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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gate the role of perceived attributes of inno
vation in predicting the fashion innovativen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o com
pare results with the predictive efficacy of selected psychographic variables.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re
quency, percentage and mean values were used to evaluate the descriptive data.

The major findings derived from analysis are as follows:
1. Of the psychographic variables used to predict fashion innovativeness fashion 

interest was the most predictive of fashion innovativeness followed by vent
uresomeness.

2. The only perceived attributes variable found to be predictive of fashion inno
vativeness was perceived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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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마케팅의 어느 측면도 소비자들의 신제품 특히 패션요소가 포함된 신제품 수용만큼 불확실 

한 요소는 없다." 그러나 패션 제품의 소개는 기업의 계속적인 성공에 필수 요건이 되기 때문 

에 기업은 지속적으로 모험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객 기호에 대해 부정확한 예측을 할 경우 판매 부진이나 가격할인에 의한 커다란 재정적 

손실을 갖게 된다. 따라서 패션 산업에서 패션 예측은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지극히 중요한 

업무라 하겠다.

Rogers》는 농경 사회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농기구 수용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을 근거로 전 

파 이론(diffusion theory)*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마케팅과 의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의 확산에 관한 연구의 기본적인 틀로 이용되고 있다. Rogers는 수용자들을 혁신을 수용하는 

시 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된 각 집단들은 독특한 특성들을 갖고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Rogers와 Shoemaker"는 소비자들의 혁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의 특성들을 제시 

하고 이들 특성들은 혁신 평가의 준거가 됨으로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며 이들 지각 요소들은 소비자들의 혁신 수용율의 49〜87%의 변량을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또 Robertson"은 혁신자들의 신제품 수용은 제품에 대한 지각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 

에 지각된 혁신의 특성들은 패션 혁신성 예측의 좋은 변인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고 

Ostlund。는 혁신성 예측 연구에서 지각된 혁신의 변인들은 응답자들의 개인적인 성격 특성들 

보다 혁신성을 예측하는데에 훨씬 더 좋은 예측 변인들임을 밝혔다.

패션 확산 과정에서 패션의 초기 구매자들인 혁신자들은 패션 경향의 방향을 결정할 뿐 아 

니라 패션 산업에서 최초의 소비자 피이드백을 제공한다고 볼 때, 이들 혁신자들이 신제품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은 의류 상품 기획이나 판매 촉진 등 마케팅 전략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패션 혁신성 예측에 혁신의 지각된 특성의 예 

측력을 파악하고 이 결과를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사이코 그래픽 변인들의 예측력 

과 비교해 봄으로써 패션 예측에 지각된 혁신의 특성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는 패션 산업 발전을 위한 패션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1. 연구가설

문헌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 패션 혁신자들은 비 혁신자들보다 자신감이 높다.

가설 U : 패션 혁신자들은 비 혁신자들보다 패션 관심이 높다.

가설 IU : 패션 혁신자들은 혁신에 대한 지각이 비 혁신자들과 다르다.

皿-1: 패션 혁신성과 혁신의 상대적 이점 사이에 정적 관계가 있다.

DI-2： 패션 혁신성과 혁신의 복잡성 사이에 부적 관계가 있다.

皿-3 ： 패션 혁신성과 혁신의 적합성 사이에 정적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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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패션 혁신성과 혁신의 지각된 위험 사이에 부적 관계가 있다.

口. 이론적 배경

1. 수용 과정 모델

혁신의 수용과정은 한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뒤부터 수용 여부를 결 

정하고 그 결정을 확인하기 까지 거치게 되는 정신적 과정을 말한다. Rogers》는 이 과정을 인 

지, 흥미, 평가, 시험, 수용의 5단계로 이어지는 전통적 5단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후 

Rogers와 Shoemaker"는 이 5단계 모델의 결점을 보충하여 지식, 설득, 결정, 확인의 4단계 

로 이어지는 혁신 결정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선행요인, 과정, 그리고 결과의 3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선행요인은 개인의 성격 

특성과 사회적 특성 그리고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 등으로 개인의 혁신 결정과정에 영 

향을 미친다. 혁신 결정 과정중 개인은 커뮤니케이션 정보원으로 부터 자극을 받게 되며 설득 

단계에서 혁신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의 지각은 상대적 이점, 적합성 등과 

같은 혁신의 특성들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혁신을 최초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혁신에 대해 먼저 알게 되었다 

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새 아이디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좀더 정 

