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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개념구조

The Conceptual Structure of Intellectual Capital in Fashion Companies

손진아*

Jin Ah So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구성개념과 그 차원을 규명하고 학문적으로 패션기업의 지적자본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실무적으로 패션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을 병행한 통합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질적연구는 패션기업에 근무하

는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양적연구는 면접조사법을 이용하여 설문지가 배포되었으

며 총 121부가 회수되어 통계처리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은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계자본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적자본은 최고경영자, 구성원, 인적자

원관리력 총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있었으며, 구조자본은 조직문화, 정보력, 상품기획력, 혁신적 신제품 총 4개의 요

소가 도출되었다. 관계자본은 관계관리력, 마케팅력, 고객자산 총 3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둘째, 밝혀진 패션기

업 지적자본 개념구조를 양적으로 확인한 결과 질적연구결과와 거의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모든 구성요소들은 내적일

관성, 수렴타당성, 구성 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었다.

주요어 : 지적자본,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계자본, 패션기업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nstruct of intellectual capital in a fashion company. 
To this end, the mixed research methods that combin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were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was first condu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16 experts working in the fashion industry, 
and a questionnaire was then given to 121 fashion companies in order to fulfill the quantitative research portion 

of this stud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ual structure of intellectual capital in 
a fashion company was revealed. A fashion company's intellectual capital is composed of ‘human capital’, 
‘structural capital’, and ‘relational capital’. Human capital has three components: a chief executive officer (CEO), 
members, and a human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y. Structural capital has four components: organizational 
culture, information management capability, merchandising capability, and product innovation capability. 
Relational capital has three components: customer equity, marketing capability, and relationship management 
capability. Second, the conceptual structure of intellectual capital was confirmed via quantitative research 
analysis. All of the components of intellectual capital have internal consistency, convergent validity, construc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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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은 현재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했으며 세계화라는 시장 환경 변화에 커다란 도전

을 받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 하에서 패션기

업 경영자들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환경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동시에 이

에 대응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에 둘러싸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환

경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며, 그 이유는 각 기업이 

보유한 자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 기업별로 특

화된 자원을 핵심역량이라 하는데, 이러한 핵심역량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게 된다(Jang, 2005).

패션기업의 경우 짧은 제품수명 주기, 사회 심리적 

기준에 의한 선택,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변화 등 그 상

품적 특성으로 인하여(Rhee, 1999), 정보력, 기획·디

자인력, 조직 네트워크, 소싱·생산력, 마케팅력, 브랜드 

자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의 무형자산이 패션기업

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역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Choo & Choi, 2007; Moore & Fairhurst, 2003; 

Yoo, 2003).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총합

을 지적자본이라 하는데(Teece, 1998), 기업에 존재하

는 지적자본은 핵심역량을 창출하는 원천이자 저장고로 

종업원이나 조직 그 자체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모방될 수 없고, 다른 자원들과는 달리 능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자원으로 중

요시 되고 있다(Stewart, 1997, Sveiby, 1997). 하지

만 이러한 지적자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패션기업 

현장에서는 지적자본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발하

고 실천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이미 경영학분야에서는 지적자본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졌지만 기업이 속한 산업군의 특성은 반영되

지 않은 채 일반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대부

분의 연구들은 종업원, 조직, 그리고 대외 관계자 측면

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성요소를 연구자 직관에 

의존하여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Moon & Kim, 

2007) 선행연구들의 구성요소와 개념을 패션기업에 그

대로 가져다 쓰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일반제조

업과 다른 특성을 가진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적자

본과 그 구성요소, 그리고 성과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연구 틀이 없어 이에 대해 새로

운 탐색과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역량으로 기업의 무형자산인 지적자본에 초점을 맞춰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구성개념과 그 차원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패션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

접법을 이용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여 패션기업에 적합한 

지적자본 구성요소와 하위개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는 양적으로 제한 받지 

않고 다양한 패션기업의 지적자본의 구성요소를 밝혀내

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밝혀진 지적자

본 구성요소들을 다시 한번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연구

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그 내적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패션기업의 지적자본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실무적으로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관리와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적자본의 개념

1980년대 말 이후 기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전통적

인 회계시스템을 이용한 재무보고는 기업의 진정한 가

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Lev, 

1996). 왜냐하면 장부상의 가치와 기업의 진정한 가치

인 시장가치와의 괴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Kang, 2007). 그 이후 Nonaka(1991)가 지식경

영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Edvinsson (1997)이 새로운 

재무보고의 개념으로 지적자본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

용한 이후로 지적 자본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지적자본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어느 정도의 차

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형의 지식가치에 집

중하고 있다. 최초로 지적자본이라는 개념을 세운 

Edvinsson (1997)은 지적자본을 지식자본

(knowledge capital), 비재무적 자본(non-financial 

capital), 비물질적 자산(immaterial asset), 숨은 자산

(hidden asset), 보이지 않는 자산(invisible assets), 

시장가치에서 장부가치를 차감한 것 등으로 정의하였

다. Brooking(1996)은 회사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모든 

무형자산을 총칭한 개념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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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Roos & Roos (1997)는 경쟁우위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기업의 숨겨진 자산의 총합으로 정의하였

다. 또한 Lev(2001)는 혁신, 독특한 조직구성, 인적자

원에 의해서 생성되는 가치를 지닌 무형자본으로 지적

자본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적자본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각각 

다양하지만 첫째, 본질적으로 기업 내의 보이지 않는 자

산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점, 둘째, 단지 조

직 내 구성원의 지식이나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라 구성원과 조직내 내재화되어 있는 지식까지 포괄하

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지적자본은 조직 경쟁우위의 가장 중요한 원

천으로 가시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무형자

산의 총합이라고 정리 할 수 있다.

