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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의 고등 교육 시장은 환경의 큰 변화를 맞이하

고 있다. 첫 번째 변화로는 교육 수요자 수의 급격한 감

소세이다. 2011년 고교 졸업자와 대학 진학자는 각 6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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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postsecondary school-age population continues to decline, the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to at-

tract potential students has intensified. As an alternative, we propose to introduce a collaborative marketing 

strategy to universities to gain the attention of precollege students and parents. This study examines perceived

fit, the prestige of university and fashion brands, consumption values, and the category of fashion brands in the

context of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y identity and fashion brands. Utilizing an online survey, we col-

lected 391 responses. The results indicate that perceived fit between universities and fashion brands has a sig-

nificant impa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collaborative university merchandise. In addition, the prestige of 

fashion brands plays a key role, while the prestige of universities has no direc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However, the indirect effect of university prestige on purchase intention mediated by perceived fit is signifi-

cant. Also, this study confirms that social value and emotional value have significant impacts on purchase in-

tention. These findings present a guideline for selecting a collaborative partner,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ask in a collaboration strategy. Finally, merchandising strategies reflected consumption values based on pre-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need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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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47만 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각 57만 명, 40만 명

으로 축소되었다.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전망은 2026년에 

39만 명, 2030년에는 37만 명으로 추정되며(Lee, 2011), 

이러한 하락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정원 축소와 동시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치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

을 맞이하였다. 두 번째 변화로는 미래의 교육 수요자

인 예비 대학생은 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

지고 있는 Z세대라는 것이다. 특히 유머 코드를 선호

하는 Z세대 소비자(Park & Park, 2021)는 예상치 못한 

브랜드들이 협업하여 출시하는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해 열광하고 있다. 보편화된 공동적 가치보다 개성

을 유지하려는 성향으로 인해(Park & Park, 2021), 그

들은 대학 선택에 있어서도 부모의 권유, 서열 위주 등

으로 과거 획일적이었던 기준에서 점차 다면화되고 

있다. 대학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통해 여러 후보 간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가장 긍

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대학을 비교하여 최종 선택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을 자기 대학으로 유치

하려면 타 대학과 차별화된 대학 아이덴티티(이하 UI: 

university identity) 관리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Cheon, 2003; Chun, 

2010). 이렇듯 변화된 대학 교육 시장의 환경과 소비자

에 대응할 새로운 대학 홍보 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제 패

션 산업 현장에서는 업종을 막론하고 다양한 콜라보레

이션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Licensing International 

(2020)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학(collegiate) 

라이센스의 글로벌 판매수익은 7조 2004억($6.4B)을 

기록했다. 해외 명문 대학들은 라이센스 비즈니스 형

태를 통해(Kim et al., 2020) 별도의 제조사를 두고 그

들과 협업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더 많은 대중 소비자

의 구매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

듯이 대학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산업은 

상당한 규모의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지만 국내에선 

아직 이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대중에게 대학을 홍

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대학 아이덴티티와 

패션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전략과 학외 소

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화 방향성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패션 콜라보레이션 관련 연구는 학계에서 풍부

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대학 산업에 적용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존하는 연구 역시  해당 대학교

의 학생인 학내 소비자를 주 연구대상으로 다루고 있

기 때문에 대학 산업의 대중화 및 일반 소비자에게 홍

보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

이다. 대중 소비자를 다룬 연구 역시 상품의 카테고리

가 의약품(Shin et al., 2015) 또는 대학의 스포츠 팀을 

제휴(Kwon et al., 2008)하는 맥락에 그쳤다. 대학 홍보 

상품 중 의류는 대학의 로고나 엠블럼이 잘 표현되기

에 대내외 홍보 효과가 크며, 대중이 쉽게 접근(Bae, 

2003)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중요성이 큰 카테고리이

다. 따라서 학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학 아이덴티티

를 활용한 패션 상품 카테고리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독창성과 가치가 클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 콜라보

레이션 전략을 대학 산업에 도입하기위한 검토는 시

의적절하고,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연

구의 의의를 지닌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첫째,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 전략을 제안하는 

다수의 관련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는 인지된 적

합성이 대학과 패션 브랜드의 협업에서는 어떠한 역

할을 하는지 알아본다. 둘째, 대학 명성과 패션 브랜드 

명성이 대학과 패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상품의 구

매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그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본

다. 아직 대학의 소속이 아닌 대중 소비자에게 대학과 

패션 브랜드의 명성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따라 대학과 브랜드 명성의 영향력 크기를 비

교해 보고 인지된 적합성과 명성의 관계에 대한 매커

니즘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셋째, 소비가치 이론(Sheth 

et al., 1991)를 토대로 학외 소비자가 인지하는 대학 콜

라보레이션 상품의 주요 가치를 밝혀내고, 이를 머천

다이징 전략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대학과 콜라

보레이션하는 패션 브랜드의 유형(스포츠, 캐주얼, 아

웃도어, 럭셔리, 패션 잡화)에 따라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한 학외 소비자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고, 파트너 브랜드 선정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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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배경

1. 대학 아이덴티티와 새로운 목표 대상의 특성

대학 아이덴티티는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

이며, 이를 통해 대학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지각

시키는 것이라고 정의(Joo, 2008)할 수 있다. 대학 아이

덴티티에 시각적인 요소는 기본 체계 항목(심볼마크, 

로고타입, 전용 색상, 전용 서체, 캐릭터, 시그니처 패

턴 등)과 응용 체계 항목(포장류, 표지/간판류, 홍보간

행물류, 건물/인테리어, 디스플레이, 의류)을 포함한

다(Chun, 2010). 응용 항목 중에서 특히 의류는 대학의 

아이덴티티를 상품화하여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만

들어진 상품으로(Lim, 2004) 대중에게 가장 가까이 다

가갈 수 있는 홍보 도구가 된다.

