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복관여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이종남·유혜경*†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Synthesis of Primary Studies Related to Clothing Involvement by Meta-analysis

Jongnam Lee · Haekyung Yu*†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Dept. of Fashion Industr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13년 1월 3일), 수정일(2013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2013년 3월 13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clothing involvement using meta-analysis. Metal-analysis (the analysis

of analyses) is widely used in various academic areas to integrate individual empirical studies and generalize

the knowledge of a specific research field. Previous studies regarding clothing involvement published since

1990 were researched from the KISS database using clothing involvement and fashion involvement as a

keyword; subsequently, 127 articles were identified. Studies that had insufficient statistics or included clo-

thing involvement as a moderating (or intervening variable) were eliminated; subsequently, 36 articles pro-

vided a total of 75 data sets that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Dependent variables were grouped into

10 categorie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involvement groups. The effect size of clo-

thing involvement was large in non-personal information source; however, it was small in utility, brand ro-

yalty and quality. In the 7 categories of relational studies that showed homogeneity, the relation size regar-

ding conformity was smaller than the personal informati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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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비자의 관여(involvement)는 어떤 제품군(product cla-

ss)에 의해 발생하는 각성(arousal), 흥미, 동기를 나타내

는 소비자 내면 상태를 말하며(Dholakia, 2001). 관여도

는 1970년대에 학문적으로 정의되고 주목을 받은 이래

수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많은 학자들

은 관여도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관여도를 측

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으며(Fairhurst et al., 1989;

Laurent & Kapferer, 1985; Tigert et al., 1976; Zaichkow-

sky, 1985), 그 후 측정도구의 개발과 함께 관여는 소비

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에서 포함되어 다루어

졌다(Behling, 1999). 이런 많은 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는 제품군에 따라 다른 관여도를 가지며, 관여도

가 소비자 행동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Dholakia, 2001).

의복이나 패션에 대한 관여와 관련되어도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Tigert et al.(1976)과 Behling

(1999)는 의복과 관련된 관여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

며, Fairhurst et al.(1989)는 Zaichkowsky(1985)가 개발한

일반적인 제품관여도 측정도구가 의복관여를 측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의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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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보다는, 의복/유행 관련 행

동을 연구하는데 관여도를 주요 변수로 포함하는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다. 관여도와 정보탐색(Lim, 2007), 유행혁

신성을 비롯한 유행지도력(Jun & Rhee, 2008), 위험지

각 및 구매결정 (Hwang, 2003), 의복만족(Hong, 1995)과

같이 구매행동과 직접 연관된 주제는 물론이고, 상표확

장에 대한 태도(Chung & Lee, 1997), 가격지각(Jin, 1998)

과 같이 마케팅 전략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같이 다양한

주제에서 관여도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된 만큼, 의복관여의

영향력에 대해 학문적인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이론을 정립하는데 토대

가 되고 후속연구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연구를 계획하

고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밑받침으로 어느 연구에서

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종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런데,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통합적인 결론을 도

출하는 방법으로는 그 내용을 살펴보는 질적인 방법과

수량적으로 통합하는 양적 분석방법이 있다.

양적 분석방법으로는 메타분석이 있는데, 이는 다수

의 양적 연구결과를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는 것이다. 메타분석은 통계적 검정력을 높일 수 있고,

정확한 효과크기(effect size)를 추정할 수 있으며 관심

변인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양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

하여 관여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위험지각에 차

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의 차이가 나는지를 선행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

하여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타분석은 분석들의 분

석(analysis of analyses)으로, 임상심리학, 행정학, 교육학

과 같이 효과의 크기가 정책이나 기업 전략 수립에 결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Oh, 2011), 경영학에서도 다수의 연구가 보고되

어 있으나(Kim, 2010), 의류학 분야에서는 아직 메타분

석을 사용하여 그 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연구는 없

었다.

의류학 분야에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연

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있으나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서 연

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디자인 등에 있어 다양성이나 정

교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합하여 의복 관련 현상에 대한 체계적 이론을 구축하

려는 노력보다는 인접 학문의 이론이나 이론적 틀을 적용

하는 실정이다. 의류학의 학문적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

해서는 의류학 분야의 연구결과들이 지식의 파편으로 남

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연결시켜 지식의 틀을 만들

고 이를 발전시켜 특정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구축하

여야 한다(Nagasawa, 199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사용하여 국내 선

행연구에서 나타난 의복관여에 관한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외 연구에서

는 의복을 중심으로 패션제품에 대한 관여를 지칭하여

fashion involv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국내 연

구에서는 대부분 의복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

며, 일부 연구를(Jun et al., 2010) 제외하고는 의복관여

와 유행관여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어서 의복관

여와 유행관여를 모두 포함하였다.

II. 연구배경

1. 의복/유행관여

관여는 개인의 차이로 소비자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

거나 원인이 되어서, 소비자 구매 및 커뮤니케이션 행

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Laurent & Kapferer, 1985). 그런

데 관여도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지속적인

관여(enduring involvement)와 상황적인 관여(situational

involvement)가 있어서,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속적인 관여가 아

니라 그 순간의 상황에 의해 관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Rothschild, 1979).