확한 정보원을 이용하며 그러한 정보원을 비교적 높이 신뢰하기 때문에 조기 수용자들은 후 

기 수용자들보다 혁신 결정기간이 짧다.3>

2. 패션 혁신자의 특성

혁신자란 혁신을 맨 처음 수용하는 사람들로서 최초로 전시하며 혁신 수용의 초기단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패션 전파 과정에서의 혁신자들의 중요한 역할 인식과 함께 패 

션 혁신자들의 프로필을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Schrank时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성, 의복 동조에 대한 태도, 의복 관심 및 사회 

경제 수준과 관련하여 패션 혁신성과 의견 선도력에 촛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Schrank는 패션 의견 선도력과 패션 혁신성 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를 발견하여 패션혁신자 

들 사이에 새로운 스타일을 최초로 수용하는 동시에 타인의 스타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혁 

신적 의견 선도자인 사람들도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패션 혁신자들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좀더 심리적 안정감이 높으며 모든 사회경제 수준에 확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King 
과 Baumgarten"은 혁신의 전파와 수용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모자가 유행하였던 가을에 모 

자 수용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모자 구매 시기를 근거로 혁신자들을 

밝혔다. 그 결과 혁신자들은 자신감, 외모에 대한 관심, 과시 및 변화지향 태도가 다른 소비자 

들보다 높음을 발견하였다. Reynolds오｝ Darden^의 미디 (midi) 패션의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도 패션관심, 자신감, 정보 추구 활동, 패션 잡지 구독, 사회 활동성이 패션 의견 선도력의 좋 

은 예측변인으로 밝혀져 King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Darden과 Reynolds。* 남자 패션 의견 선도력 예측에 관한 연구에서 패션관심과 패션에 

대한 모험성을 의견 선도력의 가장 효율적인 2개의 예측변인으로 밝혔으며 다음으로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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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지적 명확성(clarity)을 중요한 변인으로 밝혔다.

King과 Sproles101 역시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패션 혁신성 예측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자기 도취(narcissism), 지적 관심, 사교성, 모험성향, 비개성주으］(동조), 지도력, 

성개방(sex liberation)의 변인들이 패션 혁신성의 의미 있는 예측변인들로 밝혔다.

정혜영m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패션의견 선도력에 관한 연구에서 패션 의견 선도자들 

은 추종자들보다 과시성, 자신감, 개성, 사교성 및 모험성이 강하며 패션에 대한 관심과 지식 

그리고 혁신성이 보다 높음을 발견하였다.

최선영⑵은 유행 선도자의 특성연구에서 유행 선도자들은 내적 지향적이며 미적 가치관을 

갖고 변화와 모험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패션 혁신자들은 비혁신자들에 비하여 패션관심, 모험성, 자신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지각된 혁신의 특성

신제품이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가는 제품의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Rogers와 Shoemake"는 신제품의 수용과 확산율을 증대시키는 5가지 특성을 제시하였다.

1) 상대적 이점

상대적 이점이란 혁신이 기존의 것보다 얼마나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이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보다 새롭거나 미적인 아름다움, 사회적 권위 증대, 옷감 성능 등이 이에 포함된다. 

상대 적 이점은 수용 속도와 긍정적 관계가 있다.

2) 적합성

적합성이란 혁신이 잠재 수용자들의 사회 규범 및 기존 가치관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의 

정도를 뜻한다. 지나치게 새롭거나 독특한 새로운 스타일은 수용 속도가 늦어지고 수용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3) 복잡성

복잡성이란 혁신을 이해하거나 사용하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가를 말한다. 새로운 스타일을 

적절하게 사용하기가 힘들거나 새로운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의복과 조화가 어려운 경 

우 거부되기 쉽다. 혁신의 복잡성은 수용율과 역관계에 있다.

4) 시험 가능성

시험 가능성이란 혁신을 어느정도 시험해 볼수 있는가를 말한다. 새 스타일이 고가이거나 

지나치게 당시 패션과 다르면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시험 가능성은 감소된다. 혁신의 수용 가 

능성은 수용율과 긍정적 관계가 있다.

5) 관찰 가능성(Observ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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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가능성이란 혁신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전달될 수 있는가를 뜻한다. 혁 

신의 관찰 가능성은 수용율과 긍정적 관계가 있다.

