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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of reference price, preference and quality perception of high func-

tional underwear according to innovation cues. High functional underwear was selected as a research stimu-

lus due to its technological innovative characteristics. A total of 93 male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as

subjects and data were collected by simple random experimental design operationalized with three types of

innovation stimulus cues. Two types of internal reference price perception-expected price and fair price, pre-

ference, and 9 items of product quality perception-8 functional properties and overall quality of stimulus were

measured with a questionnaire. The result supported the difference of reference price and quality perception

by product innovation cue. The higher cue level group perceived two types of reference price and the overall

quality higher than the lower cue level group. The difference of the expected price and fair price, the influence

of functional properties on overall quality, and relations of the variables were discussed in depth.

Key words: Innovation cue, Reference price, Expected price, Fair price, Functional underwear; 혁신 단

서, 준거 가격, 예상 가격, 공정 가격, 기능성 내의

I. 서 론

모든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선택될 때 비로소 상품으

로서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며,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

다. 소비자들의 의류 제품 구매 의도를 측정하는 연구에

서는 선호도를 관련 변수로 함께 측정하는 경우가 많으

며(Hong, 1997; Park & Lim, 1999; Yang et al., 2012),

의류 제품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에서는 의복 스타일

혹은 디자인 관련 요소와 더불어 가격이 중요한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Chung, 2002; Park & Lim, 1999). Wang

and Kang(2011)은 대형마트에서의 상품 가격 지각이 점

포의 품질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고객 만족도를 통

해 선호도로 연결된다고 하여, 가격, 품질 지각 및 선호

도의 관계를 입증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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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변수로 상호 관련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품질 지각과 선호도는 ‘좋다-나쁘다’로 측정값을 일반

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서 패션 마케팅 연구에 빈번히 등

장하지만 가격의 경우는 단순히 ‘비싸다-싸다’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다소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변수이

다. 실제로 의류 제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

라도 품질 수준이나 부착 브랜드, 유통 경로, 판매촉진

의 시행 여부 등에 따라서 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

다. 따라서 추상적인 가격 지각의 정도, 즉 가격의 비싸

고 싼 정도에 대한 느낌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경우에 비

하여 특정 품목별로 소비자들이 지불하였거나 지불하고

자 하는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보고하는

사례가 드물다. 구매 가격에 대한 연구결과로는 생활한

복(Kim et al., 1999), 기능성 섬유 유아복(Hong & Lee,

2005) 등에 대한 보고가 있고, 준거 가격에 대한 연구결

과로는 남성 정장과 와이셔츠(Choi, 1997), 생활한복(Ch-

ung et al., 2000), 고기능성 스포츠레저웨어(Chung, 2009b)

에 대한 보고를 찾을 수 있는 정도이다.

가격은 수요 조절 기능, 정보 제공 기능, 경쟁 수단으

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 마케

팅 도구로서(Chung et al., 2010) 기업의 수익은 결국 가

격에 기인하여 창출되므로,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

도뿐만 아니라 실제 구매하거나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대한 조사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시장 도입 초기

의 혁신성이 강한 제품의 경우에는 경쟁 제품의 가격을

참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에 적정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하거나 소비자 지향적

가격 결정을 해야 하므로, 이 경우 소비자들의 준거 가격

이나 유보 가격 지각 수준을 파악한다면 가격 전략 수립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신제품 출시에 즈음하

여 행하는 소비자 선호도 조사나 품질 평가 등의 결과가

이들 가격 정보와 통합된다면 가격 전략 수립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의 신제품으로 간주되는 혁신의 유형은 크게

기능적 혁신, 기술적 혁신, 스타일 혁신으로 나눌 수 있

는데(Robertson, 1971), 의류 제품에서는 스타일 혁신이

라 할 수 있는 트렌디함 혹은 유행성을 제품의 혁신 특

성으로 많이 평가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능적 혁신

이나 기술적 혁신에 속하는 제품들도 많이 선보이고 있

다. 그중 기술적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능성 소재라

고 할 수 있다(Chung, 2011). 기능성 소재는 주로 스포츠

용이나 레저용 의류와 내의, 양말, 유아복에 많이 적용

되고 있는데, 그중에도 내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내의를 혁신

적 의류 제품의 자극물로 채택하여 연구하였다.

