FAR 기술수용요인의 영향력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패션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

에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과의 융합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소비자들

에게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주는데 적극적일 필요가 있

다. 새로운 기술트렌드의 장점을 연구하고 패션 분야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획기

적인 마케팅 전략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가 패션 관련 기술연구의 성장과 신기술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실증적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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