Ostlund。는 Rogers의 지각된 혁신의 5가지 특성에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변인을 첨 

가하여 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가정용 기구 테스트 상품에 대한 주부들의 혁신성을 예측하 

기 위한 그의 2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의 첫번째 연구에서 혁신의 복잡성을 제외한 

모든 지각 변인들은 혁신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반면 개인적 특성 변인들은 패션 혁신성 예 

측의 중요한 변인이 되지 못하였다. 두번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 

은 모험성을 제외하고는 혁신성 예측의 좋은 변인이 되지 못하였으며, 반면 지각된 혁신의 특 

성들은 혁신성 예측에 대단히 효율적임을 발견하였다. 지각된 혁신의 특성은 패션 상품에서 

도 혁신성을 예측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4. 지각된 위험

소비자는 구매 의사 결정시 그 결과를 확신있게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모든 구매 행동 

에는 위험이 수반된다. Cox项는 지각된 위험을 불확실성(uncertainty)과 결과(consquences) 
의 두 요인의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불확실성은 구매 목적 및 그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불확 

실성 그리고 어떤 구매가 이들 목적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의 최종 구매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되며 결과는 기능적 목적 또는 사회적 목적과 관련된다. 그러나 구매시 개인이 위험을 지 

각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Taylor 1"는 사회, 심리적 손실과 기능적, 

경제적 손실의 측면에서 지각된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사회, 심리적인 면에서 소비자들은 구 

매 의사 결정을 잘못함으로서 자기 존중, 사회적 승인, 또는 신분의 손실을 모험하게 된다. 또 

한 기능적, 경제적 측면에서 제품의 질이나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또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 

하여 정보 활용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Friese的는 구매시 지각되는 패션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에서 스타킹(stocking)의 패셔너빌 

리티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위험의 정도가 다름을 발견하였고 Lowry161 역시 패션 사이클 

단계가 각기 다른 8스타일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각된 위험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은 스 

타일의 패셔너빌리티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전반적인 위험과 사회 심리적 위험은 응답자의 

스타일 선호와 관련이 있어 새로운 스타일은 클래식 스타일보다 좀더 위험도가 높게 지각되 

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옥선경의 경우에서도 의복 구매시 인지되는 위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복의 

유행단계에 따른 스타일로 특히 최신 유행 스타일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성과 위 

험 인지가 모두 높음을 발견하였다. 정재일心은 여성 기성복 구매시 느끼는 위험에 대한 연구 

에서 점포 선택시 자신감이 높을수록 인지된 위험이 낮음을 밝혔다.

Sproles"〉은 많은 사람들이 패션을 선호할 때 수반되는 재정적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패션을 선도하기 보다는 추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은영2。) 역시 새로운 유행을 쉽 

거］ 채택하는 유행선도자는 추종자들보다 구매시 위험에 대한 지각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서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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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코 그래픽 (Psychographics)
소비자들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일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한다即 따라서 최근 

마케팅 관리자들 사이에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변 

인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코그래픽 (psychorgraphics) 이 란 넓은 의미로는 라이프 스타일 분석과 거의 동의로 사 

용되지만 좁은 의미로는 AIO 변수군에 성격적, 기질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군을 함께 사용 

하는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뜻하는 것으로 라이프 스타일 연구의 주된 기법이다烈 Orsini勿는 

옷감 성능에 관한 정보 전달자들의 특성을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이 연구 

에서 정보 전달자들은 정보원에 대한 확신감, 특정 섬유에 대한 관심 등과 같은 정보 전달과 

관련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이나 인 

구 통계적 변인들보다 정보 전달자의 프로필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큰 예측력을 보였 

다.

Reynolds와 Darden"은 여성 패션 의견 선도자들의 프로필을 파악하기 위하여 라이프 스타 

일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견 선도자들은 의복에 대한 높은 관심, 자신감, 미디 

어 노출, 사회 활동, 물리적 이동 및 교육수준이 추종자들보다 높음을 발견하였다. 패션 의견 

선도자들에 고나한 정혜영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통하 

여 패션의견 선도자들의 프로필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패션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 변 

인은 패션 커뮤니케이션이나 심리적 변인들보다 의견 선도력에 훨씬 더 많은 설명력을 보였 

다. 박진범西은 여대생들을 AIO분석법에 의하여 여성 외출복 구매집단을 유행 추구형, 보수 

주의형 경제추구형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중 유행 추구집단은 모험심이 강하고, 유행에 

민감하고, 남보다 새로운 유행상품을 먼저 구입하며 그리고 이러한 속성들에 의해 의복의 내 

구성이나 품위정도에는 별 관심이 없고 색상이 화려하고, 디자인이 캐주얼하고 유행성이 강 

하고 현대적이며 활동성이 큰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라이프 스타일 변인들은 소비자 집단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설명을 제 

공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m.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덕성 여자 대학교 여대생들로 1993년 10월 6일부터 10월 13일에 걸 

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41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완전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237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1) 패선 혁신성

King과 Sproles】。〉에 의해 개발된 패션 혁신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시장조사와 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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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패션스토아 디자이너들의 추천으로 선정된 10개 스타일을 덕성 여자 대학교 의상학과 