그런데 기술적 혁신은 제품을 살펴보고 육안으로 식

별 가능한 것이기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

로써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혁신적 제품에 제공되는 정보 단서가 혁신적

제품의 가격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

한 자극물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을 조작하여 소

비자가 지각하는 준거 가격, 선호도, 품질 지각을 측정하

였다. 즉, 실제 내의의 기능성 수준을 달리하는 대신 기

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에 차이를 두어 동일한 제품

이더라도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혁신 단서에 차이가 날

때 준거 가격과 선호도 및 품질 지각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준거 가격과 선호도 및 품질 지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류 제품의 혁신과 혁신 단서

어떤 제품이 새롭다는 것은 그 제품의 가격이 인하되

었거나 그 성능이 향상되었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속

성을 가지게 되었거나 예전에는 시장에서 볼 수 없던 제

품이라는 의미이며, 새로운 기술 혹은 시장 지식에 의한

창조물이라는 이유나 소비자에게 새롭다는 이유로 인해

신제품은 종종 그 자체로서 혁신으로 일컬어진다(Afuah,

2003). Robertson(1971)은 혁신의 유형을 기능적 혁신

(functional innovation), 기술적 혁신(technical innovation),

스타일 혁신(style innovation)으로 구분하였는데, 전통

적으로 의류 제품에서의 혁신은 스타일 혁신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기술적 혁신, 나

아가 기능적 혁신에 해당하는 혁신적 의류 제품들이 선

보이고 있다. 기술적 혁신 제품으로는 흡한속건, 투습방

수, 체온유지 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의류 제품을 들

수 있고, 기능적 혁신 제품의 개발 방향은 디지털 의류

제품, 즉 디스플레이 기능을 갖는 의류 제품, 통신 기능

을 갖는 의류 제품, 신호 전달 기능을 갖는 의류 제품, 에

너지 생산 기능을 갖는 의류 제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Chung, 2011).

기능적 혁신에 해당하는 의류 제품에 관해 수행된 연

구들을 살펴보면, 스마트 의류를 대상으로 하여 구매 의

도 평가, 혁신성 평가, 지각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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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혁신성이 스마트 의류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일련의 연구가 있다(Kang,

2009; Kang & Jin, 2007a, 2007b, 2007c, 2008). Park and

Noh(2012)도 센서기반 스마트 의류를 대상으로 하여 그

구매 의도에 미치는 소비자 혁신성과 가격 민감도의 영

향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능적 혁신 의류 제

품의 대중화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술적 혁신에 해당하는 의류 제품에 관해 수행된 연

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능성 섬유 제품에 대한 연

구들이다. Hong and Lee(2005, 2006)는 기능성 소재의 유

아복에 대한 구매 행동과 그 채택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Chung(2009a, 2009b)은 소비

자 지식이 고기능성 스포츠레저웨어의 중요도 지각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의 스포츠레저활동도와 웰빙 건강

의식이 고기능성 스포츠레저웨어의 가격 지각에 미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Cho(2011)는 소비자의 의복 추구혜

택과 웰빙 건강 의식이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구매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혁신적 의류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가 축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능성

소재가 빈번히 사용되는 제품이지만 선행연구에서 기

술적 혁신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고기능성 내의를

자극물로 선택하였다. 특히 내의는 특별한 스포츠레저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특별한 가족생활주기에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잠재적인 구매자가 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능성 소재 적용 여부는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소재에 대한 정보가 부착된 태그

(tag)가 정보 단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품에 대한 정보

단서는 크게 내재 단서와 외재 단서로 구분되며, 제품의

성분 표시는 내재적 정보에 해당한다(Kim & Jeon, 2002).

기술적 혁신에 해당하는 기능성 소재에 관한 정보는 곧

혁신 정보를 제공하는 혁신 단서라고 명명할 수 있다.

한편, 제품의 정보 단서는 각각 예측 가치와 신뢰 가

치를 가지는데, 예측 가치(predictive value)는 어떤 단서

가 제품의 품질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 혹은 그 단서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며, 신뢰 가치

(confidence value)란 소비자가 그 단서를 정확하게 파악

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Kim & Jeon, 2002).

