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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consumer value and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influence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 toward fashion cause-related marketing products.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326 women in their 20's to 50's living in Seoul January 2012. The instruments included measurements

of consumer value,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attitude toward fashion cause-related marketing

products, intention to purchase fashion cause-related marketing products, and demographics. Factor analysi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s were conducted using SPSS 12.0.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Consumer value affected attitude toward fashion cause-related marketing products as well as inten-

tion to purchase products. Those with a higher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showed a higher inten-

tion to purchase fashion cause-related marketing products, regardless of attitude toward fashion CRM pro-

ducts. This indicates that and association with famous prestige brands will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c-

cess of cause-related marketing products. The research helps establish a marketing strategy to launch new

fashion cause-related marketing products by discove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onsumer consumption

patterns and attitudes toward fashion cause-related marketing products.

Key words: Consumer's value, Conspicuous consumption, Cause-related marketing (CRM); 소비자 가치,

과시적 소비성향, 공익마케팅

I. 서 론

최근 국내외 SPA 브랜드의 확대에 따라 Fast Fashion

의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이슈가 제기되면서 이들 브랜

드를 중심으로 친환경 ·재활용 제품개발, 생산 ·노동 환

경규제, 인권보호 등을 전제로 한 공익활동이 전개되고

있다(Choi, 2012; Lee & Kim, 2011; Lee & Lee, 2013).

H&M의 경우, 2009년부터 UNICEF와 제휴를 통해 All

for Childre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출의 25%

를 취약한 지역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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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기 위한 기부금으로 쓰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Conscious Collection을 선보이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패션을 제시하였고, 2013년 2월부터는 H&M CH-

ARITYSTAR 프로젝트를 통해 브랜드에 관계없이 수거

된 의류 1kg당 0.02유로를 직접 선정한 자선단체에 기부

하고 있다(“Charity star: H&M”, n.d.). 기업들은 이러한

공익활동에 소비자들을 동참시키는데, 예를 들어 TOMS

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 한 켤레를 구매할 때마다 도움

이 필요한 아이에게도 짧게는 6개월에 한번씩 한 켤레

를 전달하는 기부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책임배

송제도까지 도입하여 현지에 있는 파트너들에게 책임배

송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다. 또한 현지 파트너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부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공익마

케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One for one: TOMS”, n.d.).

이처럼 소비자를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슈와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적 이슈를 함께 추구하는 마케팅

활동을 공익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이라고 한

다(Varadarajan & Menon, 1988).

이러한 패션브랜드들의 이른바 공익마케팅 활동은 오

늘날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소비성향, 즉 소비자들의 소

비에 대한 태도가 기존의 자기지향적 소비에서 가치 지

향적 소비로 변화한 것에 대한 브랜드들의 반응으로 해

석된다.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 만족감이나 행복을 느끼

는 정도는 각자 소비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다르

다(Ha, 2009). 따라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태도와

구매행동 또는 의사결정과정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익마케팅에 대한 관심의 증

가는 소비자들이 자기만족뿐만 아니라 타인을 만족시키

는 것에도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Ha,

2009; Koh & Noh, 2009). 이는 사회적 관심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의미 추구 경향이 소비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션제품의 소비를 통한 공익의 실

현은 소비자들의 개인행동 측면에서 각자의 소비생활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도 실천 가능하기 때문에 공익마

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된다. 또한 패션제품은 다른 제품군과 달리 타인

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등 가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소비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성취함과 동시에 구매를 통한 기부활동으로 자신의 이

타적인 행위를 타인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소

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지닌 패션산업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시되는 가운데, 제품가격이나

품질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 간의 확연한 차별성이 적어

짐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구매 고려 요소로 부

각되고 있다(Lee & Lee, 2013). 이에 패션기업들은 단기

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마케팅 활동을 보

이고 있다(Park & Hwang, 2012). 공익마케팅에는 다양

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소비

자들이 소비를 통해 기부활동을 하는 방식, 또는 소비자

들이 제품구매를 통해 기업이 마련한 특정 대의에 기부

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패션산업에서의 공익마케팅 효과에 관한 대다수 선

행연구들은 윤리적 패션소비자 행동(Koh & Noh, 2009)

또는 윤리적 상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 연

구(Huh, 2011), 윤리적 패션소비자의 소비행동과 혜택

지각 및 위험지각의 영향(Moon et al., 2013)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시켜 진행하였다. 공익마케팅에 대한 소비