66명에게 제시하고 앞으로 인기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스타일 5개를 선정하도록 하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은 상위 5개 스타일을 선정하여 최종 조사에 사용하였다.（부록）

선정된 5개 스타일들은 의복 스타일 평가에 미칠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얼굴, 헤어 스타 

일 및 옷감 표현을 스제하고 line drawing으로 하였으며, 또한 스타일의 디자인 특성과 전체 

적인 fashion look을 나타내기 위하여 도식화와 스타일화를 함께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각 스타일의 현재 소유 정도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구입 의도가 있는지를 물 

어 구입 의도가 있는 응답자들의 수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수로 나누어 각 스타일 

의 인기 성장지표를 구하였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각 스타일들의 인기 성장지표치를 합산 

하여 개인의 혁신 점수를 구하였다.

2） 지각된 혁신의 특성

지각된 혁신의 특성 측정은 Rubner-Rupert와 Winaker 그리고 Delong에 의해 사용된 양극 

으로 된 29쌍의 형용사를 추출하여 예비 조사를 거쳐 사용하였다. 7단계 평정법으로 되어 있 

으며 요인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3） 사이코 그래픽 측정

Wells와 Tigert의 AIO 문항들 중 의복과 자아개념과 관련된 23문항을 추출하여 약간의 수 

정을 가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단계 평정법으로 되어 있으며 요인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4）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 공식에 의거하여 검증하였다. 지각된 혁신의 특성은 

a = .84, 사이코그래픽은 a = .73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의복 종류별로 조끼 a = .75, 슬랙 

스。1= .72, 자켓 a = .70, 스커트 a = .69, 블라우스 a = .67 순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 이 

도구의 사용이 적절함을 나타내었다.

3. 자료 분석

가설 검증에는 요인 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이외에 빈도, 백분율 및 평균 

치를 구하여 기술적인 자료 분석을 하였다.

IV. 실증 분석 : 자료의 분석과 평가

1. 패션 혁신성

패션 혁신성 측정은 제시한 5개 스타일의 인기 성장 지표를 구한 다음 소유하고 있는 스타 

일의 인기 성장 지표를 합한 점수를 조기 수용 지표로 하였다. 그 결과 조기 수용 지표의 점수 

범위는 0점에서 7.62까지이다. 0점이 응답자의 22.4%로 이들은 제시한 5개의 스타일 중 하나 

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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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대가 23.6%, 2점대가 23.2%, 3〜4점
〈표1> 조기수용지표 대가 22.1%, 5〜6점대가 5.8%이며, 4〜5벌

점수 빈도 백분율

0 53 22.4
1〜2미만 56 23.6
2〜3미만 55 23.2
3〜5미 만 53 22.1
5~7미 만 14 5.8
7.6 6 2.5

계 237 100.0

의 의복 소유를 의미하는 7점대는 2.5%에 

지나지 않는다.

2. 지각된 혁신 특성

1) 요인 분석

지각된 혁신의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한 29
--------------- ------------------  문항을 좀더 효율적으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수의 항목요인으로 축소하기 위 하 

여 요인 분석을 하였다(표 2). 29문항을 7 
개 단계 평정점수화하여 주 구성요인 분석(principal compconent factor analysis)을 한 결과 

고유치(eigen value) 1.0이상인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5). 이 때 한개의 요인으로 성립되 

기 위한 기준으로 ① 고유치(eigen value) 1.0이상, ② 요인 부하량 3.0이상, 그리고 적어도 3 
개의 문항이 부하되 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직각 회전법(Drthogonal Tecknique)을 적용한 결과 요인 I은 상 

대적 이점(9문항), 요인 II는 복잡성(7문항), 요인 이은 지각된 위험(6문항) 그리고 요인 ]V는 

적합성(5문항)으로 요약되었다. 전문적인-여유있는, 값비싼一값싼의 2개의 문항은 한개의 

요인으로 성립되기 위한 기준인 3개 문항이 되지 못하였다.