의류 제품에서의 정보 단서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

려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단서에 해당하는 성

분 표시를 포함한 제품 태그가 예측 가치와 신뢰 가치

의 정보 단서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예측

가치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는 품질 지각에 영향을 미치

는지, 그리고 신뢰 가치의 한 방편이라고 간주할 수 있

는 준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2. 소비자의 품질과 가격 지각

품질이란 제품의 물리적인 속성과 표현적 속성 및 관

계적 속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좋은 품질을 연상시킬 때에는 그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것을 타당하다고 여기게 된다(Chung, 2011).

Chung(2009b)은 실증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이 고기능성

스포츠레저웨어에 대해 기꺼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소비자들은 품질 좋은 제품을 원하지만 제품의

지각된 가치와 그 제품의 가격, 즉 지각된 금전적 희생

을 비교하여 구매 결정을 하게 되므로(Choi, 1997; Yoo,

2010) 가격은 구매 결정에 있어 제품 평가와는 독립적으

로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Chung, 2002).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지각하는 가격

개념은 준거 가격(reference price)과 유보 가격(reservation

price), 최저 수용 가격(lowest acceptable price)으로 알려

져 있다. 그중 최저 수용 가격은 품질에 대한 보증이 되

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제품을 구매

하지 않는 가격의 개념으로 의류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

자가 직접 제품을 관찰할 수 없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에 고려될 수 있다. 반면 준거 가격과 유보 가격은

같은 품목 사이에서도 브랜드나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편인 의류 제품의 구매에서 제품의 최종적

인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실제 구매를 할 때 소비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준으로

삼는 가격대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준거 가격이다.

이전의 구매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이미 특정 브랜

드의, 혹은 특정 점포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의

가격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구매

를 검토하는 제품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되고, 이처럼 새로운 외부의 정보를 더하

지 않고 소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판단

하는 가격을 내적 준거 가격이라고 한다. 반면, 때로 과거

구매 경험이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외적 정보에 의해 새롭게 준거 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광고 전단 등 외적 정보에 의해 형성되는

준거 가격을 외적 준거 가격이라고 한다(Chung, 2011).

내적 준거 가격은 과거에 구매했던 상품들의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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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한 값으로 결정된다고도 하고(적응 수준 이론) 과거

의 구매 가격 중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의 중간 값으로

결정된다고도 하는데(범위 이론)(Cho & Kong, 2007), 이

들은 모두 과거의 구매 경험에 의존하여 형성되는 준거

가격이다. 그러나 내적 준거 가격은 단순히 과거 구매

경험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고

려하거나 내적 열망을 반영하거나 공정함의 잣대를 들

이대는 등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Lowe,

2006; Yoon, 2008). Lowe(2006)는 특히 신제품의 가격

정책에 있어서는 얼마나 적당한 가격인가(fair) 하는 관

점에서의 준거 가격이 얼마로 예상되는가(expected) 하

는 관점에서의 준거 가격보다 유용하다고 하였다.

내적 준거 가격의 측정에 있어서 Lee(1995)는 여성복

사진을 한 벌로 제시하고 ‘전체 한 벌에 적당하다고 생각

하는 가격’을 다지선다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Yoon

(2008)은 이미 구매한 의복에 대해 회상하도록 하여 대

리지표 수준의 내적 준거 가격과 제품 수준의 내적 준거

가격 두 가지로 내적 준거 가격을 측정하였다. 대리지표

수준의 내적 준거 가격은 쇼핑하려고 하는 점포나 브랜

드를 떠올렸을 때 짐작되는 가격으로 질문하였고, 제품

수준의 내적 준거 가격은 쇼핑하려는 점포나 브랜드에

서 예전에 샀던 옷을 떠올렸을 때 그 옷과 비교하여 적

당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으로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 단서에 따른 내적 준거 가격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예상 가격(expected price)과 공정 가

격(fair price)의 두 가지 내적 준거 가격을 도입하였다. 이

로써 두 가지 유형의 내적 준거 가격 문항에 대한 소비

자들의 응답을 검토하고 차이를 확인하여 향후 연구관

점에 따라 적합한 내적 준거 가격 변수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연구문제 1. 혁신 단서에 따라 준거 가격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2. 혁신 단서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3. 혁신 단서에 따라 품질 지각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준거 가격, 선호도 및 품질 지각의 상관

관계를 알아본다.