2. 지적자본의 분류

지적자본의 구성에 관하여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

한 분류기준과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계(혹은 고객)자본으로 범주화

한다. 

Brooking (1996)은 지식자본을 시장 자산, 지적 소

유자산, 인간 중심 자산 그리고 인프라 자산으로 구분하

였다. Edvinsson & Malone (1997)은 지적자본을 인

적자본과 구조적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

하게 Stewart (1997)는 지적자본을 인적자본, 구조적 

자본, 그리고 고객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Youndt (1998)은 인적자본, 조직자본, 관계자본으로, 

Petrash (1996) 역시 이와 유사하게 인적자본, 조직자

본, 고객자본으로 분류하였다. Bontis (1998)는 기업의 

지적자본이 인적자본, 구조적자본, 고객자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인적자본은 종업원의 내부에 위치하며 성

문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구조적자본은 내부조직간의 

관계 속에 위치하며 효율성과 접근성으로 측정되는 자

산으로, 고객자본은 지적자본의 구성요소들 중 가장 성

문화되기는 쉽지만 조직의 외부 관계 속에서 체화되어 

있어 축적되기 어려운 자산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지적 자본의 차원을 어떤 체계로 

분류할 것이냐 및 각자본에 대한 명명은 다소 상이하지

만, 대체로 인적 자본, 구조자본, 그리고 관계(고객)자

본으로 구분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도 이러한 공통적인 분류체계를 따라 패션기

업의 지적자본을 크게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계자본으

로 분류하여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개념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Moon and Kim (2007)은 지적자본의 현실적 분류

체계 및 구성요소에 대한연구에서, 이러한 세 가지 범주

를 중심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가 연

구자마다 혼란되고 차이가 있으며, 명칭은 공통되게 인

식되나 그 구체적인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 지적자본의 

전체적인 개념과 분류체계가 혼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기업의 지적자본을 파악

함에 있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인적자

본, 구조자본, 관계자본을 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인적자본

인적자본은 대부분의 지적자본 연구들에서 공통적으

로 하나의 독립된 수준으로 간주되며, 지적자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Wright et al. (2001)는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가 

이 인적자본에서 발생된다고 주장하였다. Edvinsson 

(1997)은 인적자본을 회사의 직원과 경영자들의 모든 

개인적인 능력, 지식, 기술, 경험의 합이라고 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Stewart (1997)도 인적자본은 고객에

게 문제의 해법을 제공하는 데 요구되는 개인들의 능력

이라 하였다. 또한 Brooking et al. (1998)은 인간 중

심 자산은 조직체의 직원에 의해 구현되는 집단적 전문

기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리더십, 기업 

및 경영기술 등을 총망라하는 개념이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 구성원 내에 내재된 지식이 인적자본이

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지만, 이러한 조직 구성

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되는 조직의 지원활

동 역시 인적자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

이 분분하다. 그러나 최근 인사관리 연구 및 사회학 연

구의 영향으로 구성원의 정서와 역량을 지원하고 증진

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핵심적인 인적자본

임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Mavrinac & 

Siesfiled(1997)는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나 교육 시스

템 등의 인적자본지원 시스템을 인적자본측정을 위한 

유용한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Dasnish Trade 

and Industry Development Council ([DTIDC], 

1997)에서도 인적자본을 종업원의 능력 및 이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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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영시스템, 종업원 만족도로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을 정의함에 있어 구

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의 노력까지 포함

하고자 한다. 인적자본은 조직구성원 개인과 관련된 특

성으로, 조직 구성원이 소유한 개인적 특성 및 업무와 

관련된 스킬과 능력의 집합이며, 또한 이러한 조직 구성

원의 능력을 지원하는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체제를 포

함한 것을 인적자본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2) 구조자본

지적자본 중 구조자본은 조직 내 구성원을 제외한 가

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인 만큼(Edivinsson & Malone, 1997), 

그 개념과 범위를 확실하게 정의 내리는 것은 어렵다. 

Petrash (1996)는 구조자본을 조직이 특정한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응집된 지식과 이러한 지식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기반 문화 및 지원 활동이라고 정의 내렸고, 

Edvinsson (1997)은 구성원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뒷받침하고 지지해주는 간접자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생산성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

이터베이스, 조직구조, 특허, 등록상표 등 조직 능력의 

합계라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tewart(1997)는 구

조자본을 시장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직이 소유하

고 있는 조직적 능력이라 하였으며, Brooking (1996)

은 경영철학, 기업문화, 경영과정, 정보망 체계, 재정관

계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조자본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

였다. 구조자본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를 고찰한 Kang 

(2007)은 구조 자본에서 측정하는 것은 크게 기업의 경

영시스템, 정보 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등 조직의 기반

시설과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조자본은 시장의 요구를 만족

시키고 구성원들의 업무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차

원에서 개발, 습득, 운영되는 조직적 역량과 이 결과 얻

어진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지식자산을 아우르

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관계자본

과거의 기업 환경에서는 기업이 혁신을 주도해가면 

고객은 이에 따라오는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되었지만,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고객이 기업의 생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보

다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관계자본은 고객과의 

관계에 초점이 집중되어왔지만(Edvinsson & Malone, 

1997; Petrash, 1996), 최근에는 고객에서 범위를 넓

혀 조직이 관계를 맺는 상대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관

계자본을 정의하기도 한다(Roos & Roos, 1997). 