2) 각 의복 스타일에 대한 지각

응답자들의 5개 스타일 각각에 대한 반응과 5개 스타일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다음 

과 같다[그림 1(a)〜(c)].
블라우스

심플한, 편안한, 패셔너블한, 매력적인 스타일로 지각하였으며 위험을 지각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1(a)].
조끼

세련된, 대담한, 패셔너블한, 원숙한, 곧 지나갈 스타일로 지각하였으며 어느 정도 위험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a)!
자켓

심플한, 기능적, 다목적적, 편안한, 실용적인 스타일로 지각하였으며 위험을 지각하지 않았

다[그림 1(b)],
스커트

대담한, 섹시한, 세련된, 노출적인, 곧 지나갈 스타일로 지각하였으며 어느 정도 위험을 지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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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지각된혁신변인의요인 분석

요 인 문항번호 문 항 요인부하량 변량

요인 I : 16 아름다운一추한 .80427 29
상대적 이점 17 세련된一세련되지 않은 .80059

15 흥미로운一흥미롭지 않은 .73455
9 자극적인一지루한 .70454

14 비 매력적인一매력적인 .69135
12 패셔너블한一패셔너블하지 않은 .67187

6 최신의一유행이 지난 .63224
5 현명한一바보스런 .62090

11 좋아하는-좋아하지 않은 .58816
요인 n : 24 기능적一비 기능적 .77576 15.3
복잡성 19 편안한一불편한 .76202

26 다목적적인一착용이 제한된 .74812
4 실용적一비 실용적 .69536

25 심플한一복잡한 .63300
8 남성적一여성적 .60264

18 캐주얼한一정장의 .59572
요인 m: 22 노출적인一비 노출적인 .68211 9.4
지각된 위험 10 모험적一확실한 .67694

21 평범한一평범하지 않은 .64907
20 드라마틱한一차분한 .56163
7 섹시한一섹시하지 않은 .44730

23 오래 지속될一곧 지나갈 .40840
요인 IV : 1 보수적一대담한 .84711 4.6
적합성 2 정숙한一비 정숙한 .70500

27 은근하一과감한 .66967
13 젊은一원숙한 .54768
3 추종적一선구적 ..54737

계 58.3

슬랙스

심플한, 기능적, 다목적적, 실용적, 편안한, 확실한 스타일로 지각하였으며 위험을 지각하 

지 않았다[그림 1(c)],
5개 스타일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

전반적인 지각은 각 문항에 대한 5개 스타일의 반응을 합하여 5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심플한, 세련된, 패셔널블한, 매력적인, 곧 지나갈 스타일로 지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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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이번 가을 패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을 지각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그림 1(c)],

