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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clothing interest on party preference and suggested four party unities

according to party wear types. A hypothesized model based on consumer innovativeness, clothing interest,

party benefit, party interest and party preference was tes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clothing interest on

party preference. Party unities were constructed according to party wear types along with party place, party

food, and party music. Data was collected through two online surveys. The population of the survey was

female consumers in their twenties.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correlations, and regre-

ssions were applied to the data of 305 samples. As a result, positive tendency toward consumer innovative-

ness, clothing interest, party benefit, party interest and party preference was observed in young female con-

sumers with significant relations among five variables. Party preference was well-explained from the hypo-

thesized research model, but the direct path from clothing interest to party interest was identified as insigni-

ficant. The most preferred party elements of place, food, music and wear was garden, barbecue, house music

and mini dress, respectively. Four party unities according to party wear types were constructed and suggested

based on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between party wear and other party elements. The concept of party

unity is useful to establish marketing strategies such as advertising and experience marketing in the party

wear industry.

Key words: Party preference, Party wear, Clothing interest, Party unity, Diderot unity; 파티 선호, 파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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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생일 파티나 크리스마스 파티, 혹은 대학생이라면 개

강 파티나 종강 파티 등과 같이 국내에도 ‘파티’라는 용

어를 포함한 모임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젊

은이들이 즐기는 파티는 한국적인 문화가 아니라 서구

지향적인 문화라는 것이 과거와 다르다. 1990년대 이후

해외 교류가 활성화되고 해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방학 중 귀국하는 해외 유학생들을 통해 서구의 파티 문

화가 소개되었고, 2000년대에는 <섹스 앤 더 시티(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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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ity)>나 <프렌즈(Friends)>와 같은 미국 드라마

열풍을 통해 미국식 파티를 간접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

새로운 파티 문화 트렌드로 이어졌다(Lee & Lee, 2012).

새로운 파티 문화는 파티 용품점의 증가, 파티 의상에 대

한 관심 증가, 파티룸 대여 산업의 등장, 파티 플래너라

는 직업군 창출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파티 플래너 관련

학과가 개설되는 등 파티 관련 산업은 점점 확대되고 있

다(“즐거운 파티문화를 [How to become a party planner]”,

2014; “파티산업의 활성화 [Vitalization of party industry]”,

2016; “푸드스타일리스트학과 [Unique departments”, 2012).

이러한 맥락의 한국 사회에서 파티에 관하여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파티 기획과 연

출에 관한 연구(Chong & Kim, 2004; Jung, 2006; Lee,

2014; Lee et al., 2009; Min, 2006)와 파티복에 관한 연구

(Lee & Lee, 2012; O & Lee, 2010, 2011; Seo & Lee, 2008)

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후자는 주로 패션 분야에서 이

루어진 연구들인 반면, 전자는 이벤트 기획, 공간 디자인,

외식 경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즉, 후자는 패션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전자는

파티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티 산업을 이루는 한 하위 분야로서 파티 패션, 즉 파

티복이 주요 위상을 차지할 여지가 있고, 또한 패션 산업

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탐색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류학에서의 파티복 연

구는 Seo and Lee(2008)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파티복 디

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에 한정되어왔다. 즉, 파티 산업을

패션 마케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시장과 소비자를 이

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류학의 지평을 확장하고 니치 마켓으로서

의 파티복 산업에 토대가 되는 연구자료를 제공하기 위

하여 파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으로 파티복을 연

구하고자 하였다.

파티(party)의 사전적 정의는 ‘친목을 도모하거나 무엇

을 기념하기 위한 잔치나 모임’으로, 우리말로는 모임,

연회, 잔치의 의미를 모두 갖는다(Basic Korean dictio-

nary, 2016). 잔치는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음식을 차려

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로 정의되며(Basic Ko-

rean dictionary, 2016), 영어의 ‘party’는 ‘손님을 초대하여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교 모임(a social gathering of invi-

ted guests, typically involving eating, drinking, and enter-

tainment)’이라는 뜻을 갖는다(Oxford Dictionary, 2016).