자들의 반응은 윤리적 소비의 한 방식이기는 하나, 이러

한 접근법은 패션산업에서의 공익마케팅의 특수성을 고

려하지 않아 패션제품의 구매 및 이를 통한 기부와 관련

된 영향요인 등의 인과관계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

도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의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특히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의 특성인 가시성으로 인해 패션제

품 자체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과시적 소비성향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그 영향을 함께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패션에서의 공익마케팅을 알아보고,

소비자 가치와 과시적 소비성향에 따른 공익마케팅 패

션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를 알아본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신 소비성향에서 중시되고 있는 소비

자 가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점에서 공익

마케팅 패션제품의 전략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업계에서의 공익마케팅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면서 기업은 소비

자의 요구는 물론 사회적 책임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

게 되었다. 이는 기업입장에서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인

한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긍정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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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미지, 브랜드 태도 등 직 ·간접적인 이익이 많기 때

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소비

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사의 이

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공익마케

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한 영리활

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유도하

는 것이다(Varadarajan & Menon, 1988). 최근에는 공익

마케팅의 개념이 구매와 연결된 기부활동에서 더 나아

가 후원과 사회환원 등 보다 포괄적이고 확대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Park & Hwang, 2012).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패션에 있어서도 친

환경 소재를 이용한 제품개발이나 소비자가 제품구매

시 일정 금액이 특정 대의에 기부되는 공익마케팅 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다(Choi, 2012). 패션업계에서의 대표

적인 공익마케팅 형태로는 제품구매 시 일정 금액이 기

부되는 형태(Chang, 2008; Kim et al., 2012)와 문화와 예

술 등에 대한 후원 형태로 나눌 수 있다(Park & Hwang,

2012). 패션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감성적인 부분이 주도

하는 총체적인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다(Holbrook, 1999).

즉, 제품이 제공하는 무형의 혜택이나 이미지, 나아가 소

비자의 감정 등이 구매행동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패션제품 선택에 있어 자신에게 어울

리는 이미지와 중요 가치를 바탕으로 스타일을 추구하

기 때문에 패션에서의 공익마케팅은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할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패션제품에 대한 공익마케팅이 늘어나고 있

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는 데 비하

여, 패션제품의 공익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조건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의류학 분야에서의 연

구는 많지 않다. 공익마케팅의 효과와 공익마케팅에 대

한 소비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로 Kim and Kim(2001)에 의하면 소비자는 연계되는 공

익활동이 중요하게 인식될수록 공익마케팅에 대해서

더욱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

요한 대의 내지 가치에 대해 자신이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선택 구매행동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

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Sen and Bhat-

tacharya(2001)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행동들이 때

로는 어떤 조건하에서는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였다. 공익마케팅이 대의를 가진 좋은 의미의 활동이지

만 결국은 기업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도구라는 시각 및 기업이미지 제고 수단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태도가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공

익마케팅 형태로 홍보되고 있는 패션제품의 경우, 일반

제품과는 달리 기부금이라는 가격프리미엄을 갖고 있

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부제품이라는 가시성을 내포하

고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과시성에서 오는 소비활동으

로 여겨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패션업계에서의 공익마케팅에 대한 선행연구로 공익

마케팅 광고의 메시지에 따른 구매의도의 차이를 본 연

구가 있다. 예를 들어, Kim et al.(2012)은 제품의 10%가

기부된다고 광고한 경우와 제품이 친환경 재료로 만들

어진 제품이라고 광고한 경우를 두고, 공익마케팅 형태

와 소비자의 규범에 따른 구매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공익마케팅의 형태보다도 타인들의 지각된 압력, 즉

사회적 압력에 의한 규범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구매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

류제품의 경우, 기부제품 또는 친환경 제품이라는 대의

명분보다도 사회적 영향에 따라 구매의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Chang(2008)은 공익마케팅 제품

유형과 제품가격 그리고 기부크기가 소비자 구매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는데, 제품유형이 실용적이

든 일회성이든 기부크기가 작고, 기부금액이 명확히 제

시될 때 오히려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패션 공

익마케팅 소비자들은 기부의 실질적 효과의 크기보다

는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패션브랜드에서의 공익마케팅 활동은 제품의 수

익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후원하는 사회환원 형태로서

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공익마케팅 활동에 호의적인 태

도를 보였다(Park & Hwang, 2012). 이러한 결과는 기업

이 행하는 대의보다 그 브랜드에 대한 평소에 갖고 있

던 이미지가 공익마케팅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기업이 공익마케팅 활동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