관여도는 연구자에 따라 단일 차원(McQuarrie & Mun-

son, 1987; Zaichkowsky, 1985), 또는 다차원으로 구성

된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Laurent and Kapferer(1985)는

207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관

여도는 부정적 결과의 중요성,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

가능성, 쾌락적 가치, 상징적 가치의 4개의 측면(facet)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고관여/저관여의 구분보

다는 소비자 관여 프로파일(Consumer Involvement Pro-

file)이 더 적합한 접근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을 확대한 후속연구(Kapferer & Laurent, 1993)에서

4개의 차원 이외에 쾌락적 가치와 깊은 연관은 있으나

독립 차원인 흥미(interest)를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관

여도의 개념이나 측정도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

하여, 관여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음에도 연구결과

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관여도에 대한 이론을 축적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Behling, 1999).

의복(dress)은 Laurent and Kapferer(1985)가 제안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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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 모두에서, 세제, 초콜릿이나 음료, 세탁기, TV

등 14개 제품 중 가장 관여도가 높았고, 의복관여도는 결

정과정의 광범위성 및 광고 선호와 긍정적인 연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의복관

여가 여러 변수에 유의한 영향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

고, 의복관여를 다차원 개념으로 정의한 많은 연구에서

(Chung & Lee, 1997; Hwang, 2003; Lee & Park, 2005),

위험지각, 상징성(또는 사회적 중요성), 즐거움/관심 등

의 요인이 공통적으로 자주 추출되었고, 아울러 유행성

이 하위요인으로 추출되기도 하였다(Chung & Lee, 1997;

Lee & Park, 2005). 이와 같이 의복관여에 유행성이 하위

차원으로 포함된 연구도 있었지만, 반면에 의복관여와

유행관여를 독립된 별개의 개념으로 정의한 연구들도

있었다(Jun et al., 2010). 의복관여와 유행관여를 분리

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의복관여 또는 유행관여를 단

일차원 개념으로 가정하였다.

의복관여를 다룬 연구에서 포함한 관련 변수들은 구

매의도, 품질평가, 가격, 접근편이성과 같은 구매결정

과 관련된 변수들과 동조성, 만족, 심미성과 같은 심리

적 변수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그 중에서도 이 연구에서

분석된 논문들을 보았을 때 인적 및 비인적 정보원, 유

행, 상표충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가장 많았다. 이는 의복

관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보탐색활동과 유행행동에 대해 다수의 연구자들이 관

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복관여에 관련된 다수

의 선행연구에서는 관여도에 따라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를 하여 그 특징을 조사하였다(Lee et al., 1997)

최근에는 집단 간 비교보다 의복관여를 연속변수로 하

여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나 회귀계수, 모형 안에서

경로계수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Hong,

1995).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한 변수들과 의복관여와의 관계

가 연구되어 왔는데 이는 의복관여의 영향이 매우 광범

위하며 또한 의복과 관련된 행동에서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

구에서 보고된 의복관여의 영향을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들을 계량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메타분석

현대에서 과학 문명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각종 출

판 문헌과 연구결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연구

자들도 연구와 관련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내기 보다

는 상반된 주장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행연구 결

과들을 통합하여 보다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결론

을 도출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Oh, 2011). 사회

과학분야에서 같은 연구문제를 다룬 다양한 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스케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Hedges & Olkin, 1985). 그러나

Glassian 메타분석이 제안되면서 연구를 통합함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Hunter et al., 1982). Glass

(1976)는 스케일에 구애되지 않는 효과크기를 제안하면

서 처음으로 메타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결과들을 통합할 목적으로 개별 연구들의 분석결과들을

모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Glass

의 시도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몇몇 학자들(Becker &

Hedges, 1984; Hunter et al., 1982; Rosenthal & Rubin,

1982)이 Glass의 메타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발

전시켰는데, 이들 모두 1차 연구에서 효과크기나 상관관

계계수를 수집하여, 연구들에 있어 효과 정도의 다양성

과 집중화 경향을 모두 추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경로로 발전한 메타분석의 전형적인 모델

은 고정효과모델과 임의효과모델이 있는데, 이들은 다

른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고정효과모델은 모든 연구

들은 일정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효과크기를 기본적으

로 공유하고 있고, 오직 표집오차 때문에 연구들 간에

효과크기가 다르게 나왔다고 가정한다. 고정효과모델에

서는 동질성 검정을 함으로써 효과 크기의 연구들 간 차

이가 표집을 잘못한 결과인지 아니면 각 연구의 참인 효

과크기가 연구 간 체계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인가를 밝

혀낸다(Hedges & Olkin, 1985). 그러나 연구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이질적인 결과가 기대될 경우에는 임의

효과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Becker & Schram, 1989). 임의효과모델은 연구결과들

이 다른 모집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연구들 간에 같은 효

과크기를 공유하지 않고 다른 효과크기를 보인다고 가

정하기 때문이다.

Smith and Glass(1977)가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결과

에 대해 처음 메타분석을 실시한 이래 메타분석은 광범

위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는데, 2001년까지 미국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수록한 데이터 베이스 Disserta-

tion Abstract의 학위 논문들 중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메

타분석을 사용한 학위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18%), 정

치학, 행정학, 산업심리학, 여성학, 경영학, 종교학의 분

야도 10~8% 정도의 학위 논문이 메타분석을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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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Oh, 2011).