또한 ‘종종 한 사람의 집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대

화하고, 춤추면서 즐기는 사회적 상황(a social occasion,

often in a person's home, at which people eat, drink, talk,

dance and enjoy themselves)’으로 구체화하여 파티 개념

이 제시됨으로써(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2016) 파티의 장소, 음식, 춤 등은 파티를 구성하는 요소

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파티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창출하는 데는 여

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됨에도 불구하고 의류학 분야에서

의 파티 관련 연구는 파티복에 한정된 경향을 보여왔으

므로(Lee & Lee, 2012; O & Lee, 2010, 2011; Seo & Lee,

2008), 파티복과 더불어 파티 산업을 이루는 다른 구성

요소들을 연관시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티복을 중심에 두고 파티 연출

을 위한 연관 산업 분야를 통합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파

티 문화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여러 파티 구성요소들을

소비자 관점에서 통합해 본 결과는 파티복을 중심축으로

하여 디드로 통일체를 응용한 파티 통일체의 개념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파티라는 상황으로 한정하여 패션 소비자의 심

리 혹은 행동 변수를 연구한 문헌은 매우 찾아보기 어려

운데, 국외 연구로 Omojuwa(2014)는 나이지리아 대학에

서의 파티 드레스 코드에 대하여 서술한 바 있고, Hjort

and Lantz(2012)는 스웨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파티

드레스의 구매 대여(retail borrowing)에 대해 연구하였다.

서구 주요 국가의 경우 파티라는 상황이 일상적인 생활

환경이므로 굳이 파티라는 상황을 한정하여 연구가 수

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연구로 Seo and Lee(2008)는 파티에 대한 태도

및 드레스 코드 수용이라는 소비자 심리에 초점을 맞추

어 연구한 바 있으며, Lee(2014)는 파티 기획을 위한 연

구에서 파티 추구혜택을 3개 요인으로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파티가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는 국

내에서도 소비자 심리 변수를 중심으로 파티 문화에 대

해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 트렌드로

서의 파티 문화를 패션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

자 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 행동의 이해를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택하여 연구함으로써 기초적인

연구자료를 축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즉 행동의

선행변수로서의 관심과 선호, 그리고 한국 사회의 맥락

에서 파티라는 비교적 새로운 트렌드에 반응하는 혁신

성을 연구변수로 도입하였다. 이로써 젊은이들이 파티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파티를 위한 특별한 차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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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지, 그리고 파티라는 비교

적 새로운 트렌드를 선호하는 데는 소비자 혁신성이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연구문제의 하나로 설정하

였다. 이와 더불어 파티 추구혜택은 선행연구(Lee, 2014)

에서 다루어진 변수로 파티 관심 및 파티 선호와 관련성

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 변수를 포함하여 연구변

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파티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특별한 행

사로 여겨지던 파티가 일상화되어 파티에 대한 대중의

친숙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 현상으로서의

파티와 산업으로서의 파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파티 문화에 대한 연구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젊은이들의 파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

수들을 탐색하고, 파티 문화를 만드는 파티 구성요소들

간의 통일체를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파티

산업에서의 시장 세분화 및 파티복 산업을 위한 광고 전

략 개발이나 체험 마케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파티 선호 및 관련 변수

파티는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주는 것

으로 일상생활의 청량제 혹은 활력소의 역할을 하며, 정

보교환과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도와주는 문화 커뮤

니케이션의 수단이다(Seo & Lee, 2008). 이와 같이 젊은

이들의 호응을 받는 새로운 파티 문화는 주요 사회문화

적 트렌드 중 하나로서 소비자들은 파티에 대한 다양한

추구혜택을 가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파티 소

비자들이 파티에 대해 지각하는 심리 변수에 관해 이루

어진 연구들은 많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 Seo and Lee(2008)는 소비자들의 파티

에 대한 태도를 파티 문화의 비대중성, 파티 문화의 시

장성, 파티 문화의 사교성으로 구분하여 서구 문화 친숙

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서구 문화에 친숙

한 소비자들은 파티 문화가 대중적인 것이며 관련 산업

의 시장 성장성이 있고 사교성을 높이는 장이 된다고 하

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효과계층 모델에

서 태도에 해당하는 단계는 호감과 선호, 확신의 단계를

거친 후 행동영역으로 들어간다(Kotler & Keller, 2009).