활동 자체로서의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 외에 장기

적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소비자 가치

제품 간 차별성이 적어지는 현 시대에 있어 소비자 가

치는 구매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소비

자들이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기본적

으로는 이타주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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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Gneezy et al.(2010)에 의하면, 기부라는 가치가 포

함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더 큰 가격을 지불하려는 경향

을 보였다. Stern and Dietz(1994)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소비에 있어서 자기중심적 가치, 이타주의

적 가치, 환경적 가치에 따라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특히 이타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들과의 관계를 자신과 상호 연관하여 지각함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기대를 갖고 이타주의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선행연구의 경우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

가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

으나 이와 유사하게 친환경 ·윤리적 소비와 같은 공익성

을 띈 패션제품에 대한 연구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Ha

(2009)는 친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의

결과로서 구매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전문가 집단과 소

비자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여 이들이 추구

하는 가치를 도출해내 디자인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환경적 가치뿐만이 아닌 개인적 차원 즉, 삶의

질 향상, 여유와 같은 소비자 의식이 친환경 패션제품에

대한 선호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Schwartz Value Survey(이후 SVS)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가치차원을 규명하기 위

해 고안된 척도로 Schwartz(1994)는 자신이 개발한 가치

척도(SVS)를 이용하여 10가지 가치영역 power, stimu-

lation, benevolence, universalism, achievement, security,

hedonism, self-direction, tradition, conformity를 제시하

였다. Koh and Noh(2009)의 연구에서는 윤리적 소비자

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SVS 척도에서의 10가지 가

치항목 중 윤리적 소비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가

지 항목 universalism, benevolence, self-direction을 측정

하였다. 연구결과, universalism 가치와 benevolence 가치

그리고 self-direction 가치 모두 윤리적 소비에 대한 태도

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Huh(2011)는 소비

자들의 윤리적 상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고, 이들 변수들과 구매의도 간

의 인과관계를 Schwartz 가치척도(SVS)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윤리적 상품의 구매의도에 보편성

가치, 이타주의 등의 가치가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소비가

치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

기 때문에 소비자 가치 측정항목으로서 Schwartz(1994)

의 가치이론에서 제시된 SVS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3. 공익마케팅 제품의 과시적 소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의 구매

에는 이타주의적 동기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따라

서 이타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의 구매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

데 이타주의적 행동에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의도도

있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

쟁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 이타주의적 행동을 하는 성향

또한 존재한다(Griskevicius et al., 2010). 이러한 사회적

행동을 경쟁적 이타주의라 하며, 이는 자신의 만족을 추

구하는 동기와 서로 상관되어 있다. Barclay and Willer

(2006)는 소비자들이 기부와 같은 이타적 행위를 통해 자

신이 얻게 될 이익을 기대하면서 동기부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타인의 이타적 행동결과를 관찰 ·비교

할 수 있는 경우에 보상과 성과를 의식하는 경쟁적 이타

주의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Hardy and Vugt(2006)는 이타주의 행동을 할수록 집

단 내에서 높은 평판과 지위를 얻게 되고, 개인의 이타

적 행동이 알려질수록 더욱 이타적이게 된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Koh and Noh(2009)의 연구에서는 윤리적 소

비자는 아닌 소비자에 비해 사회적인 체면 소비를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Griskevicius et al.(2010)

은 친환경 제품선택에 있어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보이

는 경우, 이타적 행위인 친환경 제품구매가 자신의 지위

와 부를 과시하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사람들

은 과시를 위해 더욱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소비

자들이 이타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타인을 의식하는 경

쟁적 이타주의적 행동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패션제품의 가시적 특성을 고려할 때 타인에게

자신의 이타주의적 행동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과시적 소비성향과 연관되어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의 구

매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른 공익마케팅 제

품군과는 달리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이 갖는 특수성은 가

시성이다. 과시적 소비성향은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들

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

진 바 있다(Cho & Lee, 2013; Park, 2007). 또한 공익마케

팅 제품은 기부금이라는 가격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어

과시적 소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Sung(1994)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과시적 소비는 개인의 소비행동에

따른 결과가 가시화되어 존경과 인정을 받는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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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는 것이며, 소비자는 제품구매를 통해 타인으로