국내에서도 여러 학문분야에서 메타분석을 사용한 논

문들이 발표되었다. Oh(2011)가 수집한 메타분석을 사용

하여 2001년까지 발표된 국내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 42편을 살펴보면, 교육학 분야의 논문이 2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학 분야 8편, 경영학 5편이 있었다. 그

후 교육학 분야에서 메타분석을 사용한 논문이 지속적

으로 발표되었으며(Suh, 2010), 경영학 분야에서도 MIS

와 e-Biz를 중심으로 메타분석을 사용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다(Kim, 2010). 메타분석은 분석방법의 특성상

광범위한 연구주제보다는 특정 변수나 개념을 다룬 연

구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류학

분야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변수 중 하나인 의복

관여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은 <Fig. 1>−<Fig. 2>에 제시된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실시된다. 연구주제가 결정된 후에는 분석

의 대상이 되는 선행연구들 즉 1차 연구(primary studies)

를 수집한다. 1차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변수들을 파

악하여 분석할 변수를 선택한 후, 각 실증 연구들의 결

과를 입력하기 위한 코드를 개발한다. 효과크기나 상관

계수를 변환한 Fisher Z를 계산하고, 이 결과가 연구들 간

에 동질인지 이질인지를 살피기 위해 동질성 검증을 실

시한다. 동질성인 것으로 판명되면 크기효과를 해석하

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연구들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조절변수를 찾아서 재차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다.

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메타분석에 필요

한 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 연구논문 선정

KISS 데이터 베이스에서 1990년 이후의 논문을 대상

으로 의복/유행관여도를 검색어로 사용하여 검색한 결

과, 의류학회지를 포함한 24개 관련 전문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 총 127편의 제목을 목록화하였다. 일차적으로

의복/유행관여도가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로 포함된 논문

을 제외하였고, 이들 논문 중 연구대상자 수, 표준편차 등

의 필요한 통계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부적

당한 논문을 제외한 60편의 논문이 선정되었고, 종속변

수를 유목화하는 과정에서 종속변수가 어떤 유목에도 속

하기 어려운 24편의 논문이 추가로 제외되어 최종 분석

Fig. 1. The meta-analysis process.

Fig. 2. Data-analysis for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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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36편의 논문이 메타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

다.

2. 데이터 수집

메타분석을 위해 선정된 연구를 분석방법에 따라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한 부류는 연구대상자를 관여

정도에 따라 고관여와 저관여 집단으로 나눈 후 종속변

수의 평균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이었다. 또 다른 부류

는 관여도를 연속변수로 측정하여 종속변수와의 관계

를 규명하는 연구들이었다.

메타분석의 분석 단위는 가설검증이 진행된 대상자 집

단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설을 두 개 이상의 집단에서 실

행되었을 경우, 다수의 데이터를 한 연구에서 얻을 수 있

다. 또한 한 연구에서 고관여 집단과 저관여 집단의 평균

비교 뿐만 아니라 관여도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을 경우, 이 연구는 두 부류에 모두 포함시켰다. 이

와 더불어 한 연구에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속변수에 대해 분석을 하였을 경우에도 종속변수의

개념이 중복되지 않는 한 모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관여 집단에 따른 종속변수의 평균 비교에 대한 메타

분석을 위해 각 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및 대상자 수를

이용하여 효과크기를 계산하는데, 이 자료가 기존 연구

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F값이나 t값을 이용

해 효과크기를 구하였으며 이도 불가능한 경우는 본 연

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을 위해

상관관계계수나 회귀계수를 수집하였다.

16개의 평균 비교 연구논문들로부터 수집된 36개의

데이터를 종속변수에 따라 10개 범주로 나누었고, 범주

에 따른 논문과 데이터의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논문에서도 복수의 데

이터가 여러 범주에 걸쳐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소계

는 16편을 넘는다. 관계 연구논문은 20편이 연구에 포함

되었고, 이로부터 39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종속

변수 7개 범주로 나누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의 범주에 따른 관계 연구논문과 데이터 분포는 <Table

2>와 같으며, 평균 비교 연구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논

문의 중복사용이 가능하여 논문 소계는 20편이 넘는다.

3. 데이터 코딩

연구결과 통합 시, 데이터 코딩은 연구방법의 타당성

을 평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Cooper, 1984).

이 메타분석 연구를 위해 기존 연구논문들로부터 논문

의 출처, 연도, 연구대상자의 직업, 국적, 거주지, 성별,

나이, 표본 추출방식, 측정도구,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수, 종속변수명, 관여집단 수, 각 집단의 대상자 수, 평

균, 표준편차 또는 상관계수, 회귀계수, F값 또는 t값,

그리고 신뢰도 계수를 얻었다.

4. 자료분석

Rosenthal and Rubin(1982), Becker and Hedges(1984)

그리고 Hunter et al.(1982)가 시도한 방법에 따라 선행

연구에서 효과크기나 상관관계계수를 수집하여 분석하

였고, 연구들에 있어 효과 정도의 다양성과 집중화 경향

Table 1. Distribution of group difference studies and cases

Dependent variable categories Number of studies1) Number of cases

Category related to utility 4 4

Category related to advertisement 3 3

Category related to easy access 3 3

Category related to quality 4 4

Category related to price 4 4

Category related to emotion 2 2

Category related to purchase intention 3 7

Category related to fashion 3 3

Category related to brand loyalty 3
3

College students 2 : All adults 1

Total 32 36

1)
Studies are double-counted across dependent variable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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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정하였다.

1) 효과크기와 상관계수계산

이 연구에서 효과크기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의복

관련 관여도에 관한 1차 연구결과를 통합하였다. 효과

크기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통제 집

단의 표준편차 또는 통합한 두 집단의 표준편차로 나눠

준 scale-free지수이다(Glass, 1976). 이는 선행연구의 다양

한 형태의 결과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단위

로 변환시켜주기 때문에 메타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단위이다(Oh, 2011).