Bae(2003)는 대학의 홍보 대상을 학내와 학외 소비

자로 세분화하였다. 해당 대학의 교직원과 재학생을 

포함하는 학내 소비자와 졸업생은 대학 상품의 가장 

큰 소비자로 여겨져 왔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을 

주 연구대상으로 다루고 있었다(Kwon & Kwak, 2014; 

Lee & Park, 2018; Park & Park, 2007; Tong, 2014). 그러

나 대학의 로고와 컬러 등 정체성이 반영된 대학 상품

의 특성상, 착용 또는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대학 진학

의 희망과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와 예비 대

학생(Sang & Lee, 2014) 역시 구매 잠재성이 큰 소비자

가 될 수 있다. 특히 예비 대학생은 Z세대로써 보편적

인 것에 시각적인 차이를 두는 이유(Park & Park, 2021)

로 기존 세대보다 부조화에 의해 발생되는 유머 마케

팅(Kim, 2019)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보

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브랜드

가 만난 콜라보레이션 전략은 더욱 효과적으로 소구

되고 있다. 

 

2. 대학의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이란 2개 이상의 조직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업하는 전략을 의미한다(Ma-

ttessich & Monsey, 1992). Alexander and Contreras(2016)

의 연구에서 콜라보레이션은 라이센싱(licensing), 브

랜드 제휴(brand alliance), 공동 브랜드(co-branding) 

외 6개의 유형이 있다고 하며 이러한 유사 개념들을 콜

라보레이션의 하위차원으로 보고 있었다. 다른 두 개

념에 비해 콜라보레이션은 각 협력 당사자의 뛰어난 

시장 지위를 통해 거의 동등한 관계를 이루며, 이들의 

시각적 아이덴티티가 적극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

며(Jung, 2009), 일정 수량과 기간만을 계약하여 한정

판 상품을 출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패션 분야에서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더 

빈번히 사용(Kim & Ko, 2012)되고 있고, 본 연구 역시 

대학과 패션 브랜드가 동등한 관계에서 각각의 아이

덴티티를 함께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콜라보레이션이

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대학의 콜라보레이션 관련해서는 실제 상품화가 

활성화된 해외에서 그에 대한 학술 연구 역시 종종 찾

아볼 수 있다. 유명 브랜드가 제조한 UI 상품은 주로 

라이센스 의류(university-licensed apparel)로 언급되

었으며, 그 연구대상은 대부분 학내 소비자였다. Tong 

(2014)의 연구에서 대학 라이센스 의류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 동일시, 주변 영향, 가격, 

상품의 질, 디자인과 스타일로 입증되었다. 또 대학생

과 동문을 대상으로 대학 라이센스 상품 맥락 안에서 

브랜드 확장에 대한 구매의도의 선행조건을 연구한 

Lee and Park(2018)은, 대학 동일시와 인지된 대학 명

성이 인지된 상품 가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다시 대학 제품의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학내 소비자를 대상으

로 한 대학 콜라보레이션 연구들을(Kwon & Kwak, 

2014; Park & Park, 2007)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일

시, 명성, 가치(사회적, 기능적, 감정적)가 주요 변수로 

논의되고 있었다.

학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학 콜라보레이

션 관련 연구는 대학 스포츠 팀과 스포츠 브랜드의 제

휴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Kwon et al.(2008)에 의

하면 정보 통합 이론에 근거하여, 스포츠 팀에 대한 태

도가 일정하게 설정되면 그와 협업된 브랜드 의류에 

대한 태도는 제조업체에 대한 태도를 따른다고 하였

다. 즉, 학외 소비자가 대학 스포츠 팀과의 동일시 수준

이 높을 때는 업계 선두 브랜드와 중간 브랜드가 제조

한 각각의 의류에 대한 구매의도의 차이가 없었지만, 

팀 동일시 수준이 낮을 때는 구매의도가 제조사에 따

라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단과대학과 제약회사

의 콜라보레이션 맥락에서 학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Shin et al., 2015)는 제휴 기업-대학 전공 

분야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브랜드 평가에 호의적이

며, 협업 상품에 대해 높은 구매의도가 나타났다. 

요약하면, UI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상품은 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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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중심으로 주로 탐구되어 왔으며, 패션 상품 

맥락에서 학외 소비자를 포괄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

적인 상황이다. 또한 학내 소비자 관련 연구와 다르게 

학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제조 브랜드가 

따로 존재하고, 협업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대학 상

품의 평가에 포함해보았다는 점이다. 

 

3. 인지된 적합성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상황에 대한 소비

자의 호의적인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균형론(Heider, 1946)과 조화 가설(Kamins, 1990) 

같은 인지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인지된 적합성

(perceived fit)’이라는 개념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관련 문헌에서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유

형의 적합성에 대해 연구되었고(Dorozala & Kohlb-

renner, 2008), 가장 많이 사용된 개념은 브랜드 이미지 

적합성과 제품 적합성이다. 제품 적합성은 콜라보레

이션 상품의 범주에서 두 브랜드가 상호 연결성이 있

다고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이며, 제품의 기능적 편익 

측면에서 조화성이 인지됨에 따라 제품 적합성이 높

을 경우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조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상징적 편익 측면에서의 조화 정도에 따라 

인지되는 브랜드 이미지 적합성은 소비자의 호의적인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Shin et al., 2015). 최

근에는 다양한 범주로 확장되는 콜라보레이션으로 인

해,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 사이에 전반적인 적합성을 

인지한다면 적합성의 종류에 상관없이 호의적인 인식

을 형성한다는 것이 밝혀졌다(Albrecht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기능적 편익(상품 범주)와 상징적 

편익(이미지)을 통합하는 전반적인 적합성을 대학 콜

라보레이션 맥락에서 조사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과 패션 브랜드에 대해 인지된 적합성

은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의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4. 대학 명성과 패션 브랜드 명성

대학 아이덴티티는 고등학교 재학생의 대학 명성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외 소비자에게 대학 명