부터의 인정이라는 상징적 의미 또는 사회적 가치를 구

매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과시 성향은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해서도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로 타인의 인정을 바라거

나 사회에서의 지위 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과시적

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Sung, 1994), 따라

서 과시적 소비성향은 소비자 가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패션제

품의 가시성은 경쟁적 이타주의와도 관련된다. 이는 고

가의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이 갖는 가시성으로 인한 과

시적 효과와 결합하여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

시적 소비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기부성향과 더불

어 경제적 능력의 과시를 위해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소비자 가치와 과시적 소비성향의 관계와 그

에 따른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를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서 소비자의 가치와 과시적 소비성향에 따른 태도 및

구매의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구

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소비자 가치가 과시적 소비성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소비자 가치가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1. 소비자 가치가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2. 소비자 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성향이 공익마케

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1.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성향이 공익마케

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본다.

3-2.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성향이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소비자의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각 유형별 요인인

소비자 가치와 과시적 소비성향이 공익마케팅 패션제품

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Fig. 1).

3. 측정도구

측정도구로는 Schwartz(1994)의 보편적 가치이론을 바

탕으로 개발된 소비자 가치 측정설문지인 SVS를 번역

한 국내 연구(Huh, 2011; Koh & Noh, 2009)의 문항들을

Schwartz(1994)와 Shaw et al.(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번역된 문장을 재검토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실

시한 결과, 공익마케팅 패션제품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Schwartz(1994) 가치이론에서

제시한 10항목 power, stimulation, benevolence, univer-

salism, achievement, security, hedonism, self-direction,

tradition, conformity 중 hedonism, self-direction, security

를 제외한 7항목이 본 연구에서의 공익마케팅 패션제

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SVS의 10항목 안의 57개의 문항 중 이타

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공익마케팅 패션제

품의 구매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 예비조사 결과

를 토대로 문항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최종 26문항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공익마케팅 태도에 있어 긍정적 태도문항은 국내 연

Fig. 1. Conceptu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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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Huh, 2011)를 참고하여 6문항을 활용하였으며, 회의

적 태도와 구매의도는 선행연구(Kim & Choi, 2009)를

참고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본 조사에 활용되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지에 활용되었

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를 위한 표본은 편의표집 되었으며, 2012년

1월, 서울 시내 중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명동, 종로,

광화문 일대에서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

적 배경을 토대로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설명을

위해 H&M 아동복 라인과 UNICEF 간의 제휴 사례인 All

for Children 프로젝트와 TOMS의 One for One 사례를

사진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때로는 응답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였다. 최종 표본은 326명

이었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였다.

소비자 가치, 과시적 소비성향과 공익마케팅 패션제

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의 개념적 구조를 밝히기 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를 계산하였다. 연구문제 1~4에 해당하는

소비자 가치, 과시적 소비성향,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적 분석을 위해 연령, 학력, 직업, 주관적 사

회계층, 한달 평균 가계소득, 한달 평균 패션제품 지출

정도를 설문하였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68.1%가 20대

(n=222)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1.1%

(n=134), 직업으로는 학생 41.7%(n=136), 주관적 사회

계층으로는 중상이 44.5%(n=145), 한달 평균 가계소득

1000만 원 이상이 15.3%(n=50)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

으로 한 달 평균 패션제품 지출 정도는 10~20만 원이

32.8%(n=107)로 가장 많았다(Table 1).

IV. 연구결과

1. 소비자 가치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수를 결정하고 Vari-

max 회전을 이용하여 소비자 가치 요인분석한 결과, 다

음 <Table 2>와 같이 여섯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여섯

요인의 신뢰도는 권력 .888, 자극 .843, 전통 .716, 보편주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Age

20's 222 068.1

30's 40 012.3

40's 46 014.1

50's-60's 18 005.5

Education

Middle school 2 000.6

High school 52 016.0

Some college 100 030.7

College graduation 134 041.1

Graduate school 38 011.7

Occupation

Student 136 041.7

Profession 48 014.7

Managerial career 1 000.3

Office job 48 014.7

Salesman, Service 47 014.4

Full time homemaker 10 003.1

Unemployed 9 002.8

Other 27 008.3

Self-reported

social stratum

High-high 2 000.6

High-low 13 004.0

Middle-high 145 044.5

Middle- low 140 042.9

Low-high 24 007.4

Low- low 2 000.6

Family monthly

income

(KRW)