Kim et al. (2003)은 관계자본을 외부관계자로부터 

획득한 가치와 관련된 요소, 외부 관계자와의 관계를 운

영 조정하는 능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

하였으며, 지적자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조사한 

Guthrie et al. (1999)와 Brennan (1999)에 따르면 

관계자본 측정요소로는 일반적으로 브랜드, 고객, 고객 

충성도, 유통구조, 비즈니스 협력체계, 우호적 계약관계 

등이 채택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산업구조가 과거 수직적 통합구조에서 네트워

크 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이 상대해야 하는 대상은 

단지 소비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

와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므로(Davita 

& Cassill, 2002), 본 연구에서 관계자본은 기업과 커

뮤니케이션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외부 주체들 즉, 

협력업체, 고객 등과의 관계 속에서 조직이 획득하는 무

형의 가치 및 이들 관계자와의 관계를 운영, 조정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의 선정

본 연구는 패션기업의 경쟁우위를 가져다 주는 무형

자산인 지적자본에 관한 체계적인 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선행연구만을 참고하여 척도를 구성하

거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질적연

구와 양적연구의 통합방법설계를 시도하였다. 통합방법

설계는 Tashakkori and Teddile (1998)의 질적/양적 

통합연구방법 중 순차적 방법 Qual-Quan방법을 채택

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질적 조사방법으로 패션기업에 

근무하는 업계전문가 대상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을 실시하여 지적자본의 구성요소와 하위개념들을 도출

하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양적 조사방법인 기업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질적연구결과 밝혀진 지적자본 구성요

소들을 확인하고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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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연구방법: 심층면접조사

본 연구에서는 패션기업의 지적자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패션기업의 상

품기획 전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머천다이저와 디

자이너(Yoo, 2000; Lee, 2004) 16명을 면접의 주 대

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경력이 최저 7년 이상으로 기업

의 디자인 실장, 기획팀장 등 패션기업의 기획업무과정 

전반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었다. 또한 패션기업의 지적자본은 모기

업의 규모, 브랜드 복종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

낼 것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패션기업의 지적자본에 대

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기업규모, 복종, 조닝, 브랜

드 전개방식, 매출 등에 있어 다양한 기업에서 종사하는 

면접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면접대상

자와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기본정보는 

<Table 1>과 같다

면접방법은 Patton (1990)의 면접유형 중 면접지침

법(interview guide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

라 미리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질문하였으며, 질

문과 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응답 내용에 따라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질문을 구체화시켜 다시 질문하고 응답하

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지적자본 개념이 실무자들

이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패션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자원과 역량, 즉 핵심역량을 중심으

로 그 범위를 회사의 자금력이나 부동산보유 등 물적자

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패션기업 성과에 큰 영향

력을 가지는 무형자산으로 설명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방법은 Patton(1990)의 면접유형 중 면접지침

법(interview guide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

라 미리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질문하였으며, 질

문과 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응답 내용에 따라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질문을 구체화시켜 다시 질문하고 응답하

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지적자본 개념이 실무자들

이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패션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자원과 역량, 즉 핵심역량을 중심으

로 그 범위를 회사의 자금력이나 부동산보유 등 물적자

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패션기업 성과에 큰 영향

력을 가지는 무형자산으로 설명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표 1. 면접대상자 및 소속기업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and Companies

면접내용은 업계에서의 총 근무경력 및 현재 브랜드

의 근무경력 등 피면접자의 일반적 특성들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브랜드가 처한 대외적, 대내적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였고, Porter(1985)의 가치사슬기

법을 이용하여 패션브랜드의 전체 업무진행흐름이 도식

화되어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일

어나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이 과정

에서 일반적인 패션브랜드의 업무진행과 차이를 보이거

나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

을 요구하여, 자연스럽게 소속 브랜드의 자원과 역량에 

대한 내용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면접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진행되었

으며, 장소는 응답자의 회사 상담실이나 사무실과 같이 

조용하고 면접 도중 면접을 방해하는 요소가 적은 곳에

서 이루어졌다. 면접시간은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

었고, 면접중의 대화내용은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였으

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강조하여 

최대한 솔직하고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

고 응답에 대해 불충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

으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Tompson (1997)의 4단계 질적자료 분

석방법을 이용하여 패션기업의 핵심역량이 될 수 있는 

Company interviewee
Brand Category Career Occupation

B Casual 10y MD

N Sports 8y MD

R Woman 10y Designer

G Woman 9y Designer

K Woman 12y MD

M Casual 11y MD

C Man 20y Designer

O Woman 7y MD

I Man 13y MD

L Acc. 9y MD

T Woman 14y MD

V Woman 8y Designer

H Woman 9y Designer

E Woman 9y Designer

F Woman 7y MD

S Woman 8y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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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본 하위개념들 42개를 뽑아내었다. 그리고 이 요

소들을 그 의미에 있어 유사한 개념끼리 묶고 정리하여 

상위개념으로 체계화한 뒤, 이론적 고찰결과에 따라 지

적자본의 세 가지 차원인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계자본

으로 범주화하였다.

전체 분석과정에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보완하

고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패션기업 근무경험이 

5년 이상인 연구원 5명이 참여하였으며, 연구원 각자에

게 지적자본에 대한 개념 및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계

자본에 대한 정의와 함께 추출된 하위개념과 구성요소

들을 보내준 뒤 분류하게 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 및 연

구원들간 분류 일치도는 82.7%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

주일 뒤에 모두 모여 토론과 자료 재검토를 통하여 지적

자본 구성요소들의 최종 범주를 결정하였다.