성은 대학의 시각적 아이덴티티와 상당한 관련이 있

다고 밝혀졌다(Lee, 2011). 대학의 명성은 대학의 상대

적인 높은 지위를 말하며(Mael & Ashforth, 1992), 브

랜드 명성은 브랜드 관련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으로 정의(Aaker & Keller, 1990)된다.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지된 대

학 명성이 대학 의류 제품 소비에 있어 호의적인 태도

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Lee & 

Park, 2018; Park & Park, 2007). 또한 브랜드 확장과 제

휴 맥락에서 명성이 높은 브랜드는 그렇지 않은 브랜

드보다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되

었다(Park et al., 1991). 이는 콜라보레이션 맥락에서도 

명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형의 서비스이자 ‘지위재’인 대학에서는 명성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또한 높은 브랜드 명성은 제품의 

보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

을 때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Yeo & Song, 2010)이다. 따라서 대학 시

장의 새로운 시도인 콜라보레이션은 대학과 패션 브

랜드의 명성이 소비자의 구매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Shin et al.(2015)에 의하면 기업과 대학의 제휴 상황

에서 대학 명성이 전공 분야의 적합성보다 소비자의 브

랜드 평가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밝

혔다. 이를 통해, 명성과 적합성은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 변수들의 관계 및 이들이 학외 소비

자의 인식 속에서 충돌할 때,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a. 대학의 명성은 대학과 패션 브랜드 콜라보

레이션 상품의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2b. 패션 브랜드의 명성은 대학과 패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상품의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대학의 명성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며, 다양한 요

소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좋은 명성을 

얻기는 매우 어려운 일(Lee, 2011)이다. 또한 너무 높

은 대학의 명성이라면 아직은 대학에 속하지 않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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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소비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줄 수 있다. 이 때, 학

외 소비자에게 대학보다 비교적 친근한 패션 브랜드

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접근하게 되면, 그들의 심

리적 진입 장벽을 낮추어 호의적인 소비자 평가(Sung 

& Yu, 2020)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따

라서 대학 또는 패션 브랜드의 명성과 구매의도 사이

에 인지된 적합성의 매개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c. 대학 명성이 대학과 패션 브랜드 콜라보레

이션 상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

학과 패션 브랜드에 대해 인지된 적합성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2d. 패션 브랜드 명성이 대학과 패션 브랜드 콜

라보레이션 상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은 대학과 패션 브랜드에 대해 인지된 적

합성이 매개할 것이다.

 

5. 소비가치 이론

Sheth et al.(1991)은 소비가치 이론(consumption va-

lue theory)을 통해 제품 선택에 소비자의 다차원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해당 이론을 바

탕으로 제안된 다차원적 소비가치 중 기능적 가치, 감

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맥락으

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어 왔다. Albrecht et al.(2013)에 

따르면 럭셔리 브랜드의 확장 맥락에서 기능적 가치

는 호의적인 소비자 태도를 이끌어낸다. Kim(2014)은 

SPA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인지된 사회적 가

치가 구매만족에 정적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대학 소

속의 스포츠 팀 관련 상품을 연구한 Kwon and Kwak 

(2014)은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구

성된 인지된 소비가치가 소비태도와 구매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로써 콜라보레

이션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가치가 소비자의 호의적

인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비가치 이론을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으로 적용

해보면,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된다. 기능적 가치는 핵심 

성능 및 품질과 같은 상품의 유형적 또는 측정 가능한 

측면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브랜드의 기능적 품

질이 브랜드의 확장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

을 밝혀왔다(Aaker & Keller, 1990; Völckner & Sattler, 

2006). 특히 Czellar(2003)에 따르면 기능적 가치가 모 

브랜드에서 확장 브랜드로 제품 품질의 연관성을 전

이시키기 때문에, 브랜드의 확장에 대한 소비자의 전

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콜라보레이

션 역시 브랜드의 확장의 한 맥락으로 미루어 볼 때, 패

션 브랜드로부터 발생하는 기능적 가치가 협업된 대

학 의류 제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긍

정적인 소비자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감정적 가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서 발생

시키는 느낌과 감정에서 비롯된다(Sheth et al., 1991). 

패션 콜라보레이션 맥락에서는 패션 브랜드의 고유한 

이미지 또는 감성이 타 산업의 브랜드로 전이됨으로

써 감정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논의되

고 있다(Kim & Ko, 2012). 이는 소속 재학생 신분이 아

닌 학외 소비자에게 자칫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대학 아이덴티티 상품에 대해 비교적 익숙한 패

션 브랜드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면, 긍정적인 감정의 

전이를 통해 구매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는 제품을 통해 소비자의 사

회적 지위가 강화되는 것으로 정의된다(Sweeney & So-

utar, 2001). 대학 아이덴티티 의류는 상품의 특성상 로

고나 엠블럼이 잘 나타나면서(Bae, 2003) 집단의 정체

성을 반영하므로, 사회적 가치와의 높은 연관성(Kwon 

& Kwak, 2014)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대학과 패션 브

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상품 역시 기존 UI 상품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가치에 충실하다면, 소비자에게 호의

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3가지로 구

성된 소비가치는 학외 소비자의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

로 추론하였다. 또한 소비가치인 만큼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적 집단이 다르다면 그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의 가설들을 설

정하였다.