Less than 1 million 2 000.6

1-2 million 13 004.0

2-3 million 45 013.8

3-4 million 42 012.9

4-5 million 43 013.2

5-6 million 43 013.2

6-7 million 33 010.1

7-8 million 30 009.2

8-9 million 25 007.7

More than 10 million 50 015.3

Monthly

expenditure on

fashion products

(KRW)

Less than 100,000 69 021.2

100,000-200,000 107 032.8

200,000-300,000 69 021.2

300,000-400,000 42 012.9

400,000-500,000 21 006.4

More than 500,000 18 005.5

Total 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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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21, 박애 .724, 성취 .668로 신뢰할 만한 Cronbach's

α 점수가 나타났다. 권력요인은 소비자 개인에게 있어

사회적 권력, 권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부유함, 성

공, 체면 유지가 중요한 성향을 나타내며, 자극요인은 신

나는 삶과 즐거운, 인생을 즐기는, 다채롭고 대범한 삶

을 중요시하는 성향이다. 전통요인은 충성스럽고, 순종

적인, 신앙심이 깊고, 너그러움과 성숙한 사랑, 중용이

중요한 가치이며, 보편주의요인은 자연과의 조화, 환경

보호, 세계평화가 소비자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임을 보

여준다. 박애요인은 정직함, 평등, 그리고 타인에게 도움

을 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성취요인은 자존감과 영향력

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중요시하는 소비자 가치로 나

타났다.

2. 과시적 소비성향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성향을 알아 보기 위해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Table 3>과 같이 하나의 요인

으로 묶였다. 과시적 소비성향요인의 신뢰도는. 888로

높게 나타나 신뢰할 만한 Cronbach's α 점수가 나타났

다. 즉,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이 알려진 제품인

지를 고려하고 제품구매에 있어 어느 특정한 계층에 속

하기 위해 같은 수준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옷차림에 따른 대우를 고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 of SVS

Factor Statement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Power

Social power is important to me. .856

4.129
15.882

(15.882)
.888

Authority is important to me. .849

Social awareness is important to me. .794

Wealth is important to me. .774

Success is important to me. .731

Image management is important to me. .678

Stimulation

An exciting life is important to me. .870

3.329
12.803

(28.686)
.843

Pleasure is important to me. .839

Enjoying life is important to me. .768

A varied life is important to me. .664

Daring is important to me. .508

Tradition

Loyalty is important to me. .735

2.721
10.464

(39.149)
.716

Obedience is important to me. .714

A spiritual life is important to me. .661

Forgiving is important to me. .623

Mature love is important to me. .513

Moderation is important to me. .424

Universalism

Unity with nature is important to me. .851

2.283
08.780

(47.930)
.821Protecting the environment is important to me. .821

A world at peace is important to me. .707

Benevolence

Honesty is important to me. .790

2.158
08.302

(56.231)
.724Equality is important to me. .700

Helpfulness is important to me. .665

Achievement

Self-respect is important to me. .810

1.984
07.629

(63.860)
.668Influence is important to me. .699

Meaning in life is important to me.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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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좋은 물건을 사고 싶다는 생각과 어떤 옷을 입

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 보이는 효과를

의식하는 정도는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3. 공익마케팅 패션제품 태도 및 구매의도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를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다음 <Table 4>와 같이 긍정적 태도, 회의적

태도로 나타났다.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긍정적

태도요인에는 6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제품에 대한

가치부여, 즐거움, 선호 등과 공익마케팅 제품을 통한 사

회기여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에 비하여 회의적 태도

요인에는 기업이 폭리를 취할 수도 있고 기여가 크지 않

을 것이라는 내용 등의 4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긍정적

태도요인의 신뢰도는 .868, 회의적 태도요인의 신뢰도는

.702, 공익마케팅 패션제품 구매의도 신뢰도는 .731로 높

게 나타나 신뢰할 만한 Cronbach's α 점수가 나타났다.