이 연구에서는 효과크기를 사용하여 1차 연구를 통

합하기 위해, <Table 1>에서와 같이 종속변수에 따라 연

구를 10개 범주로 구분한 후, 고관여 집단을 실험 집단

으로 저관여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간주하여 이 두 집단

의 종속변수의 평균값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두 집단의

pooled 표준편차로 나눠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1차 연

구에서 평균, 편차 및 표본 수 등이 제시되지 않고 F값

으로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F값을 전체 연구대상자 수

로 나눈 값에 대한 제곱근을 구하고 이에 2를 곱하여 효

과크기를 계산하였다. t값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제

곱하여 F값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Oh, 2011).

또한 의복 또는 유행관여와 다른 변수 간의 관계를

연구한 1차 연구로부터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는 지수를 수집하였다. 검정에 있어 표본 분포의 정규

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 관여도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의 표본 분포는 모집

단의 상관계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정규성이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즉 모집단의 상관계수의 절대값

이 0에 갈수록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루지만 절대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천정효과에 의해 꼬리를 가진

분포를 이룬다. 이런 이유로 분포를 정규화시키고, 분산

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Fisher Z 변환을 시켜 모수치 크기

에 상관없이 표본 분포가 정상 분포를 이루도록 하였다

(Hedges & Olkin, 1985). 이 연구에서 사용된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Pearson의 상관계수, 회귀계수 및 경로

계수를 함께 분석하였다. 회귀계수와 경로계수는 관여도

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가 일대일 관계를 나타내주지 않

고 부분상관계수이기는 하나 분석을 위한 충분한 자료

수집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1차

연구에서 관여도와 다른 변수의 신뢰도가 제시되었을 경

우에는 두 변수의 true score 간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 신

뢰도를 가지고 correction of attenuation(계수 수정)을 하였

다.

2) Overall 동질성 검정

1차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로 계산된 효과크기 또는

Fisher's Z가 연구들 간에 하나의 모수치를 갖고 있는지

를 살피기 위해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만약 연구들

간의 이질적인 결과를 통합시킨다면, pooled 추정치는

1차 연구결과들의 정확한 경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Overall 동질성 검정은 Hedges and Olkin(1985)의 방법

을 활용하여 이뤄졌다. 이들의 방법은 연구결과들을 통

합할 때, 연구대상자 수가 큰 연구의 결과에 더 비중을

Table 2. Distribution of relational studies and cases

Dependent variable categories Number of studies1) Number of cases

Category related to conformity 3 7

Category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source 2 3

Category related to brand loyalty 6
9

Korean 7 : Chinese 2

Category related to satisfaction 4
5

Korean 4 : American 1

Category related to fashion leadership 4
5

Teenagers 2 : Over 20 years old 3

Category related to fashion innovation 5
6

Students 4 : All adults 2

Category related to non-personal information source 3 4

Total 27 39

1)
Studies are double-counted across dependent variable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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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록 한다. 더 큰 연구대상자 수로부터의 연구결과는

적은 대상자 수로부터 나온 연구결과보다 더 정확하다

고 볼 수 있다. 동질성 검정을 위한 Q통계치는 χ
2
분포의

유의수준 0.05에서 각 분석의 자유도(DF)에 상응되는 임

계치(χ
2
값)와 비교하여 임계치와 비교하여 이보다 적으

면, 결과들이 동질인 것을 말해준다.

3) 집단 내 동질성 검정

‘모든 연구들 간의 결과가 동질이다’라는 가설이 기

각될 경우, 1차 연구결과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는 조절변수를 확인한다. 이에 의해 연

구를 유목화시키고, 나뉜 각 유목 내에서 결과가 동질인

가를 살펴보기 위해 재차 동질성 검정을 하였다. 동질이

라고 나온 유목에 대해서는 그 집단의 공유하는 모집단

의 효과크기나 산출된 상관계수의 95% 신뢰구간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집단 내 결과들이 동질이 아니라는 결

과에 도달할 경우, 각 유목별로 가능성 있는 조절변수

를 찾아내어 재차 유목으로 분류하여 동질성 검정을 실

시하여야 하나 각 종속변수에 대한 연구표본 수가 적어

더 이상의 유목화가 불가능하면 검정을 종료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의복고관여/저관여 집단 비교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이 연구에 포함된 선행연구(1차 연구)들에서 관여도에

따른 평균을 비교한 종속변수는 매우 다양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다양한 종속변수들을 10개의 포

괄적인 유목으로 분류하여 각 유목에 속하는 종속변수의

값들이 동일한 평균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

와 같다.

실용성, 광고, 접근편이, 비인적 정보원, 품질범주에서

동질성이 확인되었고, 각 범주의 평균 효과크기는 각각

0.29, 0.33, 0.48, 0.86, 0.29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저

관여 집단 간 차이가 비인적 정보원 관련 종속변수에서

가장 크고, 실용성 관련 변수 및 품질 관련 변수에서 가

장 작게 나타났다. 효과크기가 0.2 정도이면 작은 효과

크기이고, 0.5일 때 중간 효과크기이며, 0.8 정도이면 큰

효과크기라고 할 수 있다(Kirk, 1982). 따라서 실용성 관

련 변수, 광고태도 및 품질평가는 관여도 유목에 따른

효과크기가 작고, 접근편이 경우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가 나타난 반면에 비인적 정보원 사용에 있어 관여 집

단에 따라 큰 효과 크기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의복관여도에 따라 잡지 등의 비인적 정

보원의 사용이 크게 다르지만, 접근편이에 대해서는 의

복관여도가 중간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실용

성 관련 변수나, 광고에 대한 태도, 품질평가에 대해서

는 의복관여도가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

라서 앞으로 연구에서 실용성이나 품질, 광고 등을 연

구할 때 의복관여도를 주요 변수로 포함할 때 비용과 노

력의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비

인적 정보원의 사용이 의복관여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Table 3. Homogeneity test of all effect sizes of clothing involvement according to dependent variable categories