 

가설 3a. 대학과 패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한 인지된 사회적 가치는 구매의도에 정

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3b. 대학과 패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한 인지된 감정적 가치는 구매의도에 정

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3c. 대학과 패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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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지된 기능적 가치는 구매의도에 정

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3d. 학외 소비자 집단(학부모 vs 예비 대학생)

에 따라 대학과 패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한 인지된 소비가치가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6. 패션 브랜드의 유형 세분화

앞선 콜라보레이션의 적합성에 관한 고찰에서는 파

트너 브랜드 선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소비

자가 어떠한 카테고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

고 있다면, 해당 카테고리에서 새로 출시된 상품 역시 

관심과 호감을 가질 수 있다(Albrecht et al., 2013; Czel-

lar, 2003). 그렇다면 대학과 파트너가 될 패션 브랜드

에 따라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한 학외 소비자

는 어떻게 다른 인식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패

션 브랜드를 세분화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대한 기준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000년대 초반의 복종 관련 연구는(Jang & Lim, 

2003; Kim, 2005; Ko & Yun, 2004) 정장과 캐주얼, 남

성복과 여성복을 큰 토대로 패션 브랜드를 분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대의 연구에서는(Lee & Kim, 

2013; Park & Jun, 2012) 명품, 캐주얼, 스포츠가 공통

적으로 보이면서 소비자의 취향 변화에 따라 복종에 

대한 연구의 주요 카테고리 역시 변경된 점을 알 수 있

다. 최근의 연구(Kim & Kim, 2020; Sung & Yu, 2020)

에서 사용된 복종의 경우 럭셔리/하이엔드, 스포츠, 스

트리트, 캐주얼, 아웃도어, 액세서리, SPA 등으로 세분

화되어 나타난다. 럭셔리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맥락에서 패션 브랜드의 유형별 파트너와의 조합에 

대해 비교 분석한 연구(Yu et al., 2021)에서는 대중 브

랜드, 패스트 패션 브랜드, 스포츠웨어 브랜드, 고가의 

스트리트 브랜드로 세분화하였고, 스포츠 브랜드와

의 조건에서 가장 높은 선호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대학 아이덴티티와의 콜라보레이션 맥락에서 있어 어

떠한 패션 브랜드의 유형이 학외 소비자에게 긍정적

인 대학 상품의 인식을 불러올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패션 브랜드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인식

하는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한 가치

와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및절차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가설로 설정한 연

구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Fig. 1>과 같다.

 

1. 연구의 대상 및 자료의 수집

전문 리서치 기관의 온라인 설문 패널을 통하여 

2020년 3월 학부모를 대상으로 먼저 자료를 수집하였

Functional 

Value

Social 

Value

Emotional 

Value

Consumption Value

Perceived Fit

Prestige

(University

/Brand)

Purchase 

Intention Consumer 

Group

Brand 

Category

H1

H2a

H2b

H2c

H2d

H3a-c

H3d

H4

Fig. 1.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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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 집단의 경우 IRB(No.2004/002-010)에 따라 온

라인 설문 동의가 가능한 만 18세 이상 즉,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 

대상에 적합한 인원 수의 양적 확보를 위해 2020년의 

하반기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400개의 자료에

서 불분명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391부(학부모 234명, 

학생 15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패션 브랜드 선정 및 유형별 목록 제작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평가하는 

선행연구에서는 인지도와 시장 지위가 높은 실제 브

랜드 명을 사용하였다(Albrecht et al., 2013; Childs & 

Jin, 2020; Keller & Aaker, 1992; Kim & Lee, 2011). 참

가자들이 기본적으로 각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지식

이 있어야, 두 조합에 대한 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콜라보레이션에 참여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선호

는 콜라보레이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Moon & Sprott, 2016)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호하

는 브랜드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브랜드 선호도와 지

식 정도에 대해 통제하였다. 

설문에 사용될 패션 브랜드 선정과 유형별 목록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이 3차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1차적으로 국내 3사 백화점 MD 구성을 바탕으로 유형

별 패션 브랜드 목록이 작성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인 

예비 대학생의 취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스트리트 브

랜드와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들의 전폭

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무신사 온라인 스토어의 인기 

브랜드 역시 추가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

체를 통합한 브랜드 리스트에서 실무적 시사점의 가

능성을 위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대

학과 콜라보레이션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브랜드

를 연구자가 선별하여 초기의 브랜드 목록이 완성되

었다.

너무 많은 브랜드 명의 제시는 참가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유형 내 10개 내외의 대표적

인 브랜드만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브랜드 선별을 

2차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2019년 12월 기준 신세계

백화점의 매출 순위와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 10대와 

40대의 인기 브랜드 검색 순위를 반영하여, 대중적으

로 선호되면서 본 연구의 대상자와 동일 연령대의 소

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만을 1차 브랜드 리스트

에서 선별하였다. 이를 통해 총 5가지 유형(스포츠, 캐

주얼, 아웃도어, 럭셔리, 패션 잡화)을 최종 선정하였

고, 각 브랜드 유형에서는 10개 내외의 브랜드를 유지

하였다. 캐주얼 카테고리는 스트리트와 SPA가 병합

되면서 16개의 브랜드를 포함하여 2차 브랜드 목록이 

작성되었다. 

최종 3차 작업은 브랜드 유형 내 브랜드의 분류에 대

한 확인을 목적으로, 국내 유통/패션 대기업(신세계, 

이랜드) 경력 8년 이상의 실무자 5인과 패션 머천다이

징 전공의 석사 및 박사 과정 연구생 5인이 브랜드 유

형 내 목록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완성

되어 설문에 사용된 패션 브랜드 목록과 그 유형은 

<Table 1>과 같다.

 

3. 설문의 과정

참가자에게 유형별 패션 브랜드 목록을 제시한 후 

본인이 선호하는 패션 브랜드를 선택 또는 기재하게 

하였다. 목록에 없는 브랜드라면 직접 기입하여, 본인

이 잘 아는 브랜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Ko 

& Yun, 2004). 다음으로 해당 패션 브랜드의 명성 3문

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학외 소

Brand Category List of Fashion Brand

Sport Nike, Adidas, New Balance, Fila, Reebok, Under Armour, Descente, Spyder, Dynafit, Champion, Puma, etc.

Casual/SPA

/Street

Covernat, Musinsa Standard, Kirsh, Oioi, Romantic Crown, Thisisneverthat, Carhartt, Nerdy, Polo by Ralph 

Lauren, Beanpole, Tommy Hilfiger, Lacoste, AMI, SPAO, Uniqlo, H&M, etc.