3. 양적연구방법: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위하여 질적연구결과 도출된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구성요소와 하위개념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Edvinsson & Malone, 1997; Hitt & Irreland, 1985; 

Moon, 2007; Shin, 2002 etc.) 근거하여 세부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질적연구결과 도출된 내용에 근

거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을 척도에 추가하였다. 작

성된 설문지는 2009년 4월 패션기업에 근무하는 실무

자 5명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 받았고, 문항 내용, 문항

길이, 내용의 모호성 등 지적된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지

적자본 보유도, 기업 일반적 특성 총 3개 부분 53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문항들은 선다형과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연구대상 패션기업은 2008/2009 한국패션 브랜드 

연감에 등재된 국내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브랜드를 매출순위로 나열한 후 중앙값(median)인 50

억이 넘는 브랜드를 설문조사대상으로 하였다. 50억 이

상 브랜드로 한정한 이유는 본 연구가 패션기업의 지적

자본을 규명하고자 하므로,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

우 지적자본 자체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패션브랜드연감은 1997년 이래 연

간으로 어패럴뉴스사에서 발행되어 온 것으로 2차 자료

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수집 방법에 있어 상당한 신뢰

도를 가진다고 판단되어(Kim, 2007) 본 연구의 샘플링 

틀(sampling frame)로 이용되었다.

본 연구가 패션업체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경

영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기 때

문에, 설문대상자는 자신의 업무에서 전문가적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Lee et al., 

2006) 대리, 과장 및 각 부서 팀장으로 하였다. 자료의 

배포 및 수집기간은 2009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루

어졌고, 해당기업에 전화로 설문조사 참여여부를 문의

한 뒤 허락하는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작성하도록 한 뒤 직접 수거하

였다. 이와 같은 면접조사법(interview survey)을 통

하여 총 124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설문지가 수거되

었으며, 이 중 결측값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

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121부가 통계처리에 사용

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개념구조

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개념구조와 구성요소

1) 패션기업의 인적자본 개념구조와 구성요소

인적자본이란 조직구성원 개인과 관련된 특성으로 

업무와 관련된 능력 등 조직 구성원 내에 내재된 지식 

집합이며 또한 이러한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지원하는 

행위중심의 체계이다(Edivinsson & Malone, 1997).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크게 두 가

지로 개인과 관련된 특성과 이런 구성원의 능력을 지원

하는 조직의 인적자원관리력으로 나뉘어진다. 심층면접 

결과 역시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구성원의 능력과 이를 

지원하는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역량에 대해 언급되었다.

 (1) 최고경영자

Kim (2008)은 성인여성 의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그의 연구에서 패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한 결과 환경과 패션기

업의 전략과 함께 최고경영자가 기업성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의류소매업체의 경

영실패 원인에 대한 정성분석을 실시한 Hwang (2004) 

역시 실패극복방안으로 경영자의 전문지식, 산업흐름에 

대한 통찰력, 경영 노하우, 열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

구 역시 패션기업의 무형자산인 지적자본으로서 최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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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에 대한 내용은 기업 특성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

업에서 언급되었다.

“단기적으로 매출이 안나오면 다른 브랜드와 달리 우

리 사장님은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 장기적으

로 전체적으로 다같이 보시지. 여기 런칭 전에도 패션쪽 

일을 20년간 해오셨거든. 노하우가 있으시지”(브랜드B) 

“사장님이 워낙 빨리 패션시장을 읽으시기 때문에…”(브랜드F)  

“저희가 처음에 2주 기획을 시작할 때 가장 큰 힘은 최

고경영자의 의지와 리더십이었어요. 안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밀어부치셨죠”(브랜드R)

이처럼 최고 경영자가 패션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력

과 통찰력을 가지고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최고경영

자의 능력 중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으며, 일을 추진하

는 강력한 리더십 또한 중요한 능력으로 언급되었다. 패

션산업은 개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전체의 9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이어서(Park et 

al., 2003), 의사결정단계가 짧고 최고경영자가 실무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최고경영자

의 실무참여는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제시된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심층

면접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의 말투에서 그들

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패션기업의 인적자본 중 최고경영자에 대한 내

용은 최고경영자의 경영노하우와 리더십, 패션산업에 

대한 이해, 최고경영자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감으로 정

리되었다.

 (2) 인적자원관리력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목적달

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및 기법의 체계

라고 정의된다(Ivancevich, 1995). 즉 조직 구성원들

의 능력을 증진하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투

자적 성격의 선행요인이다. 심층면접 결과 패션기업의 

인적자원관리활동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성과관

리시스템, 우수한 인재선발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

다.

“일주일에 한번씩 업무시간 쪼개서 영어를 가르치

고 있어. 기획부서는 마케팅을 가르쳐, 교육을 시키는 

거지. 단기간 교육시킨다고 되는게 아니잖어?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고 있지”(브랜드B) “우리는 일은 

많은 편이지만 그 대신 연봉이 높은 편이어서…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브랜드R)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

서 구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교육지원에 대한 기업의 긍정적인 

태도와 투자가 그 기업의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

다. 통상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는 패션업계의 특

성상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구성원의 능력을 고양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면서 성과를 공정하게 측

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 역시 중

요한 인적자원관리 역량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인재선

발에 대한 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브랜드N의 사례에

서 패션산업에 맞는 인재선발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패션기업의 인적자본 중 인

적자원관리력에 대한 내용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지원

에 대한 기업의 태도, 인재선발시스템, 체계적인 성과평

가시스템으로 정리되었다.

 (3) 구성원

심층면접결과 대다수의 지적자본에 대한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구성원과 관련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구성원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언급

되고 있었는데, 하나는 구성원의 실무적인 능력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내용이었다.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것이 조

직인데 아무리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잘 갖춰놔도 결국

은 그 일을 하는 건 사람이거든요”(브랜드M) “사람이 바

뀌면 레퍼런스들이 사라지잖아. 그 자료들을 회사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 그만큼 사람이 바뀌면, 잘하면 

현상유지고 보통은 손해지”(브랜드L) “저희는 디자이너

들끼리 관계가 좋아요. 서로 믿고, 조금 힘들더라도 서

로 도와주고…”(브랜드H) “저희는 계속 일을 하다보면 

자신의 경력과 상관없이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할 수 있

어요. 스스로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요”(브랜드M) 

“회사 매니아들이라고 해야 하나? 직원들의 애사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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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높아”(브랜드C) 

선행연구에서 인적자본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언급

한 실무자의 업무능숙도는 패션기업을 그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역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으며, 구성원의 

낮은 이직률 또한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구성원의 정서적 상태로는 동료들간 관계만족도, 

일에 대한 자부심, 애사심 등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요소가 중요한 인적자본의 구성요소임을 주장한 선행연

구들과(Duelwicz & Herbert, 1999) 그 맥을 같이 한

다. 이상의 심층면접 결과 패션기업의 인적자본의 구성

요소로는 최고경영자, 인적자원관리력, 구성원으로 정

리되었다.