Dependent Variable Test of homogeneity Q
a

DF
Mean of

effect Size
SE

95% C.I. of

effect size

Category related to utility 4.90 3 0.29 0.04 (0.20 to 0.37)

Category related to advertisement 4.51 2 0.33 0.06 (0.22 to 0.44)

Category related to easy access 0.01 2 0.48 0.08 (0.33 to 0.63)

Category related to non-personal

information source
1.57 3 0.86 0.07 (0.72 to 0.99)

Category related to quality 2.80 2 0.29 0.07 (0.15 to 0.44)

Category related to price 44.35* 3

Category related to emotion 48.21* 2

Category related to purchase intention 127.80* 5

Category related to fashion 24.59* 2

Category related to brand loyalty 13.15* 2

a
Asterisk indicate that relational indices from studies are not homogeneous at α=0.05, compared Q with the 95% point of the χ

2 

distribution with the degree of freedom χ
2
(2)=5.99, χ

2
(3)=7.81, χ

2
(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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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의복관여와 정보탐색 간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결론이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의복

관여가 높은 고객들을 유념하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가격, 감정, 구매의도, 유행성 및 상표충성을 다룬 1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들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0.05에

서 1차 연구들이 동질성이 아니며, 이질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질성을 나타낸 연구에 대해, 연구들 사이에 동

일한 평균 차이를 보이도록 하는 조절변수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이 조절변수의 유목에 따라 효과크기를

분류하여 동질성을 검정을 하였다. 그러나 오직 상표충

성 관련 변수에서만이 연구대상자들을 대학생 집단과

일반인으로 연구결과를 유목화시켰을 때, 대학생 집단

에서의 연구결과들이 동질성을 보였다. 그 동질성 검정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의복관여 고집단과 저

집단 간의 상표충성 효과크기 차이가 동질성이 없게 나

타났으나, 이는 연구대상자를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나

누어 검증한 결과 이들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에서 기

인된 것을 알 수 있다(Q=11.97, p<.05). 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동질인 것으로 검정

되는데, 이는 고/저관여 집단의 상표충성에 직업 또는 연

령이 조절변수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연구

자들은 직업에 따라 대학생과 직장인 또는 주부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나 이는 연령도 관여되는 분류방법이

기 때문에 이 직업에 의한 결과인지 연령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대학생 집단의 평균 효과크기는 0.31로

다소 작은 크기를 보였으며, 일반인 대상으로 이뤄진 하

나의 연구의 효과크기는 0.82로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

났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1개이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할 수 없었다. 일반인 대

상으로 관여도에 따른 평균 차이에 대한 연구가 더 이뤄

져야 이들 연구 사이의 결과가 동질인가 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또한 효과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동질성을 보이지 않는 다른 종속변수의 경우, 동일한

연구대상과 동일한 종속변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수행하여 결과를 축적함으로써 이러한 다양성을 가

져오는 조절변수를 찾아내고 조절변수에 의해 나뉜 집

단 내에서 공유하는 효과크기를 파악함이 필요할 것이

다.

2. 의복관여와의 관계연구 메타분석 결과

관계연구에서는 <Table 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그

종속변수들을 7개의 포괄적인 유목으로 분류하여 각

유목에 속하는 종속변수와 관여도의 관계가 같은 관계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동질성 검정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관여도와 동조성(Q=5.58, p<.05) 및 인적 정보원(Q=

0.37, p<.05)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유의수준

0.05에서 동질성인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동조성과의 평

균 상관관계 정도는 0.18로 극히 약한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인적 정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0.43으로 중간

정도의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앞의 집단비교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복관여가 정

보원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외의 5개 변수와의 관계는 연구들 사이에서 이질

성이 높아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검정되었

다. 상표충성, 유행선도력, 유행혁신성 및 만족과 관여

도와의 관계에 있어 연구의 결과들 간에 이질성을 가져

올 수 있는 연구대상의 국적, 연령, 직업 등을 조절변수

로 가정하여 유목화시킨 후 동질성 검정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비인적 정보원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연구

대상의 국적이나, 연령, 직업별로 집단 내 동질성을 확

인하였다(Table 6). 의복 관련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 중에 모든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져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연구들 사이에 체계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조절변수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Table 4. The between-group and within-group fit statistics of the brand loyalty category

Source
Test of

homogeneity Q
a DF

Mean of

effect size
SE

95% C.I. of

effect size

Between groups  11.97* 1

 Within group 1.18 1

College students 1.18 1 0.31 0.08 (0.14 to 0.47)

All adults 0 0 0.82

a
Asterisk indicate that relational indices from studies are not homogeneous at α=0.05, compared Q with the 95% point of the χ

2 

distribution with the degree of freedom χ
2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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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적인 변인 중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국적을 조절

변수로 하여 연구들을 나눠 동질성 검정을 하였다. 의

복관여도와 상표충성도와의 관계, 의복관여도와 만족

과의 관계의 연구 간의 이질성은 연구대상의 국적에 기

인되었으며, 유행선도력 및 유행혁신성은 연구대상자의

직업 또는 연령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충성도의 경우 한국인 대상과 중국인 대상 연구

들이 있었는데, 이 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한국인 대상 연구결과들이 동질

임이 검정되었다(Q=3.25, p<.05). 한국인의 관여도와 상

표충성도의 평균 상관 정도는 0.45로 중국인(0.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인 대상 연구가 1편으로