Outdoor North Face, Discovery, Patagonia, National Geographic, K2, Columbia, Black Yak, Nepa, Eider, Millet, etc.

Luxury
Louis Vuitton, Gucci, Burberry, Fendi, Balenciaga, Valentino, Saint Laurent, MCM, Thom Brown, Moncler, 

Hermes, Montblanc, Stone Island, etc.

Fashion Acc.
Kangol, Kakao, Converse, New Era, MLB, Jill Stuart, Louis Quatorze, Metrocity, Lovcat, J. Estina, Daks, 

Vans, etc.

Table 1. List of fashion brand by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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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대학 아이덴티티 상품을 구매하는 주 동기는 

진학에 대한 소망(Bae, 2003; Sang & Lee, 2014)이라고 

지목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은 본인이(학부모는 자녀

가)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을 기재하게 하여 해당 

대학의 명성 3문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본인이 선택했던 브랜드와 대학을 기억하여 조합

하고 그에 대한 연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서 답변

했던 대학 명과 브랜드 명이 설문 문항에서 제시될 수 

있게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선택된 브랜드와 대학의 

콜라보레이션 상황을 가정하게 한 후, 대학과 브랜드

의 적합성, 소비가치, 구매의도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

였다.

 

4. 척도 구성

Mael and Ashforth(1992)의 조직 명성 척도(organi-

zational prestige scale)를 대학에 적용시켜 외적 명성(ex-

ternal prestige)의 척도로 사용한 Sung and Yang(2008)

과 Park and Park(2007)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 

명성을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동일 척도를 브랜

드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브랜드 명성 3문항을 구성하

였다. Aaker and Keller(1990), Bhat and Reddy(2001), 

Völckner and Sattler(2006)의 브랜드 확장 문헌에서 사

용된 적합성 척도를 참고하여 학외 소비자가 인지하

는 대학과 패션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의 적합성을 알

아보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와 출시된 상품에 대한 조

화로움에 관한 인식을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인지된 

소비가치는 Keller(2001)와 Sweeney and Soutar(2001)

의 연구를 바탕으로, 브랜드 확장 맥락(Albrecht et al., 

2013)과 대학 상품 맥락(Kwon & Kwak, 2014)의 연구

를 같이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기능적 가치 

3문항, 감정적 3문항, 사회적 가치 4문항을 사용하였

다.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의 구매의도는 오프라인

과 온라인 매장을 포괄하는 방문(Choi, 2005) 및 구매

(MacKenzie et al., 1986)의 의도에 관해 4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이상의 척도는 모두 7점 리커트 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5. 표본의 특성

먼저 학부모의 경우, 성별은 여성이 124명(53.0%), 남

성이 110명(47.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4.32세로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대학교 졸업 이상(91.0%)의 최

종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직업으로는 사무직(61.5%)이 

과반수 이상이었고, 주부(13.2%), 전문직(10.7%) 순으

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과반수(69.2%) 

이상이 월평균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으로 본인과 

가족을 위한 패션 상품 구매를 위해 지출하고 있었다.

학생의 경우 성별은 여성이 77명(49.0%), 남성이 80

명(51.0%)이었다. 연령과 학력은 연구자가 사전에 제한

한 기준대로 만 18세와 고등학교 재학이 100%로 나타

나 표본의 전체를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대다수(73.3%)

가 월평균 10만 원 미만으로 본인을 위한 패션 상품의 

구매를 위해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참가자

들의 선택에 의해 국내 대학 73개에 대한 응답자 97.0%, 

해외 대학 10개에 대한 응답자 3.0%를 포함하며, 다양

한 학교의 범주를 포괄하고 있었다.

 

IV. 연구결과

1.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SPSS 25.0을 이용하여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Table 2)‒(Table 6). 모든 변수에 대

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값이 .890~.948로 나타

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소비가치 문항에 대해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 결과로 요인 부하

량 값이 .604~.957, 고유치가 1.000 이상으로 나타나 측

정 문항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연구가설 검증

1) 대학과 패션 브랜드 사이에 인지된 적합성의 효과

응답자가 선택한 대학과 브랜드 사이에 인지된 적

합성이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과 브랜드 

사이에 소비자가 인지한 적합성은 구매의도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이 확인되었고(β=.650, p<.000), 

따라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2) 대학 명성과 패션 브랜드의 명성의 효과 및 적합성

의 매개 효과

대학과 브랜드의 명성이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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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Social 

Value

With the goods I can convey social status. .877

2.775
30.829

(30.829)
.890

The goods would provide me with an opportunity to 

stand out.
.849

I feel like I almost belong to a club with other users 

of the goods. 
.706

The goods would make a good impression on others. .604

Functional 

Value

The goods would be well made. .850

2.716
30.174

(61.003)
.913

The goods would have consistent quality. .846

The goods would provide excellent.

functionality and performance.
.825

Emotional 

Value

The goods would give me pleasure. .836
2.044

22.711

(83.713)
.939

The goods would make me feel good. .819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consumption value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Perceived 

Fit

This university fits well with merchandises of the 

fashion brand.
.944

3.350 83.754 .935

Images regarding the fashion brand is suitable for the 

university. 
.921

Images between this university and the fashion brand 

are complementary.
.900

I expect launching university goods made by this fa-

shion brand. 
.896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erceived fit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University 

Prestige

I think my acquaintances think highly of this uni-

versity.
.957

2.724 90.799 .948
This university successfully retains a prestigious pla-

ce in various university ranking systems.
.953

This university is looked upon as a prestigious school 

in society overall.
.949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university prestige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Brand 

Prestige

I think my acquaintances think highly of this fashion 

brand.
.935

2.459 81.979 .890
This fashion brand successfully retains a prestigious 

place in various brand ranking systems.
.894

This fashion brand is looked upon as a good brand in 

society overall.
.886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brand prest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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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Purchase 