즉, 파티에 있어서도 호의적인 태도가 파티 참가라는 행

동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호의적인 태도로서

의 파티에 대한 소비자 선호 연구는 향후 파티 산업과

파티 소비자 연구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Lee(2014)는 ‘파티 참가자들이 파티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티 추구

혜택을 개념화한 후 즐거움과 재미, 상징적 효익, 그리고

사회적 관계지향의 파티 추구혜택 요인을 도출하고 파티

추구혜택의 각 요인들이 파티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내추럴, 로맨틱, 모던, 클래식,

캐주얼의 파티 스타일 중 모던 이미지와 캐주얼 이미지

의 파티 공간에 대해서는 유의한 수준에서 즐거움과 재

미의 파티 추구혜택을 지각한다고 하였다. 파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은 파티 선호, 즉 파티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파티 추구

혜택은 파티 선호를 설명하는 한 가지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파티 추구혜택 외에도 파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변수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파티 선호의 선행변수를

탐구하는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몇 가지 변수

를 추가로 고려해 보고자 한다. 특정 대상의 선호에 영향

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존립하

는 것은 당연하며, 패션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있어서 관

심과 선호의 관계도 확인된 바 있으므로(Lee & Kahng,

1982) 파티 선호의 영향변수로 파티 관심을 선택하였다.

또한 파티복은 파티 참가자의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개인의 품위를 높여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여

(Lee, 2011) 파티복의 선택은 소비자들의 파티 선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의복 관심을 또 다른 영

향변수로 선택하였다.

최근의 파티 문화 트렌드는 한국이라는 사회적 맥락에

서 새로운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파티 선호를 이

해하기 위해 소비자 혁신성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소비자 혁신성은 변화를 포용하여 새로운 행동이

나 제품을 시도해보는 경향으로(Cotte & Wood, 2004), 패

션 신상품의 채택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Jun

& Rhee, 2009). Jun and Rhee(2008)는 소비자 행동을 결

정하는 한 구성요소로서의 내재적 혁신성을 진기함 추구,

모험 추구, 다양성 추구, 자극 추구, 독특성 욕구로 유형

화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으로 구성된 소비자 혁신성은 파

티 선호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2. 파티 구성요소

파티는 음식, 인테리어, 음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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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를 결합하는 것이며, 패션도 파티에서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Seo & Lee, 2008). 따라서 장소, 음식, 음악, 패션

등 파티를 구성하는 다양한 장르들을 파티 구성요소라

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연구할 수 있다. 파티 구성요소는

파티 유형의 분류와도 연관을 가지므로 먼저 파티 유형

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Lee(2014)는 각종 파티 행사가 특별한 주제를 삽입함

으로써 식공간 연출의 새로운 환경을 창출함과 동시에

오감의 즐거움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의 장이 된다고 하면

서, 파티의 분류기준을 주최자와 손님(who), 테마(what),

장소(where), 시간(when), 목적(why), 스타일(how), 예산

(how much)의 6W2H로 들었으며, 파티 공간 스타일에

따라 모던, 로맨틱, 캐주얼, 클래식, 내추럴 스타일 유형

으로 파티를 유형화하여 연구하였다.

Chong and Kim(2004)은 파티의 성격, 주최자의 유형,

개최 장소, 파티 스타일에 따라 국내 파티 문화를 유형

화한 바 있다. 파티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족 모임, 친구

모임, 회사 행사, 사교 모임, 신제품 론칭 파티, 기타로

구분하였고, 주최자의 유형에 따라서는 파티 전문 업체,

호텔, 출장 뷔페, 기타로 범주화하였다. 개최 장소는 호

텔 객실, 레스토랑, 회사 공공장소, 기타 공공장소, 야외

로, 그리고 파티 스타일은 뷔페 스타일, 디너 스타일, 핑

거푸드 스타일, 리셉션 스타일, 기타로 나누었다.

Min(2006)은 상업적 목적인가 비상업적 목적인가, 그

리고 주기적인가 일회성인가의 기준에 따라 파티를 분

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밖에도 시간에 따라(조찬,

브런치, 점심, 애프터 눈, 칵테일, 디너, 애프너 디너), 목

적에 따라(포멀, 인포멀), 형태에 따라(풀 서빙, 약식 서

빙) 파티를 구분하였다. 또한 Lee(2011)는 파티의 종류

를 사교 문화 유형에 따라 격식 중심의 파티, 시즌 중심

의 파티, 장소 중심의 파티, 음료 중심의 파티, 음악 중심

의 파티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파티의 성격으로 파티를 유형화

하는 시각과 파티 분위기 연출을 위해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구성요소들에 기초하여 파티를 유형화하는 시각

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파티 구성요소로는 파티

장소, 파티 음식, 파티 음악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와 더

불어 파티 손님이 착용하는 파티복 또한 파티를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파티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