그로부터 데이터 2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추

정치라고 결론짓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관여도

와 상표충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 결과들을 메타분석으로 종합한

Table 5. Homogeneity test of all clothing involvement and dependent category relations

Dependent variable
Test of

homogeneity Q
a DF

Mean

relation index
SE

95% C.I. of

mean relation index

Category related to conformity 5.58 2 0.18 0.03 (0.12 to 0.25)

Category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source
0.37 2 0.43 0.04 (0.37 to 0.48)

Category related to brand loyalty 11.10* 5

Category related to satisfaction 14.07* 4

Category related to fashion leadership 20.34* 4

Category related to fashion innovation 170.08* 5

Category related to non-personal

information source
40.96* 2

a
Asterisk indicate that relational indices from studies are not homogeneous at α=0.05, compared Q with the 95% point of the χ

2 

distribution with the degree of freedom χ
2
(2)=5.99, χ

2
(4)=9.49, χ

2
(5)=11.07

Table 6. The within-group homogeneity test with a relational clothing involvement and variables index

Category of

variables
Source

Test of

homoge-neity Q
a DF

Mean

relation index
SE

95% C.I. of

mean relation index

 Brand loyalty

Between-group 7.85* 1

Within-group 3.25 4

Korean 3.25 4 0.45 0.03 (0.41 to 0.49)

Chinese 0 0 0.14

Satisfaction

Between-group 10.10* 1

Within-group 3.97 3

Korean 3.97 3 0.05 0.03 (−0.01 to 0.10)

American 0 0 0.26

Fashion

leadership

Between-group 0.02 1

Within-group 20.34 3

Teenagers 19.03* 1

Over 20 years old 1.31 2 0.36 0.04 (0.3 to 0.43)

Fashion

innovation

Between-group 1.48 1

Within-group 168.60 4

Students only 3.31 2 0.60 0.03 (0.57 to 0.65)

All adults 165.29* 2

a
Asterisk indicate that relational indices from studies are not homogeneous at α=0.05, compared Q with the 95% point of the χ

2 

distribution with the degree of freedom χ
2
(1)=3.84, χ

2
(2)=5.99, χ

2
(3)=7.81, χ

2
(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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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의복관여가 높은 사람은

상표충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들이

고객들의 상표충성도를 높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의복관여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개하

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상표충성도가 높은 소

비자는 의복에 대한 관여도도 높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의류기업이나 매장의 단골 고객들은 의복관

여가 높은 소비자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런 소비자들

의 눈높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표충성도도

높이고 고객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의복관여와 만족과의 관계 연구는 한국인 대상과 미

국인 대상으로 이뤄진 것들이었으며, 한국인 대상으로

이루어지 연구로부터 수집된 결과들 간에 동질성을 보

였으며, 그 평균 상관 정도는 0.05로 95% 신뢰구간이 0

을 포함하고 있어 관여도와 만족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

으로 보인다. 미국인의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 편으로 그

상관 정도는 0.26으로 한국인 대상 연구에 비해 약간 높

게 나왔으나 한 편의 결과로 정확한 추정치가 아니므로

더 많은 연구를 수집하여 종합하는 것이 요구된다.

관여도와 유행선도력 관계 연구대상들을 연령에 의해

20대 이상과 10대 청소년으로 분류한 후 동질성 검정을

한 결과, 20대 이상은 연구들 간에 연령 편차가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동질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10대 청소년

대상 연구는 연구결과 간 이질인 것으로 밝혀졌다. 20대

이상 여성들의 의복관여도와 유행선도력은 0.36로 낮은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20대 이상 연구들이 대상을 여

자로 국한하였으나 10대 청소년 연구는 대상을 여학생

으로 한 것과 여학생과 남학생을 함께 한 연구결과를 종

합하였기에 결과가 이질인 것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사

료된다.

의복관여도와 유행혁신성의 결과들을 학생 집단과 일

반인 집단으로 나눠 각각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

생 대상 연구들 간의 결과는 동질적인 것(Q=3.31, p<.05)

으로 판명되었으나 일반인 대상 연구들 간의 결과는 여

전히 유의한 이질성(Q=165.29, p<.05)을 보이고 있다. 학

생 집단에 속한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10대

또는 20대 학생들이었으며,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집단

이 포함되었고, 거주지역도 다른 지방이었다. 이런 다양

성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을 보였으며 그 평균관계 정도

는 0.6으로 관여도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 정도에 비해 다

소 높은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의복

관여가 높을수록 유행혁신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소비자 행동에 기본적인 요

인으로 인정되어 있는 관여도가 의류와 관련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1차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공통적인 경향

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통계분석방법인 메타분석을 의류

학 분야에 소개함에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의복관여를 포

함한 선행연구 결과를 메타 분석을 통하여 분석함으로

써,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의복관여 효과에 대한 결론

을 도출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의복 또는 유행관여도를 독립

변수로 주요 관심으로 다루기도 하였지만, 많은 연구에

서는 의복관여도를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로 다루었는데

그런 연구들은 메타분석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함

되지 않았다. 24개 전문 학술지에서 127편의 논문을 수

집하였지만 이 논문들에서 분석된 종속변수 또는 관련

변수들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하여, 수집된 논문들 중

가장 자주 다루어진 변수들을 포함하는 36편의 연구에

서 나타난 75개의 통계결과만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렇

게 광범위한 변수들과 의복관여의 관계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사실은 의복관여도가 의복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복관여에 대해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이론으로 발전되지는 못 하