Intention

In order to shop the collaborative goods, I would 

visit the store located in this university.
.923

3.300 82.509 .929

I would buy the collaborative goods through the 

online store operated by this university.
.914

I would be willing to purchase the collaborative 

goods at stores located in the university.
.911

I would browse the online store operated by this 

university to shop the collaborative goods.
.885

Table 6.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urchase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Purchase Intention Perceived Fit .650 23.276*** .423 541.753***

***p<.001

Table 7. Regression result of perceived fit on purchase intention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8>

과 같이 학외 소비자가 인지하는 대학 명성은 대학 콜

라보레이션 상품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나

(β=.088, p=.069), 브랜드 명성은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

품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β=.386, p<.000)이 

확인되어 가설 2a는 기각, 가설 2b는 지지되었다. 즉, 

학외 소비자의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의 구매를 이

끌기 위해서는 대학의 명성보다 패션 브랜드의 명성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학 또는 브랜드 명성과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 

구매의도의 관계를 인지된 적합성이 매개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 효과 검증법 3단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투입하여 단순회

귀분석을, 2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 종속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고, 이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로 판단하

고, 1단계보다 영향력의 감소가 나타나면 부분매개로 

판단한다. <Table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 회귀

분석의 결과, 대학 명성(β=.197, p<.000)과 패션 브랜

드 명성(β=.411, p<.000)이 각각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

품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 2단계에서는 대학 명성(β=.320, p<.000)과 

패션 브랜드 명성(β=.422, p<.000)이 각각 인지된 적합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대학 명성과 구매의도의 관계

(β=‒.014, p=.739)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서 인지된 적합성의 완전매개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

러나 패션 브랜드 명성과 구매의도의 관계(β=.164, 

p<.000)는 1단계보다 영향력의 감소를 확인하면서 인

지된 적합성의 부분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가

설 2c와 2d 모두 지지되는 결과이다. 이는 대학 콜라보

레이션 상품에 대한 학외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이끌

기 위해서는 대학의 명성이 아닌 패션 브랜드의 명성 

또는 인지된 적합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Purchase Intention
University Prestige .088 1.826

.176 41.475***
Brand Prestige .386 8.038***

***p<.001

Table 8. Regression results of perceived prestige on purchase intention



한국의류학회지 Vol. 46 No. 2, 2022

– 242 –

3) 소비가치의 효과 및 학외 소비자 집단의 조절 효과

학외 소비자가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해 인

지하는 사회적, 감정적, 기능적 가치가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Table 10>과 같이, 기능적 가치를 제외하

고 사회적 가치(β=.315, p<.000)와 감정적 가치(β=.408, 

p<.000)만이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 3a와 3b는 지지되었고, 

가설 3c는 기각되었다.

또한 소비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학외 소비자 집단별 경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절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

다. PROCESS Model 1을 통해 독립변수는 각 소비가

치(사회적, 감정적, 기능적)로, 종속변수는 구매의도

로, 조절변수는 학외 소비자 집단을 더미변수(학부모

=0, 학생=1)로 투입하여 신뢰도 구간 95%, Bootstrap 

샘플 수 5,000으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Table 11>과 

같이,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 구매의도에 대해서 사

회적 가치만이 학외 소비자 집단의 조절 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 집단보다 학부모 집단에

서 사회적 가치가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의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학외 소비자 집단(학부모 vs 예비 대학생)에 따라 

대학-패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한 인지된 

소비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 가설 3d는 부분 지지되었다.

 

4) 패션 브랜드 복종에 따른 대학 콜라보레이션에 대

한 인식 차이

본 분석에 앞서 학외 소비자가 선호하는 패션 브랜

드 복종 선택에 대한 집단별 빈도 분석을 하기 위해 카

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12>와 

같이 패션 브랜드 복종에 대한 선호는 학부모 집단과 

예비 대학생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χ2= 

19.93, df=4, p<.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그룹 모

두 캐주얼, 스포츠 순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본 연

구에서의 캐주얼 복종은 베이직 캐주얼, 진캐주얼, SPA, 

스트리트 등 타 유형에 비해 많은 브랜드 하위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로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

을 가능성이 있다. 두 그룹의 차이를 보면 학부모는 아

웃도어 브랜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예비 

대학생은 럭셔리와 패션 잡화 브랜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의 선호를 나타냈다. 학생은 교복 위주의 

의류 착용으로 인해 의류보다는 럭셔리 또는 패션 잡

화 브랜드를 통해 액세서리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부모 그룹에서는 아웃도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Adjusted R2 F

1 University Prestige Purchase intention .197 3.971*** .036 15.767***

2 University Prestige Perceived Fit .320 6.661*** .100 44.368***

3
University Prestige

Purchase Intention
‒.014 ‒.333

.426 145.651***
Perceived Fit .659 16.724***

1 Brand Prestige Purchase Intention .411 8.896*** .167 79.142***

2 Brand Prestige Perceived Fit .422 9.174*** .176 84.157***

3
Brand Prestige

Purchase Intention
.164 3.959***

.448 159.269***
Perceived Fit .585 14.110***

***p<.001

Table 9. Regression results for predicting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fi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Purchase Intention

Social Value .315 6.136***

.531 148.000***Emotional Value .408 7.312***

Functional Value .080 1.573

***p<.001

Table 10. Regression results of consumption values on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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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브랜드가 학생 그룹보다 더 많이 선호되었는데 이는 

중년 소비자들이 아웃도어 복종을 일상복과 같이 편하

게 착용하고 선택하는 행동의 반영으로 추측된다. 

대학이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출시할 때 5가지 패션 

브랜드의 유형(스포츠, 캐주얼/SPA/스트리트, 아웃도

어, 럭셔리, 패션 잡화)에 따라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

치, 기능적 가치, 구매의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요

인변수에는 스포츠, SPA와 스트리트를 포함한 캐주

얼, 아웃도어, 럭셔리, 패션 잡화로 세분화된 패션 복

종을, 종속변수에는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구매의도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패션 브랜드 유

형에 따라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치, 구매의도의 평균

값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가설 4가 지지되었다.