2) 패션기업의 구조자본 개념구조와 구성요소

지적자본 연구에서 구조자본은 조직이 특정한 형태

로 소유하고 있는 응집된 지식과 이러한 지식을 지원하

기 위한 조직 기반 문화와 지원 활동으로 구성된 자본으

로 정의할 수 있으며(Petrash, 1996), 이는 인적자본을 

뒷받침하고 지지해주는 간접자본의 역할을 한다

(Edvinsson, 1997).

이러한 개념에 기반하여 심층면접결과 나타난 패션

기업의 구조자본을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범주로 

나누어 정리되었으며, 하나는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지

식적인 측면의 조직역량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조직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패션기업이 갖춰야 할 지원측면의 자원이었다. 조직역

량을 뒷받침해주는 조직측면의 지원자원으로는 조직문

화와 정보관리력이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으며, 패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적인 측면의 조직역량으로는 

제품개발과 관련된 포괄적 의미의 상품 기획력과 제품 

혁신력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1) 조직문화

조직문화는 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

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 이념, 관습, 지식과 기

술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개념적 범위가 매우 넓다

(Smircich, 1983). 심층면접결과 패션기업의 조직문화

로 자사만의 독특한 기업문화와 자율적이며, 빠른 의사

결정과정 및 유연한 조직구조 등이 언급되었다.

“지금 우리만의 기업문화가 많이 와해되고 있는 시

점이야.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강해지더

라도 그걸 대신하긴 힘들지 않을까?”(브랜드C) “볼륨화

가 되다 보면 덩치가 커지니까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죠. 

정책하나 결정하는데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 조직은 정

말 빨라요”(브랜드O)  “저희 조직은 유동성이 있어요. 언

제 이 사람 저리 갈지 이리 갈지 몰라요. 멀티플레이어

를 만드는 거죠”(브랜드G)

오래된 모기업을 가진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기업문

화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실무자들은 이러

한 기업문화가 대기업의 탄탄한 업무지원시스템으로도 

대체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사례에서와 같이 패션기업의 조직문화 중 특징적인 것

이 자율적 의사결정과 유연한 조직구조를 가졌다는 것

이다. 이는 패션상품이 시즌별로 신제품이 출시되어 일

반소비재에 비해 제품수명주기가 짧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패션기업의 대표적 특징으로 짧은 의사결정과정

을 들 수 있으며(Rhee, 1999), 심층면접결과 역시 이

러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패션기업의 조직

문화는 기업문화, 짧은 의사결정, 자율적 직무의사결정, 

유연한 조직구조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2) 정보관리력

최근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제품수명주기는 더욱더 

짧아지고 있으며, 패션산업은 더 변화지향적으로 변화

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분석과 예측은 더 중

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Seo et al., 2006). 또한 이러

한 정보력을 뒷받침해주는 정보인프라구축은 최근 조직

내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urbaxani & Whang, 1991). 본 연구에서도 역시 정

보관리능력은 중요한 패션기업의 구조자본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정보수집은 많이 하고 있어. 각 패션정보사들이 와서 

브리핑도 하고, 정보지도 정말 많이 받아봐”(브랜드B) “저

희는 꾸준히 시장조사를 해요. 고객들을 만나죠. 크게는 3

년마다 한번씩은 갤럽조사를 하고, 소비자들이 말하는 것

을 유리창 너머에서 보고 그런 것 있죠? FGI? 그걸 일년

에 한 번씩 꾸준히 해요. 디자이너들은 현장에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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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씩 나가서 매장 매니저들에게 듣고…”(브랜드R)

패션기업의 정보관리력으로 첫째, 새로운 새로운 시

장정보 수집하는 능력이 언급되었다. 여기서 시장정보

라는 것은 패션 트렌드 정보 외 목표시장에 대한 소비자

정보 등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정

보를 얻기 위해 패션기업들은 소비자 정량조사, 소비자 

정성조사, 시장조사, 패션정보사 이용 등 주기적으로 다

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둘째, 체계적 정보관리능

력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직내 패

션정보실이라는 부서를 두고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전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

었다. 셋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내 인트

라넷(intranet)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정보관리력은 특

히 유행정보가 중요한 여성복을 중심으로 더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었다.

 (3) 상품기획력

구조자본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축적된 조직의 지식

자산으로 프로세스(process) 관리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Moon, 2007). 구조자본에서 프로세스 관리력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나 본 연구에서 프로세스의 의미

는 Garvin(1998)의 네 가지 프로세스(업무, 경영, 행

위, 변화) 유형 중 업무프로세스로 한정하였다. 이는 제

품이 생산되어나올 때까지의 단위 업무 절차에 관련된 

프로세스이다. 심층면접 진행시 프로세스 관리력은 패

션기업내 이뤄지는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결과 상품기획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

다. 언급된 내용에 따라 상품기획력을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다음 시즌에 히트상품을 예측하는 거지. 그걸 골라

내서 얼마만큼의 수량으로 생산할 것인가? 이게 다음 

시즌의 성과를 좌우하지. 핵심은 (제품)구성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성력은 디자인 구성력, 소재 구성력, 가