분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티 구성요

소를 장소, 음식, 음악, 파티복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각

구성요소별 하위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파티 장소와 관련하여, Lee(2011)는 사교 문화 파

티를 위한 대표적인 장소로 가든, 테라스, 피크닉, 저택,

키친 파티를 제시한 바 있으며, Chong and Kim(2004)의

연구에서는 호텔 객실, 레스토랑, 회사 공공장소, 기타

공공장소, 야외를 파티 장소로 제시하였다. 이들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든, 테라스, 야외, 거실

로 파티 장소의 하위 유형을 선정하였으며, 파티 플래닝

에 있어서 공간 연출은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 서비스 산

업의 물리적인 환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므로(Lee

et al., 2009) 이에 대형 연회장을 추가하였다.

파티 음식의 유형을 선정하는 데에는 Jung(2015), Kim

et al.(2014), Lee(2011), Lee et al.(2009)을 참고하였다.

Lee(2011)는 음료 중심의 파티 유형을 구분하면서 와인,

샴페인, 칵테일을 제시하였고, Lee et al.(2009)은 뷔페,

정찬, 그리고 핑거푸드 및 리셉션으로 파티 스타일을 제

시하였다. Jung(2015)은 파티의 내용에 따라 뷔페 파티,

티 파티, 디저트 파티, 칵테일 파티 등을 구분하였으며,

Kim et al.(2014)의 경우 파티 음료의 종류로 와인, 맥주,

위스키, 보드카, 럼, 테킬라, 브랜디, 칵테일, 그리고 커

피와 차를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음료와 식사를 함께

고려하여 핑거푸드, 와인과 요리, 칵테일, 차와 과자류

를 파티 음식의 하위 유형으로 선정하였으며, 파티 장소

에서 야외 공간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바비큐를 추가

하였다.

음악 중심의 파티는 장소, 음식, 스타일링보다 음악적

요소에 중점을 두면서 파티가 진행되지만 칵테일, 와인

등의 주류와 함께 열리는 파티에서는 파티 형식에 얽매

이지 않으면서 함께 음악을 감상하며 즐기는 자유로운

파티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Lee, 2011). Lee(2011)의

연구에서 대표적인 음악 중심의 파티 종류로 클래식 음

악 파티, 재즈 음악 파티, 팝페라 파티 등을 들었던 것에

더해 본 연구를 위해서 집이나 클럽에서 맥주를 한 손에

들고 가볍게 흔들 수 있는 음악인 하우스 뮤직을(Doope-

dia, 2016) 파티 음악의 하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파티복과 관련하여 Seo and Lee(2008)는 파티의 드레

스 코드란 사회적 관습과는 별개로 특정 사교 모임에서

동질감을 얻거나 재미를 더하는 요소, 혹은 하나의 자격

조건으로 제시되는 옷차림이며, 파티의 격식이나 주제

에 따라 색상이나 소재, 스타일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

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파티의 드레스 코드는 정장(for-

mal), 세미 포멀(semi-formal), 캐주얼(casual)이라고 하였

다. 또한 O and Lee(2010)에 따르면 한국의 파티 문화는

서양과 달리 론칭, PR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파티, 웨딩,

생일 등의 기념일 파티,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 및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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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중심의 와인 파티와 클럽 문화를 바탕으로 한 클럽

파티 등으로 발달하였으므로, 국내 파티 웨어는 이브닝

드레스보다는 평상복과도 코디가 가능한 단품 아이템

형태로 발달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장 드레스

코드로서의 이브닝 드레스, 세미 포멀 드레스 코드로서

의 칵테일 드레스와 캐주얼 드레스 코드로서의 평상복

을 파티복의 하위 유형으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여러 종류의 파티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미니 드레

스는 세미 포멀과 평상복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하위 유형에 추가하였다.

3. 디드로 통일체와 파티 통일체

하나의 물건이 존재해서 그 물건에 어울리는 물건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을 디드로 효과라고 하고, 서로 어

울리는 것끼리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디드로 통일

체라고 한다(Chung, 2011).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의 상

징적 가치로써 자기개념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관련 있

는 상징적 연상을 가진 보완적 상품들을 구입하려는 경

향을 보이며(Assael, 1998), 통일체 구성에는 개인의 특

별한 상황이나 삶의 주기, 동경하는 라이프스타일 및 자

기개념이 영향을 미친다(Davis & Gregory, 2003). 디드로

통일체처럼 소비 상품이 어떤 공통성이나 통일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것을 상호

보완 상품 또는 상품 통일체라고 하는데(Chung, 2011),

Bae and Chung(2006)은 남자 대학생의 의복 착용 상황마

다 서로 어울리는 패션 아이템들로 패션 상품 통일체를

연구한 바 있다.