4. 가치가 과시적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여섯 가지 가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과시적 소

비성향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소비자 가치요인 중 권력, 전통, 보편주의, 박애 요

인은 과시적 소비성향에 영향을 주었다. F값은 16.352(p

<.001)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권력(β=.361, t=7.369, p<

.001), 전통(β=.151, t=3.077, p<.01) 요인은 정적 영향을,

보편주의(β=−.146, t=−2.981, p<.01), 박애(β=−.216, t=

−4.417, p<.001) 요인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 인정과 성공, 체면 유지와 환경보호, 평화

그리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삶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

는 소비자들은 소비에 있어서도 가시화된 과시적인 소

비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가치와 과시적 소비성향이 공익마케팅 패션제

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여섯 가지 가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공익마케

팅 패션제품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회의적 태도를 종

속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다. F값은

10.690(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소비자 가치 중 전

통(β=.141, t=2.756, p<.01), 보편주의(β=.202, t=3.943, p

<.001), 박애(β=.318, t=6.125, p<.001), 성취(β=.157, t=

3.100, p<.01) 요인이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을 보

호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중

시하는 소비자일수록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호

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평등한,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높게 평가

하는 소비자들은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패션제품에 호

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의적인 태도는 F값은 4.050(p<.001)로 유의하게 나

타났고, 소비자의 가치 중 권력(β=.135, t=2.328, p<.05),

자극(β=.110, t=2.030, p<.05) 요인은 정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β=−.198, t=−3.632, p<.001)요

인이 긍정적인 태도에서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와 달리

회의적인 태도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사회적인 인정과 체면 유지의 가치를 높게 평가

하는 소비자들은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마케팅 패

션제품에 대해서 하나의 마케팅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

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Factor analysis result of conspicuous consumption

Factor Statement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Conspicuous

consumption

I choose the product that people want to buy. .834

3.854 64.234 .888

When buying clothes, I consider brand-name as well as oth-

er's awareness.
.825

If I would belong to a certain class, I should wear clothes

like their clothes
.803

It is very important to wear good clothes, because treatment

varies depending on your clothes.
.794

Sometimes I think I'd like to buy a good product to receive

the awareness of others.
.783

People seem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what they wear.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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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적 소비성향은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긍

정적 태도와 회의적 태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

데, Koh and Noh(2009)의 연구에서의 윤리적 제품을 구

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체면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

난 점과 다른 결과를 보인 점에서 공익성 자체는 과시

적 소비와 무관하며 공익성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닌 것

을 알 수 있었다.

6. 가치, 과시적 소비성향,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Table 4. Factor analysis result of CRM attitude

Factor Statement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Positive

It is valuable to buy a charity related product. .819

3.779
26.996

(26.996)
.868

It is pleasure to buy a charity related product. .811

It is preferable to buy a charity related product. .808

I prefer to buy a charity related product. .798

It is important to contribute to society by buying a charity rel-

ated product.
.751

I think that a company which is doing charity related market-

ing is a good company.
.574

Skepticism

A company could profiteer through abuse of charity related mar-

keting.
.854

2.477
17.690

(44.686)
.702

It is very doubtful that the company doing charity related mar-

keting would donate as promised.
.824

A company donates less compared with profit taken by charity

related marketing.
.770

Donation effect will not be greater to society because the amo-

unt donated is low.
.400

Intention to

purchase

I am willing to buy charity related products because celebri-

ties buy them.
.859

2.305
16.464

(61.151)
.731

I want to show my interest in society to people by buying cha-

rity related products.
.712

I am willing to buy charity related products because there is

good meaning in them, though they do not have good quality

or are expensive.

.708

I am willing to buy charity related products because they have

a unique design.
.498

Table 5. The effects of SVS on conspicuous consumpt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 F Adjusted R2 (Eta)

Conspicuous

consumption

Power .361 7.369***

16.352*** .221 (.485)

Stimulation .083 1.693***

Tradition .151 3.077***

Universalism −.146 −2.981***

Benevolence −.216 −4.417***

Achievement .086 1.75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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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치 하위요인과 과시적 소

비성향, 긍정적 태도, 회의적 태도 등을 독립변수로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7>과 같다. F값은 11.529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여섯 가지 가치 중 전통

(β=.174, t=3.402, p<.01)과 성취(β=−.106, t=−2.130, p<

.05) 요인과 태도 중 긍정적인 태도(β=.246, t=4.541, p<

.001)가 공익마케팅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과시적 소비성향(β=.311, t=5.537,

p<.001)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인 점에서 전통 또는 개인

적 성취를 중시하거나 과시적 소비성향이 높은 사람인

경우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공

익마케팅 패션제품을 구매할 의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비자 가치와 과시적 소비성향에 따른 공

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를 알아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가치는 과시적 소비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가지 가치요인 중 권력과 전통