2. 실험 설계와 자극물

혁신 단서에 따른 소비자 반응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

하여 동일 자극물에 대한 혁신 단서를 3개 유형으로 조

작화한 후 3개의 무작위 집단에 대하여 하나씩 할당하

여 평가하게 하는 단순 무작위 실험을 진행하기로 하였

다. 자극물은 W사에서 해외 기능성 소재 전시회를 통

해 구입한 고기능성 소재 내의 샘플로서 시판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실물 내의에 태그 정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부착함으로써 혁신 단서를 조작하였

다. 첫 번째는 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듀폰

사의 쿨맥스 태그를 부착한 것, 세 번째는 듀폰사의 쿨맥

스 태그와 함께 실제 해당 내의가 가지는 기능성 명세를

부착한 것이었다. 첫 번째는 내의가 고기능성을 가지지

만 혁신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고,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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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널리 알려진 소재 정보를 제시하여 기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쉽도록 제시한 것이다. 세 번째

는 두 번째에서 사용한 태그와 더불어 별도의 태그에 자

외선 차단, 항균성, 소취성, 투습성, 속건성, 통기성, 활

동성, 발열/냉각, 진드기 차단, 난연성, 대전방지의 세부

명세를 구체적으로 모두 나열해줌으로써 구체적인 혁신

단서를 제시한 것이다.

3.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고기능성 내의에 대한 준거 가격과 선호

도, 품질 지각을 답하는 내용의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고

기능성 내의에 대한 준거 가격은 예상 가격 및 공정 가격

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그와 같이 지각하

게 된 이유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Lowe(2006)를 참고로

하여 예상 가격에 대해 ‘시중 가격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

상’하는가로 질문하였고, 공정 가격에 대해 ‘얼마라면 적

당할 것’인지 질문하였으며, 각각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

가 해당 금액을 숫자로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준거 가

격을 그와 같이 지각하게 된 이유는 자유기술식으로 응

답받았다.

선호도는 매우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는 편이다, 보

통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의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각 선

택된 보기에 대해 5점부터 1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코딩

하였다. 선호도에서 중립 및 부정적인 응답을 선택한 경

우에는 형태, 색채, 소재, 바느질 상태, 기타 항목에서 선

호하지 않는 이유를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자극믈에 대한 품질 지각은 전반적인 품질 1문항, 흡

한성, 속건성, 투습성, 항균성, 통기성, 신축성, 방오성,

제전성의 기능성 평가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기능성 평

가 문항은 Chung(2009a)의 스포츠레저웨어용 기능성 섬

유 지식 측정문항 중에서 내의에 필요 없는 방수 및 자

외선 차단, 난연 기능과 내의의 기본 기능인 보온성을

제외한 것이다. 이들 문항은 모두 7점 리커트형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보통이다, 5-약간 그렇다, 6-그렇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4.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 수집은 실험 설계에 따른 집단 조사를 통해 이

루어졌다. 측정도구에는 기능성 내의의 품질 지각 평가를

위해 여러 가지 섬유 기능성 관련 용어가 포함되어 있

으므로,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 기능성 섬

유 관련 과목을 학습한 남자 대학생들로 실험 참가자를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측정도구에

추가하여 기능성 섬유에 대한 주관적 지식 정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세 집단의 평균이 각각

Meangr1=4.39(SD=1.283), Meangr2=4.23(SD=1.309), Meangr3

=4.32(SD=1.194)였으며, 일원분산분석에 따른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아(F=.128, p=.880) 집단에 따른 참가

자들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1개 대학교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사례를 약속하고 실험 참가 지원을 받아 총 93명

의 피험자롤 선발하였다. 실험은 2개 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각 회차별로 48명과 45명의 피험자

가 참가하였다. 이들을 회차별로 동일 시간에 동일 장소

에 집결하도록 한 후 추첨을 통하여 무작위로 3개 집단

으로 나누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대기실 1개실과 실험실 1개실이 마

련되었으며, 실험 책임자 1명과 실험 보조원 2명이 역할

분담을 하여 전체 과정을 진행하였다. 실험 보조원 1명

은 대기실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동선에 관한 설명을

하고 번호 추첨을 실시하여 집단을 구분한 후 이후 대

기실 내부 및 실험실 외부에서 실험 참가자들끼리의 접

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실험 책임자는 실

험실 내에서 설문지와 자극물을 준비하였으며, 실험 시

작 시 자극물 검토 및 설문지 응답 기입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응답을 당부하였다. 또 다른 실험 보조원은 실

험실 내에서 실험 책임자를 보조하고, 응답을 마친 참

가자들의 설문지를 회수하면서 사례품을 전달하였다.