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는 연구대상의 관여도 차이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집단 간의 다른 변수 특성을 비교한 연구들과

관여도와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을

비교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실용성, 광고, 접근편이, 비

인적 정보원 및 품질평가에 있어 의복 고관여 집단과 저

관여 집단의 효과크기는 연구들 간에 일관성 있는 결과

가 나타났는데, 실용성, 광고 및 품질에서는 의복관여

의 효과크기가 작고, 접근편이에는 중간 정도의 효과크

기가 나타난 반면에 비인적 정보원 사용에 있어 고/저

관여 집단 간에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즉 의복관여는

연구대상에 상관없이 어느 경우에서도 다른 변수들보

다도 비인적 정보원 사용과 관련이 깊으며, 의복관여도

가 높을수록 비인적 정보원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광고와 의복관여와의 작은 효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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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대비된다. 즉 의복관여가 높은 소비자는 비인적 정

보원에 크게 의존하지만, 광고를 의존하는 정도는 의복

관여가 낮은 소비자보다 크게 높지 않다는 것이다. 따

라서 의복관여가 높은 사람은 광고 이외에 상품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

라서 기업의 홍보 전략은 의복관여가 높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의복관여의 효과는 가격, 감정, 구매의도,

유행성 및 상표충성 관련되어서는 1차 연구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표충성에서는 의복관여의 고관

여 집단과 저관여 집단 간 효과크기가 대학생 집단과 일

반인 집단 사이에 체계적으로 다른 일관성을 보였다. 상

표충성의 효과가 대학생 집단보다는 일반인 집단에 있

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대학생들은 일반인들보다 의복

관여에 따라 상표충성에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의

복관여가 높은 대학생들과 낮은 대학생들 간의 상표충

성에 차이가 큰데, 이는 일반인들보다 연령이 낮은 대학

생들이 의복관여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해석할 수

있다.

의복관여도와의 관계가 연구된 변수들을 동조성, 상

표충성, 유행선도력, 유행혁신성, 만족, 인적 정보원 및

비인적 정보원 등 7개의 포괄적인 유목으로 분류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동조성과 인적 정보

원은 의복관여와의 관계에 대해 동질적인 연구결과가

나타났으며, 의복관여와 인적 정보원과의 관계가 동조

성과의 관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관여와 인

적정보원 간의 높은 상관성과 앞에서 논의한 의복관여

의 비인적 정보원에 대한 영향과 아울러 종합해보면, 선

행연구들은 의복관여가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 정보원

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관성있게

보여주고 있어서, 의복관여와 정보원 사용 간의 높은 관

계를 실증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미 밝혀진 의복관여와 정보원 사용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연구보다는, 이를 토대로 이론을 확장시키

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복관여와 상표충성, 의복관여와 만족관계는 연구대

상의 국적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관여와 상

표충성과의 관계는 한국인이 중국인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인은 중국인에 비해 의복관여에

따라 상표충성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가 하면 의복관여와 만족과의 관계는 한국인의 경우 거

의 없는 반면, 미국인은 약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서, 한국인은 의복관여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지 않

지만, 미국인의 경우에는 미약하지만 의복관여가 높은

사람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보여주었다.

유행선도력 및 유행혁신성은 연구대상자의 직업 또

는 연령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행선도력

은 여전히 10대 대상 연구들 간에는 이질적인 결과를 보

인 반면 20대 이상은 동질적인 결과로 의복관여와 유행

선도력의 약한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었다.

10대인 경우 교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행선도

력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라고 사료된다. 20대 이상에서 의복관여가 유행선도

력과 약한 관계가 있는 것은 유행선도자가 꼭 의복관여

가 높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유행전

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행선도자의 특성이 의복관

여로 인한 유행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특성에 의해 결

정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행혁신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의 경우

연구들 간에 이질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었으나 학생 대

상 연구들에서는 동질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다른 변수

들과의 관계에 비해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의복관여

정도가 클수록 유행에 대한 더 혁신적인 생각이나 행동

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직장과 같

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의복관여 정도

가 클수록 더 혁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

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복관여는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정보사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복관여와 유행 및 유행혁신성/선도

성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나 일관성 있는 결

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난 경우에도 그 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류학의 핵

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복관여와 유행에 대해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선행

연구가 없지는 않았지만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후속연구는 개념의 정의, 측

정도구, 연구대상의 범위, 표집방법 등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특정 현상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지지하

거나 뒷받침하는 1차 연구의 결과를 양적으로 통합하

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방법이다. 모든 연구들이 공통된 하나

의 모집단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공통된 모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각 연구결과를 병합하여 이 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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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여 정확

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며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Song, 2001). 이런 메타분석에 있어 1차 연

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즉,

연구변수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 및 조작적 정의에

의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잘

디자인된 연구설계에 따라 진행된 연구결과들을 통합

해야 정확하고 치우치지 않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론

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에

서 살펴본 많은 연구들이 개념 정의 및 조작적 정의가

생략되거나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았으며, 각 연구

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변수를 측정함으로써 연구

결과가 학문적 이론의 근거로 축적되는데 한계가 있다

고 사료된다. 또한 메타분석을 위한 필수 정보인 집단

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등이 누락된 연구

가 많아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해 객관적 추론에 제한

을 초래하였다. 의류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유의한 결과

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특정 현상에 대해 치

우친 메타분석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정기간행물에 실린 연구의 결과들을 통합하였으나

후속연구로 정기간행물뿐만 아니라 학위 논문의 결과를

가지고 메타분석을 실행한다면 의복관여에 관해 좀 더

포괄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범주에 따라 작은 수의 연

구만이 포함되어 분석되어 결론을 도출하기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외의 학위 논문 등

을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연구결

과가 추가된다면 이 연구의 결과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메타분석 결과 여러 면에서 문화에 따라 의

복관여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한국 연구논문집에 발간된 연

구뿐만 아니라 외국 연구논문집에 발간된 연구결과들을

수집하여 함께 메타분석을 함으로써 문화에 따라 나타

나는 차이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Becker, B. J., & Hedges, L. V. (1984). Meta-analysis of cogni-

tive gender differences: A comment on an analysis by Ro-

senthal and Rubi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4), 583−587.