은 정적인 영향을 보편주의와 박애 요인은 부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사회적인 권력과 권위, 인정, 부유함, 성공

과 체면 유지와 같은 외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충성스러

운, 순종, 신앙과 같은 전통적, 보수적인 소비자들일수

Table 6. The effects of SVS and conspicuous consumption on CRM attitude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 F Adjusted R2 (Eta)

Positive

CRM attitude

Power .025 .461***

10.690*** .173 (.436)

Stimulation .057 1.118***

Tradition .141 2.756***

Universalism .202 3.943***

Benevolence .318 6.125***

Achievement .157 3.100***

Conspicuous consumption .100 1.730***

Skepticism

CRM attitude

Power .135 2.328***

04.050*** .062 (.286)

Stimulation .110 2.030***

Tradition −.198 −3.632***

Universalism −.013 −.243***

Benevolence .017 .310***

Achievement .024 .448***

Conspicuous consumption .08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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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The effects of SVS, conspicuous consumption and CRM attitude on purchase intent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 F Adjusted R2 (Eta)

Intention to purchase

Power .066 1.238***

11.529*** .226 (.497)

Stimulation −.097 −1.952***

Tradition .174 3.402***

Universalism −.017 −.326***

Benevolence .027 .512***

Achievement −.106 −2.130***

Conspicuous consumption .311 5.537***

Positive .246 4.541***

Skepticism −.035 −.68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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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과시적 소비성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 가치는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

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나 공익마케팅 태

도에 있어서 전통, 보편주의, 박애, 성취 요인은 긍정적

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과 보

편주의, 박애 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소비자는 공익

마케팅 패션상품을 선호하고 공익마케팅을 하는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회의적인 태도에는 권력과 자극요인은 정적 영향을 전

통요인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

력과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기부되는 금액

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며,

공익마케팅을 회사가 악용하거나 약속대로 기부를 할지

의심 또는 폭리를 취할 것 같다는 태도를 보인 한편, 전

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적게 보였다.

셋째,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성향은 공익마케팅 패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회의적인 태도 어느 것에

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과시적 소비성향을 가

진 사람들이 공익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가치와 과시적 소비성향, 공익마

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

다. 구매의도 검증결과, 기부 관련 패션제품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다소 떨어지거나 가

격프리미엄을 갖고 있어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

났고, 태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구매의도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여섯 가치요인 중 전통요인은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 성취요인은 직접

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을 중

시하는 사람은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높

았으나, 성취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과시적 소비성향이

나 공익마케팅 제품에 대한 태도를 통제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낮았다. 과시적 소비성

향 또한 구매의도는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부 관련 패션제품 구매를 통하여

소비자 자신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남에

게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공익마케팅 제품에 대한 태

도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즉, 공익

마케팅 제품의 구매에는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제품의

과시를 위한 의도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

한 구매의도는 공익을 위한다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 자

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뿐만이 아니라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의 과시성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과시적 소비성향이 공익마케팅 제품에 대한 태도와

는 상관이 없어 소비자들은 공익마케팅 패션제품 구매

를 통하여 실제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익성 또는 제품의 프리미엄 가격을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을 시도하려는 브랜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의 즉, 기부태도가 가시적으로 드러

나도록 제품을 디자인 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이 공

익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

의도에 있어서 소비자의 가치척도를 다양하게 활용하

여 연구하여 가치에 따른 긍정적 또는 회의적인 태도와

구매의도에 있어서 과시적 소비성향이 성행되는 변수

임을 도출해낸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Huh, 2011; Koh

& Noh, 2009)의 결과보다 직접적인 소비자들의 반응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마케터들은 대의에 더 많은 관심

을 가지고 패션소비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감성을 이

용한 공익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면 보다 오랫동안 공

익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

으로 공익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얻어낸 브랜드 신뢰도

는 소비자의 브랜드 호감도 및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서울 시내 여성 소비자만을 대상

으로 양적 연구를 진행하여 개개인의 가치와 공익마케

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후에 질적 연구를

통하여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에 있어 소비자 가치와 과시적 소비성향이 가지는 영향

을 좀 더 심층적으로 밝히는 등의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과시적 소비성향이 공

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소비자들이 공익마케팅 패션

제품의 구매를 통하여 과시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

로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공익마케팅 패션제품

의 과시적 특성과 경쟁적 이타주의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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