사후 검정으로 Duncan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결과

는 <Table 13>과 같다.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기

능적 가치, 구매의도에 대해 패션 브랜드 복종별 유의

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대학과 럭셔리 복종의 콜라보

레이션은 다른 복종에 비해 사회적 가치(M=5.49)와 구

매의도(M=5.43)가 유의하게 높았다. 기능적 가치에서

는 패션 잡화(M=4.79)만이 더 낮은 소비자 인식을 나

타내며, 럭셔리(M=5.43)와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

다. 스포츠, 아웃도어, 캐주얼/SPA/스트리트는 두 집

단에 속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onsumer 

Group

Fashion Brand Category  

n (%)
χ2 p

Sports Casual Outdoor Luxury
Fashion 

Accessory

Parents 50 (21.4) 115 (49.1) 39 (16.7) 8 (13.4) 22 (19.4)
19.93 .000

Students 31 (19.7) 78 (49.7) 8 (15.1) 15 (19.6) 25 (15.9)

Table 12. χ 2 analysis with consumer group and fashion brand category N = 391

Variables B β t
95% CI

LLCI ULCI

Social Value
R 2 = .443, F = 102.641***

.889 .063 14.055*** .765 1.014

Consumer Group 1.198 .438 12.730** .335 2.061

Social × Consumer

R 2 = .010,

F = 102.642*

‒.229 .089 ‒2.573* ‒.405 ‒.054

Parents .889 .063 14.055*** .765 1.014

Students .659 .062 10.493*** .536 .783

Emotional Value
R 2 = .476, F = 117.392***

.785 .054 14.336*** .677 .893

Consumer Group .039 .441 11.090 ‒.828 .907

Emotional × Consumer ‒.023 .083 1‒.281 ‒.187 .140

Functional Value
R 2 = .324, F = 61.983***

.760 .074 10.247*** .614 .906

Consumer Group .419 .563 11.745 ‒.687 1.527

Functional × Consumer ‒.065 .107 1‒.612 ‒.276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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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Moderating effect of consumer group in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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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및결론

고교 졸업생 및 대학 진학자 수의 지속적 감소로 인

한 치열해진 인적 자원 유치의 경쟁 상황과 더불어 예

비 대학생인 Z세대들은 전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유

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고등 교육 시장의 환경과 소

비자에 대응할 새로운 대학 아이덴티티 전략의 수립

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UI는 

상당한 규모의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판단되지만, 

국내 대학에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실제 패션 산업 현장에서는 업종을 막론한 

다양한 이종 콜라보레이션 상품이 쏟아지면서 Z세대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더 많은 대중에게 대학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으로써 대학 아이덴티티와 패션 브랜드의 콜라보레이

션의 상품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학과 패션 브랜드 사

이에 인지된 적합성이 높을수록 학외 소비자의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은 협업 파트를 선정 시에, 해

당 대학의 이미지와 적합한 상품과 이미지를 보유한 

패션 브랜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한 유

머와 흥미를 위한 이색적인 조합의 콜라보레이션은 

자칫 소비자들에게 혼란(Kim, 2019)을, 브랜드에 부

정적인 희석 효과(Loken & John, 1993)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학과 패션 브랜드간 이미지 적합성과 상

품 적합성의 기본적인 전제하에 파트너 브랜드가 신

중히 선정되어야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사

료된다.

둘째, 패션 브랜드의 명성은 학외 소비자들의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한 구매의도 형성에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학 명성은 

학외 소비자들의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한 구

Variable Brand Category n Mean S.D. F Duncan test

Social 

Value

Sports (a) 81 4.78 1.18

2.979** d>c,a,b,e

Casual (b) 193 4.72 1.13

Outdoor (c) 47 4.97 .94

Luxury (d) 23 5.48 1.17

Fashion Accessory (e) 47 4.56 1.37

Emotional 

Value

Sports (a) 81 5.16 1.30

1.169  -

Casual (b) 193 5.08 1.18

Outdoor (c) 47 5.26 1.01

Luxury (d) 23 5.56 1.35

Fashion Accessory (e) 47 4.96 1.30

Functional 

Value

Sports (a) 81 5.36 1.16

3.079** d,a,c,b>a,c b,e

Casual (b) 193 5.09 1.00

Outdoor (c) 47 5.35 .96

Luxury (d) 23 5.43 .99

Fashion Accessory (e) 47 4.79 1.22

Purchase 

Intention

Sports (a) 81 4.63 1.48

2.413* d>c,e,a,b

Casual (b) 193 4.56 1.39

Outdoor (c) 47 4.87 1.11

Luxury (d) 23 5.43 1.10

Fashion Accessory  (e) 47 4.6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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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3. Results of ANOVA and Dunca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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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로써 학외 소비자들은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의 구

매에 있어 대학의 명성보다 패션 브랜드의 명성을 중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재학생의 경

우, 인지된 대학 명성이 대학 의류 제품 소비에 긍정적

인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들(Lee & 

Park, 2018; Park & Park, 2007)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본인 또는 자녀가 입학하기를 희망

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들이 대

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의 평가에 있어 대학의 명성은 

중요하지 않게 고려된다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

를 종합해보면, 대학 명성이 UI 상품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학내 소비자와 학외 소비자에 따라 다를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즉, 예비 대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

외 소비자에게는 학내 소비자와 다르게 대학의 높은 

명성만으로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의 구매의도를 높

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개 분석을 통해 대학 명

성은 파트너 브랜드와 대학의 인지된 적합성을 매개

하여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

졌다. 이는 대학 상품의 콜라보레이션 상황에서 대학

과 브랜드가 잘 어울린다고 느껴진다면, 대학의 명성

과는 별개로 학외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높아질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과 잘 어울리는 패션 브랜

드 또는 명성이 높은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전략은 학외 소비자를 타겟으로 효과적인 대학 홍보

의 전략 중 하나일 것이며, 이를 적극 활용하길 권장하

는 바이다.