각 집단에는 1회차에 16명, 2회차에 15명씩의 참가자

가 배정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한 종류의 혁신 단서

에만 노출되어, 한 개의 자극물을 검토하면서 설문지에

답하였다. 응답 시간으로는 1인당 평균 10분 정도가 소

요되었다. 참가자 93명의 응답은 배제시킨 자료 없이 모

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7.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일원분

산분석, 대응표본 t-검정, 회귀분석 등을 실행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혁신 단서에 따른 준거 가격의 차이

혁신 단서에 따른 예상 가격과 공정 가격은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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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나타났다. 혁신 단서에 따른 집단 간에서 예상

가격과 공정 가격의 지각 차이가 p<.05 수준에서 유의하

게 나타나서 혁신 단서가 많이 제시될수록 예상 가격과

공정 가격을 모두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던컨

테스트 결과 예상 가격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혁신

단서를 제시하지 않은 집단과 적게 제시한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혁신 단서를 많이 제시한 집단이 이

들 두 집단보다 예상 가격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가격의 경우에는 혁신 단서를 제시하지

않은 집단과 혁신 단서를 많이 제시한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가격 지각 차이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혁신 단서

의 차이에 따라 준거 가격의 지각에는 차이가 있되 혁신

단서의 양이 많은 경우가 더 가격을 높게 지각하도록

유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Table 2>에는 집단별로 예상 가격과 공정 가격 사

이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대응표본 t-검정 결과로 제시

하였다. 세 집단 모두에서 예상 가격과 공정 가격이 유

의하게 달라서 예상 가격이 공정 가격보다 높게 지각되

었다. 이는 시중 가격이 적당한 가격보다 높다는 소비자

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잘 반영된 결과이다. 자유기술응

답으로 제시된 예상 가격의 지각 근거는 내의라는 품목,

다른 내의의 가격, 부착된 태그의 높은 인지도, 기능성

섬유가 사용된 점, 디자인 ·소재 ·바느질 상태 등에 대

한 평가 등이었다. 반면 공정 가격의 지각 근거는 위의

내용에 덧붙여 원가 추정, 타깃 층의 지출 성향, 수요

예측(예: 내의를 잘 입지 않는다) 등을 반영하고 있어서

예상 가격과 공정 가격의 지각 근거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 집단 모두에서 두 종류의 내적 준거 가격 사

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예상 가격을 높게 지

각하면 공정 가격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

나 혁신 단서가 증가하면서 두 종류의 준거 가격 간 상관

관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제품이 혁신적

이어서 품질이 더 좋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적당하다

고 생각하는 공정 가격과 시중에서의 예상 가격 사이의

차이를 좀 더 지각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혁신 단서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

혁신 단서에 따른 선호도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Table 1. Reference price perception by innovation cue groups: descriptive statistics and one-way ANOVA results

Variable
Mean (SD)

F p
Group 1 (n=31) Group 2 (n=31) Group 3 (n=31) Total (N=93)

Expected price 23409 (15671) A* 26351 (16328) A 35312 (18104) B 28358 (17314) 4.256 .017

Fair price 21319 (15032) A 23009 (13811) AB 29796 (11294) B 24708 (13822) 3.440 .036

*Homogeneous subset by Duncan-test

Unit of price=Korean Won

Table 2. Difference and correlations between expected price and fair price by experimental groups: paired t-test result

Group 1 (n=31) Group 2 (n=31) Group 3 (n=31) Total (N=93)

EP−FP

Mean (SD) 2090 (5574) 3341 (7162) 5516 (12786) 3649 (9066)

t-value 2.088 2.598 2.402 3.882

p .045 .014 .023 .000

EP×FP
correlation .935 .900 .714 .854

p .000 .000 .000 .000

EP=expected price, FP=fair price

Unit of price=Korean Won

Table 3. Preference by innovation cue groups: descriptive statistics and one-way ANOVA results

Variable
Mean (SD)