격 구성력.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해”(브랜드C) “요즘은 

스피드가 중요하고 그 스피드를 받쳐주는 빠른 프로세

스? 시스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고 타

이밍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는 

기획시스템이 관건이죠. 그래서 저희가 월기획에서 주

기획으로 바꿨어요.”(브랜드R) “생산팀 안에 글로벌 소

싱팀이라 부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생산을 (관리)하시

는 분들과 원단을 소싱하시는 분들로 나누어 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소싱력? 이것은 정말 다른 브랜

드가 따라오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국내에서 진

행하는 것과는 가격 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거죠”(브

랜드E)

상품기획프로세스 중에서 패션기업에 경쟁우위를 가

져다 주는 조직역량으로 디자인 적중력, 체계적인 제품

구성 기획능력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속한 제품 기

획과 빠른 제품공급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는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여성복을 중심으로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조직내 주(week) 단

위 기획시스템 구축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수 고가 여성복 브랜드를 제외하고 원가 

경쟁력이 중요한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글로벌 소싱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글로벌 소싱력은 해외소싱이라는 

용어와 함께 쓰이고 있었으며, 크게 원자재 구매부분과 

생산부문으로 나누어졌다. 이상의 상품기획력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디자인 적중력, 제품구성 기획력, 

신속한 제품 기획력, 빠른 제품 공급력, 글로벌 소싱력

이었다.

 (4) 제품 혁신력

혁신 및 변화와 관련된 패션기업의 구조자본으로 제

품 혁신력의 구성요소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매 시즌 새로이 출시되는 제품의 혁신

과 관련된 부분이며, 또 하나는 제품의 기능과 관련된 

기술적 혁신이다. 이에 대한 면접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얼마 전에 저희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큰 경쟁력

이 시장을 선도해가는 디자인력, 독창적 디자인의 제품

이더라구요.”(브랜드S) “아웃도어라는 것 자체가 기능성

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소재이든 가공이든 의복설

계든 무엇이든 간에 제품의 기능이 성패를 좌우하죠. 그

런 부분과 관련된 기술력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브랜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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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혁신은 주로 여성복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많

이 언급되었으며, 동종업계 내 디자인 선도, 독창적 디

자인력 등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혁신적 기술

을 통한 제품 혁신은 스포츠복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언

급되었다. 일반 제조업에서는 혁신력은 특허 수, 저작권, 

특화된 기술 등으로 측정되는 것이나 매 시즌 많은 신제

품이 생산되고, 특허나 기술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부분

이 적은 패션기업의 특성상 특허나 저작권보다는, 자사

만이 가지는 특화된 아이템 및 자 브랜드만이 가지는 특

정제품 생산 기술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리하였

다. 이상의 분석결과 패션기업의 구조자본의 구성요소

로 조직문화, 정보관리력, 상품기획력, 제품 혁신력이 

확인되었다.

3) 패션기업의 관계자본 개념구조와 구성요소

관계자본이란 기업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외부 주

체들과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가치로, 시장에서

의 기업이 경쟁우위를 누리게 하는 고객과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관계, 고객만족, 이를 지원하는 조직의 마케팅

활동, 관계관리활동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Guthrie 

& Petty, 1999). 본 연구 결과 선행연구에서의 개념들

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협력업체와 고객을 포함한 외부 

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획득된 가치인 외적 관계자본

과 이 관계를 운영, 조정하는 기업의 내부 역량에 관한 

내용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1) 관계관리력

관계관리는 크게 내부관계관리와 외부관계관리로 나

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서술사례는 다

음과 같다.

“우리는 디자인 팀 내에도 복종이 많아. 복종간에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한 복종 안에서도 서로 협력이 되

야… 내부적인 교류? 그것이 잘 어우러져야지 시너지 효

과를 내서 전체가 잘 될 수 있어”(브랜드B) “저희가 RMS

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업무를 진행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은 메신저를 이용하고 모든 직원들이 그걸 통해서 이야기

를 해요. 중국과도요. 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는 거

죠”(브랜드G) “중저가는 상품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협

력업체를 무작위로 하면 퀄리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들과 오래 지속된 파트너십이 큰 강점이죠. 그 업체들은 

거의 자사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브랜드R)

내부관계관리로는 부서내부 및 부서간 협조가 업무

진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구축이 필요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생산을 기업외부에서 

아웃소싱하는 패션기업의 특성상 외부 협력업체와의 지

속적인 파트너십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오래된 협력업체와의 끈끈한 유대감과 파트너십

은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며, 이들은 자

사의 내부 부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언급되었

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패션기업의 관계 관리

력은 부서내 업무협조, 부서간 업무 협조, 내부 커뮤니

케이션 시스템 구축 및 외부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 관

리력으로 정리되었다.

 (2) 마케팅력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 마케팅이란 고객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업의 활동(Kotler, 1977)으로, 단순히 마케팅믹

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를 넘어서 전체 기

업 비전과 목표와 연계된 일관성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

립하여 시장에서의 고객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관리활동

을 의미한다(Yoon & Kang, 2005). 면접결과 패션기업

의 마케팅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통합적인 브랜드 관리를 예전에는 하려고 시도를 

해왔는데 잘 안되다가 한 2년됐나? 그때부터 제대로 된

거지 지금의 L은 그게 결정적이었던 거 같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품 자체이긴 하지만 마케팅력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매장 디스플레이가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소비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을 하는 부분이니까”(브랜드L) “저희는 광고, 홍보, 마케

팅력? 암튼 그게 매우 뛰어나요. 잡지 광고 같은 것을 봐

도 정말 제대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죠”(브랜드V)

고객과의 효율적인 관계관리를 위한 패션기업 마케

팅력으로 광고, 홍보 및 매장 디스플레이 관리 등 협의

의 마케팅 활동들이 언급되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들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객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통합 브랜드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이외에도 글로벌 브랜드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마케팅력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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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급되었다.