3 2 3 3. 2

2.
3. 추종적

4. 실용적
5. 현명한.
& 춰신외

7. 섹시한
8. 남성걱

9. 자큭적인 

ia 모험척 
11. 좋아하는 
12 珈서너뷸반

13. 젊은

14. 비 매력적

15. 흥미로운
16. 아름다운

17. 세련된
18. 캐츄얼한
19. 편안한

20. 드라마틱한

21. 평범한

22. 노츨적인
23. 오래 지속튈
24. 기능척
25. 심쯔반
26. 다 옥적걱인 
27： 은근한 

28. 전문적인

2으. 가 ?b싼一 간 오버 블라우스에 대한
---긴 조끼에 대한 지각 지각

대담한 
비 정숙한 

선구적 

비 실용척 

바보스런 
유행 지난 
섹시하지 않은 
여성척 
지旱한 

확실한 

좋아하지 않는 
패셔너뷸 하지 않은 

원숙한 

매력척 

횽미흡지 옷반 

후한 
세련되지 옷한 

정장의 
불편한 

차분한 
평범하지 않은 
비노츨척인 
끋 지나갈 
비 기능적 
복잡한 
착용이 제한된 

과감한 
여유로운 
간사오

1. 보수성
2. 청숙성

3. 추종적

4. 실용적
5. 현텅한

& 취신의

7. 섹시한
8. 남성적
9. 자륵척인

10. 모헙걱
11. 善아하는

12. 패서너뷸한

13. 걺은

14. 비 배력적
15. 홍미皇운
16. 아豊다운

17. 세련된
18. 케쥬얼한
19. 편안한

20. 드라마릭한

21. 평범한

22. 노養척인

23. 오래 지속튈
24. 기능적
25. 심春한
26. 다 목적적인
27. 은근한
28. 전본•적인
29. 갔 비싼

2 3

一스트레이트 자켓에 대한지각 

-••긴 트임의 긴 스커트에 대한 지각

대탐한 

비 정슥한 

선구적 

비 실용척 

바보스런 
유행 지난 
섹시하지 않은 
여성걱 

지부한 
확실한 

홓아하지 않는 
패셔너뷸 하지 않은 

원숙한 

해력척 
客미暑지 옷한 

추한
세련되지 못한 
정장외 
着.편한 

차분한 

평범하지 않은 
비노音척인 
갇지나갈 
비 기능척 
복잡한 
착용이 제한된 

과감한 
여유로운 
값싼

3 2 3

1. 보수성 대담한

2. 청숙성 비 정숙한
3. 추중척 선구적
4： 실용척 비 실응적

5. 현령한 바보스歸
6. 최친외- 유행 지난
7. 섹시한 섹시하지 않온
£남성척 억설笑

9. 자극척인 자去賈
10. 모헙헉 확실한
H. 롷아하는 좋아하지 않는
12. 珂서너블한 패셔너블 하지 않은

13. 첢은 원숙한

14. 비 래력적 매력적 心

15. 흥미로운 흥미읍지 못한
16. 아會다운 추한 心
17. 세련퇸 세련되지 못한
18： 케쥬얼한 정흐의

19. 편안한 별편한
20. 트락마틱한 차분한
21 평평범하지많은 

寰貰이 비노추적인

23. 오래 지驀퇼 富

24. 기능척 빈窮产

25. 심플한26. 다복걱적인 普흔이제한된

27. 온근한 苦尊咎후
28. 전문척인 로운

29. 간비싼 값싼.

— 스트레이트 슬랙스에 대한 지각

•" 5개 스타일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

〈그림 1〉 각 의복 스타일에 대한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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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코 그래픽

1) 요인 분석

응답자들의 사이코그래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23개의 문항들을 지각된 혁신의 특성과 같 

은 방법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① 패션 관심(7문항), ② 자신감(6문항), ③ 모험성(4문항), ④ 

신체 만족/비동조성(6문항)의 4개 요인으로 요약되었으며 이들 4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은 40.7%이다표 3). 이 중 패션관심 변인이 변량 1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신감 

이 11.1%, 모험성이 7.3% 그리고 신체 만족/비동조성이 6.7%순으로 그 변량의 크기를 나타 

내었다.

2) 사이코 그래픽 측정문항에 대한 반응

사이코그래픽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요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1) 패션관심

패션관심을 구성하는 문항들중 응답자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기를 원한다'

(3.7) , 나는 패션 잡지를 보는 것을 즐긴다'(3.6), '나는 의복 쇼핑을 즐긴다'(3.6)의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개성적인 의복 차 

림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여대생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는 결과 

라 하겠다.

(2) 자심감

자신감 문항들중 높은 평균을 보인 문항은 '나는 어떤 것도 눈에 띄게 잘해 본 적이 없다，

(3.7) 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독립심이 강하다'(3.5)이다. 이외에 모든 문항이 비교적 높은 평 

균을 나타내어 응답자들은 자신감과 독립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어떤 것도 눈에 

띄게 잘 해 본적이 없다'는 자신감과 역관계에 있다.

(3) 모험성

모험성 문항들중 높은 평균을 보인 두 개의 문항은 '나는 모험을 좋아한다'(3.3),，나는 익 

숙지 않은 상표를 멀리 한다'(3.2)이다. 이중 '익숙지 않은 상표를 멀리한다'는 모험성과 역관 

계에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모험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신체 만족/비동조성

'나는 친구나 이읏이 사는 상표를 따라 사는 편이다'가 평균 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여대생 

들은 의복 구매시 타인에게 동조하기 보다는 개성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나는 뚱뚱한 

편이다'(신체만족과 역관계)가 평균 3.5로 응답자들은 자신의 체형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여대생들은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자신감과 모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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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3〉 사이코 그래픽 변인의 요인 분석

요 인 문항번호 문 항 요인부하량 변량

요인 I : 20 나는 나와 같은 경제수준의 다른 학생들보 .75485 15.6
패션 관심 다 의복에 좀 더 많은 비용을 쓴다.

17 나는 의복 쇼핑을 즐긴다 .74826
16 나는 최신 스타일의 의복을 한 두벌 이상 가 .66945

지려고 노력한다.

12 패션 잡지를 들쳐보는 것을 즐긴다. .65731
8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다르게 보이 .55650

기를 바란다.

1 나는 편안함과 패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 .55560
는 대체로 패션 위주로 옷을 입겠다.

7 나는 10켤레 이상의 구두를 가지고 있다. .52287
요인 n : 1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감이 많다. .73088 11.1
자심 감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독립심이 강하다. .64419

14 나는 무엇이든 아주 열심히 한다. . 63407
13 나는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60494
4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좋아한다. .49705

10 나는 어떤 것도 눈에 띄게 잘 해본 적이 없 一.36505
다.

요인 皿: 6 나는 위험한 것에 매력을 느낀다. .75721 7.3
모험성 22 나는모험을좋아한다. .69509

5 나는 익숙하지 않은 상표를 멀리 한다. -.45380
11 나는 가끔 내가 산 물건이 잘못 산것일까봐 一.43129

걱정한다.