Becker, B. J., & Schram, C. M. (1989). Examining explana-

tory models through research synthesi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

search Association, Minneapolis, MN.

Behling, D. U. (1999). Measuring involvement. Perceptual &

Motor Skills, 88(1), 55−64.

Chung, M. J., & Lee, S. J. (1997).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clothing involvement and brand extension. Jour-

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1(7),

1124−1138.

Cooper, H. M. (1984). Integrating research: A guide for liter-

ature review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Dholakia, U. M. (2001). A motivational process model of pro-

duct involvement and consumer risk perception. Euro-

pean Journal of Marketing, 35(11/12), 1340−1360.

Fairhurst, A. E., Good, L. K., & Gentry, J. W. (1989). Fashion

involvement: An instrument validation procedure.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7(3), 10−14.

Glass, G. V. (1976). Primary, secondary, and meta-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5(10), 3−8.

Hedges, L. V., & Olkin, I. (1985). Statistical methods for meta-

analysi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Hong, K. H. (1995). A study on clothing satisfaction accord-

ing to product type and consumer fashion involvement

-Jacket type and pantyhose typ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9(3), 525−535.

Hwang, J. S. (2003). The effect of clothing involvement and

internet usage on internet shopping attitude and internet

purchase of clothing products. Journal of the Korean So-

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7(2), 177−187.

Hunter, J. E., Schmidt, F. L., & Jackson, G. B. (1982). Meta-

analysis: Cumulative research finding studies. Bevery Hills:

Sage Publications.

Jin, B. H. (1998). Consumers' perception of clothing price

(Part II)-The effect of product involvement and consumer

knowledge on the perceptions of each dimension of clo-

thing pr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2(5), 628−638. 

Jun, D. G., Choo, H. J., & Kim, H. S. (2010). A study on the

clothing involvement, fashion innovativeness, impulsive

buying, and brand loyalty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3), 424−436.

Jun, D. G., & Rhee, E. Y. (2008). The effects of adult wo-

men's innate innovativeness on involvement and fashion

innovativen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

ing and Textiles, 32(11), 1739−1749.

Kapferer, J. N., & Laurent, G. (1993). Further evidence on the

consumer involvement profile: Five antecedents of invol-

vement. Psychology & Marketing, 10(4), 347−355.

– 397 –



152 한국의류학회지 Vol. 37 No. 3, 2013

Kim, Y. K. (2010). A review of the meta-analysis in major

academic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in Korea. Dae-

han Journal of Business, 23(4), 1833−1858.

Kirk, R. E. (1982). Experimental design: Procedure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Belmont: Wadsworth, Inc.

Laurent, G., & Kapferer, J. N. (1985). Measuring consumer in-

volvement profi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2(1),

41−53.

Lim, K. B. (2007). The effect of clothing involvement and lo-

yalty orientation on the information search behavior. Jour-

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9/

10), 1396−1407.

Lee, J. Y., & Park, J. O. (2005). The effect of consumer know-

ledge and involvement of apparel products on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

ing and Textiles, 29(9/10), 1329−1339.

Lee, S. J., Hwang, S. J., & Byun, Y. S. (1997). The store

attributes of fashion specialty store with fashion involve-

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

tiles, 21(2), 346−356.

McQuarrie, E. F., & Munson, J. M. (1987). The Zaichkowsky

personal involvement inventory: Modification and exten-

sio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4(1), 36−40.

Nagasawa, R. H. (1991). Lack of critical mass. In S. B. Kai-

ser & M. L. Damhorst (Eds.), Critical linkage in textiles

and clothing subjects matter: Theory, method and prac-

tice, ITAA Special Publication #4 (pp. 266−271). Monu-

ment, CO: International Textile and Apparel Association,

Inc.

Oh, S. S. (2011). Meta-analysis: Theory and practice (4th ed.).

Seoul: Kunkuk Smart Press.

Rosenthal, R., & Rubin, D. B. (1982). Further meta-analytic

procedures for assessing cognitive gender differences. Jour-

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5), 708−712.

Rothschild, M. L. (1979). Advertising strategies for high and

low involvement situations. In J. C. Malone & B. Silver-

man (Eds.), Attitude research plays for high stakes (pp.

74−93).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Smith, M. L., & Glass, G. V. (1977). Meta-analysis of psy-

chotherapy outcome studies. American Psychologist, 32,

752−760.

Song, H. H. (2001). Meta-analysis for researches in medical

Science, nursing and social science. Seoul: Cheng Moon

Gak.

Suh, M. O. (2010). The effectiveness of learning motivation:

A meta-analysi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8(2),

75−96.

Tigert, D. J., Ring, L. J., & King, C. W. (1976). Fashion in-

volvement and buying behavior: A methodological stud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 46−52.

Zaichkowsky, J. L. (1985). Measuring the involvement con-

struc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3), 341−352.

– 398 –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SyntheticBoldness 1.0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