 (3) 고객자산

패션기업의 고객자산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언급되고 있었다. 하나는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확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 브랜드 자

산에 대한 내용이며, 또 하나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가지는 충성도, 품질 및 가격에 대한 신뢰도 등 소비자 

만족에 대한 내용이었다.

“남성정장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브랜

드 이미지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죠.”(브랜드I) “우리의 

강점은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는 것. 아무리 컨셉

과 트렌드가 변해도 디자인만 딱 봐도 이건 K 옷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브랜드K) 

“우리는 50%가 부동층, 단골고객이라고 보면 되요. 그

들이 우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브랜드에 대한 믿음

과 AS 뭐 그런 거에요.”(브랜드R)

패션상품은 대부분의 소비재와 달리 구매시 사회심

리적 효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브랜드 명성과 이미지, 

특이함 등이 매우 중요하다(Seo et al., 2006). 분석결

과 역시 모든 기업에서 패션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아이덴

티티, 브랜드 인지도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고, 브

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여성복을 중심으로 많이 언급되었

다.

또한 기업과의 오랜 관계를 통해 형성된 소비자 신뢰

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충성도로 바뀌며, 이는 직접적

으로 패션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상과 같이 패션기업의 관계자본의 구성요소는 관

계관리력, 마케팅력, 고객자산으로 정리되었다.

지금까지 정리된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구성개념인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계자본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

소의 하위 개념들을 하나로 정리해보면 <Fig. 1>과 같

다. 질적조사 자료 분석결과 총 42개의 하위개념들이 

추출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공통된 내용의 개념들

끼리 묶어 총 10가지의 지적자본 구성요소가 정리되었

다. 이는 최고 경영자, 인적자원관리력, 구성원, 조직문

화, 정보관리력, 상품기획력, 제품혁신력, 관계관리력, 

마케팅력, 고객자산이었다.

 2.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개념구조 확인

질적 조사방법을 통하여 밝혀진 패션기업 지적자본 

구성개념인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계자본 구성요소들

의 구성체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양적 조사방법을 통

해 수집된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구성체 타당성 검

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 다단계분석방법이 이용된다(Kerlinger, 

1986). 

그림 1.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Figure 1. Intellectual Capital in Fashi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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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패션기업의 인적자본 구성요소 확인

패션기업 인적자본의 수렴타당성 검증을 위해 측정

한 3개의 구성요소 총 13개 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구성요소들의 내적 일관성 파

악을 위해 Cronbach’s a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Table 2>) 수렴타당성 평가는 요인적재량

과 표준오차의 검토로 이루어지며, Bagozzi & Yi, 

(1988)에 따르면 요인적재량이 0.50이상이면서 

t-value(비표준화 

계수/표준오차)가 1.96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이 있다고 

한다. 인적자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모델 적합

도는 NC값이 1.14로 2이하이고, GFI와 CFI가 0.90 이

상이며, SRMR과 RMSEA가 0.08이하인 것으로 나타

나 주요 적합도 지수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었다. 또한 

모든 측정항목들의 요인 적재치는 p<0.001 수준에서 

모두 0.50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며 t-value가 모두 

1.96이상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

본의 측정항목들은 모두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2) 패션기업의 구조자본 구성요소 확인

패션기업 구조자본의 수렴타당성 검증을 위해 측정

한 4개 구성요소 총 16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적 일관성을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상품기획력의 측정항목으로 투입되었

던 ‘글로벌 소싱력’의 표준화된 계수값이 

0.17(t=1.69, p=0.091)로 너무 낮게 나타나, 이 문항

을 제외한 나머지 15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

시 실시하였다 (<Table 3>). 글로벌 소싱력의 경우 질

적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고, 현재 패션산업의 흐

름을 고려하였을 때 중요한 구조자본의 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제외된 이유는 글로벌 소싱력이 

상품기획력의 다른 하위문항들과는 다른 생산관리력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글로벌 소싱력을 독립적인 구성요소로 추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조자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NC값은 

1.282로 2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적합도는 GFI와 

CFI가 모두 모두 0.90이상이고, RMR과 RMSEA가 모

두 0.08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주요 적합도 

지수를 만족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Table 3>에서 모

든 측정항목들의 요인 적재치는 p<0.001수준에서 모두 

0.50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며 t 값이 모두 1.96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중 구조자본의 측정

항목들은 ‘글로벌 소싱력’ 한 문항을 제외하고 각 측

정치가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3) 패션기업의 관계자본 구성요소 확인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중 관계자본의 구성개념을 확

인하기 위하여 관계자본을 측정한 3가지 구성개념 총 

13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

도 치가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분석을 

통해서 내적 일관성을 테스트하였다(<Table 4>)

표 2. 인적자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human capital

a: non-standardized factor loading was set to 1   ***: p<.000

Factor Items Std. 
loading t-value Cronbach’s

a Model Fit

CEO
(chief 

executive 
officer)

CEO’s Leadership
Members’ trust   to CEO
CEO’s   understanding Fashion Industry
CEO’s business know-how

.91

.84

.68

.84

12.20***
11.03***
8.34***

-a

0.89

χ2=78.70
df=69
NC=1.14
p =.20
GFI=.91
CFI=.99
SRMR=.0
7
RMSEA=.
03

Human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y

Supporting Education program
Positive attitude about education   
supporting
Recruiting excellence   system
Balance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68

.97

.56

.73

5.40***
5.46***

-a

7.47***

0.79

Members

Low   turnover rate
Members’ task proficiency
Satisfaction among members
Members’ confidence about career
Strong loyalty to the company

.57

.55

.62

.83

.73

4.76***
4.64***
6.39***

-a

7.47***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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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NC값은 

1.21로 2.0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GFI와 CFI 모두 

0.90 이상이었고, SRMR과 RMSEA도 모두 0.05이

하인 것으로 나타나 관계자본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은 주요 적합도 지수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었

다.