요인 IV : 23 나는 좋은 신체조건을 갖고 있다. .64590
신체 만족 21 나는뚱뚱한편이다, -.56229
/비동조성 2 내 옷들 중에는 2년 이 상된 것들이 많다. 一.44416

9 나는규칙적으로운동한다. .41661
19 나는 어느 정도 구식의 취향과 습관을 갖고 -.38357

있다.

15 나는 친구나 이웃이 사는 상표를 따라 사는 一.31564
편이다.

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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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이코 그래픽 변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의 평균 및 표준 편차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1. 나는 편안함과 패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 대체로 패션 위 

주의 의복을 입겠다.

196104 1.08878

2. 내 옷들 중에는 2년 이 상된 것들이 많다. 2.43162 1.03461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독립심 이 강하다. 3.53648 ,97808
4.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좋아한다. 3.27039 .95133
5. 나는 익숙하지 않은 상표를 멀리 한다. 3.17094 1.02157
6. 나는 위험한 것에 매력을 느낀다. 2.86325 1.06369
7. 나는 10켤레 이상의 구두를 가지고 있다. 2.30769 1.22885
8.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다르게 보이기를 바란다. 3.65812 .99494
9. 나는 규칙 적으로 운동한다. 2.45299 .97166

10. 나는 어떤 것도 눈에 띄게 잘 해본 적이 없다. 3.65239 .94103
11. 나는 가끔 내가 산 물건이 잘못 산 것일까봐 걱정한다. 2.59402 .96379
12. 패션잡지를 들쳐 보는 것을 즐긴다. 3.60606 1.17797
13. 나는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다. 3.27039 1.06262
14. 나는 무엇이든 열심히 잘 한다. 3.36752 .89441
15. 나는 친구나 이웃이 사는 상표를 따라 사는 편이다. 3.78632 .82169
16. 나는 최신 스타일의 의복을 한 두벌 이상 가지려고 노력한 

다.

3.30769 1.12301

17. 나는 의복 쇼핑을 즐긴다. 3.58369 1.03102
1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감이 많다. 3.28632 .93986
19. 나는 어느 정도 구식의 취향과 습관을 갖고 있다. 2.72531 .89640
20. 나는 나와 같은 수준의 다른 학생들보다 의복에 좀더 많은 

비용을 쓴다.

2.72222 1.09808

21. 나는 뚱뚱한 편이다. 3.49145 1.12040
22. 나는 모험을 좋아한다. 3.33047 .99471
23. 나는 좋은 신체조건을 갖고 있다. 2.88889 1.01303

4. 패션 혁신성 예측 : 회귀 분석

지각된 혁신의 특성과 사이코그래픽 변인의 패션 혁신성 예측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표 5〉와 같다. P<.05 수준에서 패션 혁신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은 패션관심, 지각된 위험, 모험성의 3개 변인들로서 15%(F = 8.45, P<.000)의 설명력 

을 보였다. 그 중 패션관심 변인은 Beta값이 .31 로■패션 혁신성 예측에 가장 유용한 변인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Darden과 Reynolds4*, King과 Sproles101, Schrank。, 정혜영등 

의 패션관심이 패션 혁신성 예측의 중요한 변인으로 나온 결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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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패션혁신성 예측 :회귀 분석

R2 = . 15055
F = 8.44830***
독립 변인 B Beta T
패션 관심 .596836 .311566 4.042***
지각된 관심 .407595 -.205058 2.589**
모험성 .322351 .168397 2.126*
(Constant) 2.329582 19.581***

*P<.05 **P<.01 **P<.0001

패션 혁신성 예측에 두번째로 유의한 변인은 지각된 위험 변인으로 Beta값이 ,21(P<,01) 
이다. 지각된 위험은 패션 혁신성과 부적 관계를 보여 패션 혁신자들은 비 혁신자들보다 새로 

운 의복 스타일에 대해 위험을 지각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패션 혁신성과 지각된 위험 

사이의 부적 관계는 패션 혁신자들이 비 혁신자들보다 좀더 위험 캄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 King과 Sproles"，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모험성은 회귀 분석에서 세번째로 패션 혁신성 예측의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모험성 

은 Beta값이 .17로 나타나 혁신자들은 모험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모험성을 지적한 Rogers21 그리고 Rogers와 Shoemaker*의 말을 지지 

하는 결과이며 또한 유행 선도자들이 변화와 모험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선형以의 연구 

결과와 같다.

5. 가설 검증

회귀 분석 결과를 근거로 패션 혁신성 예측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I ： 패션 혁신자들은 비 혁신자들보다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

회귀 분석 결과 자신감은 패션 혁신성과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I 은 부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Darden과 Reynolds91 그리고 King271 
의 연구에서 혁신자들은 비 혁신자들보다 자신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다르다. 그 원인은 분명치 않으나 Darden과 Reynolds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이 상류 계층의 남학생들이었다는 점이 본 연구와 다르다.