셋째, 학외 소비자가 인지하는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한 소비가치는 감정적 가치(M=5.14, S.D.= 

1.22), 사회적 가치(M=4.79, S.D.=1.17) 순으로 구매의

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학 스

포츠 팀 상품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감정적, 

기능적 가치 중 감정적 가치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Kwon & Kwak, 2014)와 동일하게, ‘감정

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한편 기

능적 가치(M=5.17, S.D.=1.07)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가치차원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

을 나타냈다. 이는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전문 제조사가 제작하는 이유로, 이미 높은 기능

적 가치가 인지되어 구매의도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가치는 특히 학생

보다 학부모 집단에서 대학과 패션 브랜드 콜라보레

이션 상품의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외 소비자 공통적으로는 감정

적 가치를, 학부모 집단에는 대학의 상징성과 소속성

을 강조시킬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상품 디

자인 방향과 프로모션 전략이 효과적으로 소구될 것

이다.

넷째, 협업하는 패션 브랜드의 카테고리에 따라 대

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한 소비가치와 구매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대학과 럭셔리 브랜드의 콜라보

레이션은 다른 브랜드 유형(스포츠, 캐주얼, 아웃도

어, 패션 잡화)에 비해 사회적 가치와 구매의도가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흔히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구매

동기는 사회적 지위(prestige) 획득(Eastman & Eastman, 

2011)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와 자존감을 강화하고(Ru-

vio et al., 2008), 준거 집단과 연관시켜 타인과 차별화

(Vigneron & Johnson, 2004)하는 이유로 높은 사회적 

가치와 빈번하게 연관된다. UI 상품 맥락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회적 가치와의 높은 관련성이 논의되어 왔

다. 럭셔리 브랜드와 대학 아이덴티티의 높은 사회적 

가치가 서로 협업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학외 소

비자에게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높은 구매

의도를 이끌 수 있음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학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과 패

션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상품과 그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인식을 살펴본 첫 번

째 연구로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의가 있다. 첫째, UI 

관련하여 주 연구대상이였던 학내 소비자를 학외 소

비자 관점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시의성 있는 콜라보

레이션이라는 전략을 대학 산업에 적용시켜 UI 학문 

영역에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후속 연구를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는 면에서 학문

적 가치가 있다. 둘째, 대학 명성과 패션 브랜드 명성이 

콜라보레이션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발견하

였고, 대학 명성과 구매의도 사이에 적합성의 완전매

개 효과를 밝혔다. 이는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이 아

직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학외 소비자에게 어떻게 접

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리적 매커니즘을 규명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산업과 패션 브랜

드에 제언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대학이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파트너 브랜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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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대중에게 대학의 홍보에 있어, 패션 브랜드의 명성은 

대학 명성의 한계를 넘어 학외 소비자에게 소구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높은 명성을 가진 패션 브랜드 즉, 

업계 선도 브랜드와의 협업을 우선 권고한다. 하지만 

브랜드의 명성만이 고려 요소는 아니다. 파트너가 될 

브랜드의 상품 범주와 브랜드 이미지는 대학의 이미

지와 높은 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파트너가 될 패

션 브랜드의 카테고리에 있어, 럭셔리 브랜드는 대학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대해 더 높은 사회적 가치와 구

매의도를 이끌 수 있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을 제안한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 그룹 모두에서 가장 

선호되는 복종은 스포츠와 캐주얼로 밝혀졌다. Har-

vard와 나이키, UCLA와 언더아머, FIT와 챔피온 등 해

외 대학의 사례를 보면 스포츠 브랜드는 대학 상품과 

가장 빈번히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캐주얼 브랜드는 

편안한 분위기를 통해 나이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이유로(Ko & Yun, 2004) 연령대가 상이한 두 집단 모

두에게 선호됨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스포츠 브랜드

와 캐주얼 브랜드 역시 대학 콜라보레이션의 파트너

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

과를 통해 학외 소비자 니즈에 맞는 머천다이징 전략

을 제안할 수 있다. 콜라보레이션 상품의 독창성과 희

소성이 소비자의 감정적 가치를 높게 한다는 점(Ju & 

Koo, 2014)에서, 대학과 패션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일정 기간만 판매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하는 등의 학외 소비자 두 집단 모두에서 감정적 

가치를 충족시키면 더 높은 구매의도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의 로고와 엠블럼이 가장 잘 부각될 

수 있는 디자인과 가장 가시적인 아우터 아이템 등을 

통해 대학에 대한 심리적 소속감의 부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여준다면, 학부모 집단에게 더욱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과 패션 브랜드 사이에 

인지된 적합성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와 상품 측면에 

중심을 두고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색적인 콜라보레

이션에 대해 Z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어떠한 측면의 적합성 또는 부적합

성이 효과적인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더 탐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2개의 소비자 그룹과 

더불어 5가지의 패션 브랜드 유형으로 인해 각 셀의 표

본 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브랜드와 대학에 대한 관

심과 지식이 있어야, 두 조합의 연상이 가능한 이유로, 

본인 또는 자녀가 진학하기를 선호하는 대학과 선호 

브랜드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대학 관

련해서 명성을 평가할 때, 응답자들에게는 이미 ‘입학

하기를 원하는’ 열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긍정적 편향

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명성이 구축

된 대학일 가능성이 많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예비 대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패션 브랜드의 유형과 브

랜드 및 평가 기관에서 발표하는 대학의 순위를 반영

하여 통제된 자극물을 제시한다면, 각 조건에 대한 더 

많은 표집과 연구의 일반화에 대한 가능성을 강화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은 

학외 소비자의 UI 상품 시장에 대한 구매 잠재성과 콜

라보레이션 전략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궁

극적으로는 대학 아이덴티티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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