그리고 모든 측정항목들의 요인 적재치는 p<0.001

수준에서 모두 0.5이상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었으나 관

계관리역량의 ‘외부업체와 지속적 파트너십 관리’ 문

항이 0.48로 0.50보다 낮은 요인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세 문항이 내부관계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이 문항만이 외부관계관리에 대한 문항이어서 

개념간의 차이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으리라 유추해볼 

수있다. 그러나 질적연구 결과에서도 외부업체와의 지

속적 파트너십 관리가 패션기업의 관계 관리역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삭제하지 않

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외 t 값은 모두 1.96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관계자본의 측정항목들은 대체로 수렴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3. 구조자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structural capital

a: non-standardized factor loading was set to 1,  ***: p<.000

표 4. 관계자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relational capital

a: non-standardized factor loading was set to 1,  ***: p<.000

Factor Items Std. 
loading t-value Cronbach’s

a Model Fit

Organizational 
Culture

Short decision-making process
Enterprise culture
Autonomous task decision
Flexible organizational structure

.63

.52

.63

.77

5.33***
5.96***

-a

6.04***

0.77

χ2= 130.97
df=102
NC=1.28
p =.03
GFI=.90
CFI=.96
SRMR=.07
RMSEA=.05

Information 
Management 

Capability

Collecting capability of new market 
information 
Information management capability
Setting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65

.66

.82

5.88***

-a

6.60***
0.76

Merchandising
Capability

Design forecasting capability
Planning capability of product mix 
Quick response capability
Speedy   merchandising capability

.73

.64

.80

.85

4.38***
4.23***
7.47***

-a

0.71

Product 
Innovation 
Capability

Design leading capability
Unique designing capability
Unique manufacturing technology
Specialized Items 

.74

.94

.53

.57

5.72***
6.02***

-a

4.98***

0.77

Factor Items Std. 
loading t-value Cronbach’s

a Model Fit

Relationship 
Management 

Capability

Coordination of   business within team
Coordination of   business between team
Setting   communication system
Partnership   management capability

.69

.82

.73

.48

6.57***
7.19***

-a

4.65***

0.77

χ2=67.48
df=56
NC=1.21
p =.14
GFI=.92
CFI=.98
SRMR=.0
4
RMSEA=.
04

Marketing
Capability

Advertising and   promotion capability
Integrated brand   management capability
Global marketing   capability
VMD management   capability

.79

.81

.65

.67

6.95***
7.03***

-a

6.13***

0.82

Customer 
Equity

Brand image
Brand awareness
Brand identity
Consumer loyalty
Consumer   Confidence

.69

.57

.73

.80

.65

6.91***
5.74***

-a

7.90***
6.56***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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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구성요소 간 판별타당성 확인

이상의 확인적 요인분석 후 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이용하여 지적자본 구

성개념 간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판별타당성이 유

의하기 위해서는 분산추출값이 0.5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값이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커

야 한다(Lee & Lim, 2008). 패션기업의 지적 자본 구

성요소에 대한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계자본의 구성요소들의 분

산추출값은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구

성요소와의 상관 관계 제곱값보다 더 높은 값을 보여주

고 있어 구성개념간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아직 이론적 근거가 미약한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개념

구조와 그 하위차원을 규명하였고, 실증적으로 그 척도

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연구결과 패션

기업의 지적자본 개념구조가 밝혀졌다. 패션기업의 지

적자본은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적자본, 구조자

본, 관계자본이 모두 확인되었으며, 인적자본은 최고경

영자, 인적자원 관리력, 구성원의 총 3가지의 구성요소

가 도출되었다. 구조자본은 조직문화, 정보 관리력, 상

품 기획력, 제품 혁신력 총 4가지 구성요소가 도출되었

으며, 관계자본은 관계관리력, 마케팅력, 고객자산 총 3

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둘째, 밝혀진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개념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양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중 구조자본의 

‘글로벌 소싱력’ 한 문항을 제외하고 인적자본, 구조

자본, 관계자본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통계적으로 내적 

일관성, 수렴 타당성,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패션기업의 지적자본에 대한 개념구조

를 밝힌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는 간과되었던 경영전

략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적자본에 대한 측정방법을 개

발함으로써 학문적으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초

를 제공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지

적자본 측정방법을 통하여 관리자의 성과향상을 위한 

전략수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

다. 특히,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자본 내 구성요

인, 기업성과, 경쟁전략과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다룬 연구가 수행된다면 패션기업 경영성과와 관련된 

통합전략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

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구성요소와 하위개념을 밝혀내

는데 집중 하여, 각 구성요소간 관계를 살펴보지는 못하

였다. 그러나 Bontis (1998)이나 Kim et al. (2003) 

등의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

계자본은 독립적인 평면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

로 관계를 맺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적자본 구성요소간 인과관계

를 통하여 패션기업의 자원과 역량의 흐름을 밝혀낼 필

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

들에서(Yoo, 2003, Cho et al., 1994) 패션기업의 핵

심역량이라고 지적한 상품기획력을 중심으로 패션기업

의 지적자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와 양적연구 모두 기업내 상품기획실이 존재하는 내셔

널 브랜드, 라이선스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만을 대상

으로 하였다. 하지만 최근 국내시장은 글로벌 브랜드의 

진출로 직수입 해외브랜드 및 직진출 해외 브랜드가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이들 브

랜드까지 포함하여 그 기업들이 가진 지적자본을 추가

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

는 국내 토종 패션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하에서 어떻게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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