본 연구에서 자신감이 혁신성 예측의 좋은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패션 

혁신자들이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끄는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가설 II : 패션 혁신자들은 비 혁신자들보다 패션관심 이 높다.

회귀 분석 결과 패션관심은 패션 혁신성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패션 혁신자들은 비 혁신자들보다 패션관심이 높다는 가설 II는 긍정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정혜영“', Darden과 Reynolds91, King과 SproIesI0<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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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ank" 등 많은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따라서 패션 혁신자들은 비 혁신자들 

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一 같은 경제 수준의 다른 학생들보다 의복비가 많다.

一의복 쇼핑을 즐긴다.

一최신 스타일의 의복을 한 두벌 이상 가지려고 노력한다.

一패션 잡지를 보는 것을 즐긴다.

一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다르게 보이기를 원한다.

' -편안함과 패션 중 하나를 택하라면 패션 위주로 의복을 입겠다.

가설 皿 : 패션 혁신자들은 혁신에 대한 지각이 비 혁신자들과 다르다.

皿一1 ： 패션 혁신성과 상대적 이점 사이에 정적 관계가 있다.

皿 一2 ： 패션 혁신성과 복잡성 사이에 부적 관계가 있다.

皿一3： 패션 혁신성과 적합성 사이에 정적 관계가 있다.

皿 一4： 패션 혁신성과 지각된 위험 사이에 부적 관계가 있다.

위 4개 가설중 패션 혁신성과 지각된 위험 사이에 부적 관계가 있다는 가설 皿一4만이 P<. 
05 수준에서 긍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패션 혁신자들은 비 혁신자들에 비하여 제시한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위험을 덜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Ostlund% Robertson气 Sproles】幻을 근거로 지각된 혁신의 특성 변인들이 

패션 혁신성 예측에 상당히 높은 예측력을 보일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 회귀 분석 결과 

지각된 모험을 제외한 나머지 지각된 혁신 변인들은 패션 혁신성과 어느 정도의 관계는 있으 

나 기대했던 것 만큼의 예측력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Ostlund의 2편의 연구에서 복 

잡성을 제외한 모든 지각된 혁신 변인들이 혁신성 예측에 대단히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 

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Ostlund의 연구는 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한 점과 의복 패션 

이 아니라 가정용 기구에 대한 조사를 한 점이 본 연구와 다르다. 따라서 개인의 혁신의 특성 

에 대한 지각이 그의 혁신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수용자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또 

한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본 연구에서 혁신의 상대 

적 이점은 회귀 방정식에 들어갈 수 있는 P<.05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P = .06으로 

새로운 패션 예측에 이용될 수 있는 변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패션 혁신성 예측 

과 관련하여 개인의 의복패션에 대한 지각을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연구가 반 

복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패션 혁신성 예측에 지각된 혁신 특성의 예측력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소비자 행동연구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사이코그래픽 변 

인의 패션 혁신성 예측력을 파악하여 이들의 예측력과 지각된 혁신 특성의 예측력을 비교하 

였다 237명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요인 분석과 회귀 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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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된 5개 스타일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각은 대체로 심플한, 세련된, 아름다운, 매력적 

인, 패셔너블한 스타일로 지각하고 있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긴 조끼 

와 긴 트임이 있는 스커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지각하고 있었다.

2. 응답자들은 패션에 대한 관심, 자신감, 모험성, 신체만족이 비교적 높았다.

3. 패션 혁신성 예측 변인으로 패션관심, 지각된 위험,•모험성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혁신의 특성 중 상대적 이점도 그 유의도는 낮으나(P<. 
06) 혁신성 예측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지각된 혁신의 특 

성은 사이코그래픽 변인과 함께 새로운 스타일의 조기 수용 예측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패션업자들은 대량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생산하기 이전에 그 스타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각과 사이코그래픽 변인들을 파악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새로운 스타 

일 수용 가능성을 보다 정 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새로운 스타일을 수용하는 수응자 집 

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신제품에 대해 자신이 지각하는 것과 

같은 측면에서 광고 메세지를 본다고 생각할 때 좀더 효율적인 광고 메세지 작성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지각된 혁신의 특성이 패션 혁신성 예측에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예측력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커다란 예측력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 

구와 같은 연구가 반복해서 이루어짐으로서 의복 패션 예측에 있어서 지각된 혁신 특성 

의 역할이 좀더 확실하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혁신의 지각된 특성을 좀더 효율 

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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