F p
Group 1 (n=31) Group 2 (n=31) Group 3 (n=31) Total (N=93)

Preference 2.84 (1.003) 3.00 ( .966) 3.00 ( .816) 2.79 ( .925) .309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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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는 세 집단 모두에서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선호도의 유의한 차이도 없

었다. 이는 내의가 비록 타깃 시장의 제한이 없는 제품

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현대의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즐

겨 착용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선호도

를 보통 이하로 응답한 68명의 자료에 대해 선호하지 않

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세 집단 모두

비슷하게 소재, 색채, 형태의 순서로 나타나서 내의의

경우 비록 고기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재의 기능 이

외 다른 특성, 예컨대 소재의 촉감이나 편조 상태 등이

소재의 호오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혁신 단서에 따라 준거 가격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나 제품 선호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혁신 단서에 따른 품질 지각 차이

자극물로 사용한 내의에 대한 기능별 성능과 전반적

품질의 지각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각 기능별 성능

에 대한 지각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신축성이 가장 높

게 지각되었으며, 통기성, 흡한성, 투습성, 항균성, 속건

성, 방오성, 제전성 순서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혁

신 단서 집단별로 지각 평가에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기능은 투습성이 유일하였는데, 던컨테스

트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혁신 단서를 전혀 제공하

지 않은 집단보다 혁신 단서를 제공한 두 집단에서 투

습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혁신 단서의 양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품

질은 세 집단 모두에서 비교적 좋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혁신 단서 집단에 따라 전반적인 품질 지각의 차이를 보

였는데, 던컨테스트 결과 혁신 단서를 제공하지 않은

집단과 많은 혁신 단서를 제공한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구체적인 혁신 단서가 많

을수록 전반적 품질을 좋게 지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품질 지각에 미치는 기능별 성능 지각의 영향

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반적 품질을 종속변수로 하고,

8개 기능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6>과 같이 고기능성 내의

의 전반적 품질은 흡한성, 신축성, 속건성에 의해 결정

되었으며, 기능성 지각에 의한 전반적 품질의 설명력은

48%에 달했다. 즉, 소비자들의 기능성 내의에 대한 전반

적 품질 지각은 흡한성, 신축성, 속건성의 영향을 받는다

고 할 수 있다.

4. 준거 가격, 선호도 및 품질 지각의 관계

두 가지 유형의 준거 가격과 선호도 및 품질 지각의 상

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Table 7>과 같이 p<.05 수준

에서 예상 가격과 선호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Table 4. Reasons of non-preference by innovation cue

groups: multiple response frequency

 
Group 1

(n=25)

Group 2

(n=22)

Group 3

(n=26)

Total

(N=68)

Shape 8 4 10 22

Color 9 5 12 26

Fabric 12 14 12 38

Sewing 2 2 3 7

Others 6 3 6 15

Table 5. Quality perception by innovation cue groups: descriptive statistics and one-way ANOVA results

Variable
Mean (SD)

F p
Group 1 (n=31) Group 2 (n=31) Group 3 (n=31) Total (N=93)

Quick Sweat Absorbency 4.57 (1.569) 4.65 (1.644) 5.29 (1.243) 4.84 (1.514) 2,172 .120

High Speed Drying 3.94 (1.569) 4.52 (1.610) 4.68 (1.301) 4.38 (1.517) 2.099 .129

Moisture Permeability 3.97 (1.516) A* 4.77 (1.203) B 4.94 (1.093) B 4.56 (1.339) 5.059 .008

Antimicrobial Activity 4.03 (1.426) 4.74 (1.237) 4.65 (1.199) 4.47 (1.315) 2.755 .069

Air Permeability 4.94 (1.672) 4.94 (1.340) 5.19 (1.108) 5.02 (1.383) 0.355 .702

Elasticity 5.71 (1.296) 6.06 (0.854) 6.16 (0.638) 5.98 (0.978) 1.868 .160

Soil proof 4.23 (1.117) 4.35 (0.985) 4.39 (1.230) 4.32 (1.105) 0.182 .834

Anti-static Property 4.00 (1.506) 4.10 (1.350) 4.48 (1.151) 4.19 (1.345) 1.126 .329

Overall Quality 4.45 (1.362) A 4.90 (1.193) AB 5.35 (1.082) B 4.90 (1.260) 4.263 .017

*Homogeneous subset by Dunca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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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지만 공정 가격과 선호도 사이에는 유의

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품질 지각은 예상 가격과

공정 가격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예

상 가격은 전반적 품질 지각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지만,

공정 가격의 지각에는 전반적 품질 지각과 더불어 선호

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품질 지각과 선호도는 상호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내어, 전반적인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할수록 그 제품

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기술적 혁신 의류 제품으로 간주되는 고기

능성 내의에 대한 혁신 단서가 내적 준거 가격 및 선호

도, 품질 지각에 미치는 영향과 내적 준거 가격과 선호

도, 품질 지각 간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혁신 단서의 수준에 따른 소비자 반응의 차이를 측정하

기 위하여 동일 자극물에 대한 혁신 단서를 3개 유형

으로 조작화하여 단순 무작위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기능성 섬유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남자 대학

생 93명을 3개의 무작위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이 각각

자극물을 보고 설문지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내적 준거 가격은 예상 가격과 공정 가격의 두

가지로 이원화하여 측정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혁신 단서가 많이 제시될수

록 내적 준거 가격이 높게 지각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혁신 단서 집단에서 예상 가격은 공정 가

격보다 높게 응답되었으나, 혁신 단서가 많이 제시될수

록 예상 가격과 공정 가격의 상관은 낮아졌다. 혁신 단

서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동일 제품의 전반적 품질 지

각에도 차이가 나서, 혁신 단서가 많을수록 전반적 품질

이 높게 지각되었다. 한편, 고기능성 내의의 전반적 품

질은 흡한성, 신축성 및 속건성에 대한 평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 품질 지각은 예상 가격

과 공정 가격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으나 선호

도는 공정 가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참고가 될 만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

태에서 연구되어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강하다. 또한

실험 연구로 설계되어 실험 집단별 피험자수가 31명으

로 제한되었으므로 충분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의미 있

는 통계적 결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능성 섬유

평가항목으로 인해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남자 대

학생으로 피험자를 한정한 것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내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장년층을 대상

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면 더 유의한 결과 도출이 가능했

을 것이다. 특히 피험자의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가 중립

값 이하로 나타났으므로 준거 가격이나 품질 지각 결과

는 선호도가 높은 자극물로 측정했을 경우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매우 의미 있는 결과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혁신 단서의 양이

혁신 제품에 대한 총체적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 상품 전략에 있어 제품과 관련

된 여러 가지 혁신 단서를 구체적으로 많이 제시할수록

더 좋은 품질로, 그리고 더 높은 가격으로 지각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내적 준거 가격에 있어서 예상 가격과

공정 가격은 그 지각 수준이 다르고 예상 가격과 공정

가격을 지각하는 근거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

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품질 지각은 예상 가

격과 공정 가격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선호

Table 6. Explanation of overall quality by functional properties: Regression results

Independent variable B Beta t p F p Adjusted R
2

 (Constant) −.556 −.804 .423

29.209 .000 .482
Quick Sweat Absorbency .408 .489 6.068 .000

 Elasticity .469 .363 4.686 .000

 High Speed Drying .154 .186 2.324 .022

Table 7. Pearson's correlations between reference prices and preference

Correlations (N=93)

Expected price Fair price Preference

Preference .194 (.063) .217 (.036) -

Overall Quality .310 (.002) .308 (.003) .59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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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공정 가격과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예

상 가격보다는 공정 가격이 소비자 조사 연구에서 더 예

측력이 높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좋은 품질이 선호를 결정하고 선호가 공정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수립할 수 있다. 셋째, 내의의

품질 지각에 있어서 흡한성, 신축성, 속건성의 요소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기능성을 부각시키면 내

의 구매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으로 인식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산업현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혁신적 의류 제품의 준거 가격과 선

호도, 품질 지각과 더불어 제품에 대한 총체적 지각을 유

발하는 다른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준거

가격과 유보 가격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극물로 제시되는 혁신의 유형 또한 스타

일 혁신이나 기능적 혁신 등의 유형으로 확장하고 혁신

단서의 제시방법도 다양하게 하여 연구함으로써 여러 가

지 혁신적 의류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자극물을 채택하여 연구함으로써 본 연구에서의 결과

와 비교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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