파티에 있어서도 여러 파티 구성요소가 조화롭게 일

치될 때 파티 참가자들의 즐거움과 이로 인한 파티 선

호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Lee et al.(2009)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파티 소비자들을 미각지각형, 초

건강 미식지각형, 보수적 건강지향형, 편의추구형의 네

군집으로 유형화하였으며, 미각지향형 군집은 뷔페 스

타일과 간편한 핑거푸드 및 리셉션 스타일을 선호하는

반면, 초건강 미각지향형 군집은 정찬 스타일을 조금 더

선호하였고, 보수적 건강지향형 군집과 편의추구형 군

집은 간편한 스타일보다는 뷔페와 정찬 스타일을 더 선

호한다고 하여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파티 음식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처럼 변수 간 유의한 상호관계는 파티 구성요소들

의 어울림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러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서로 공통된 상징을 가지는 것, 그래서 서

로 어울리는 것들을 일컫는 디드로 통일체의 개념을 확

장 및 응용한다면 서로 어울리는 파티 구성요소들의 조

합을 파티 통일체라는 개념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티복의 각 하위 유형과 어울리는 다른

파티 구성요소의 하위 유형들을 파티 통일체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파티 선호에 대한 파티 소비자의 심리

적 변수의 역할을 의복 관심 중심으로 살펴보는 한편,

파티 구성요소의 각 하위 유형들이 상호 미치는 영향에

기초하여 파티복 유형별 파티 구성요소 통일체를 연구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모형을 <Fig 1>

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소비자 혁신성, 의복 관심, 파티 추구혜

택 및 파티 관심이 파티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가설 1. 소비자 혁신성은 의복 관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소비자 혁신성은 파티 추구혜택에 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소비자 혁신성은 파티 관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의복 관심은 파티 추구혜택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의복 관심은 파티 관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파티 추구혜택은 파티 관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파티 추구혜택은 파티 선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파티 관심은 파티 선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파티 구성요소의 각 유형이 상호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 파티복 유형별 파

티 구성요소 통일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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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응답자들의 파티 선호,

파티 구성요소의 하위 유형별 선호, 파티 관심, 파티 추

구혜택, 의복 관심, 소비자 혁신성 및 인구통계적 변수

를 측정하였다. 파티 선호와 파티 구성요소의 하위 유형

별 선호는 5점 리커트형 척도(1점-전혀 좋아하지 않는

다, 2점-좋아하지 않는다, 3점-보통이다, 4점-좋아한다,

5점-매우 좋아한다)로 응답을 받았다. 파티 선호는 주관

적 선호도 1개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파티 구성요소 유

형별 선호는 파티 장소, 파티 음식, 파티 음악, 파티복의

파티 구성요소에 대해 각각 4~5개의 하위 유형을 제시

하여 유형별 선호도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Chong &

Kim, 2004; Jung, 2015; Kim et al., 2014; Lee, 2011; Lee

et al., 2009)를 참고로 하여 파티 장소는 거실, 테라스, 가

든, 야외(피크닉 장소), 대형 연회장(호텔, 레스토랑 등)

으로; 파티 음식은 핑거푸드, 와인과 요리, 칵테일, 차와

과자류, 바비큐로; 파티 음악은 하우스 뮤직, 재즈, 팝페

라, 클래식으로; 파티복은 미니 드레스, 칵테일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평상복으로 제시하였다.

파티 관심과 파티 추구혜택은 5점 리커트형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파티 관심은 주

관적 관심도 1개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파티 추구혜택

은 선행연구(Lee, 2014)를 참고한 6개 문항(나는 파티에

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나는 파티에서 새

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나는 파티에 참가함

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이 좋다, 나는 파티에 참

가하여 일상에서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 좋다, 나는 파티

에서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겁다, 나는 파티

를 통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에 대한 개인의 지

각을 응답받았다.

의복 관심과 소비자 혁신성도 5점 리커트형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의복 관심은 주

관적 관심도 1개 문항으로 제시였으며, 소비자 혁신성은

선행연구(Chung, 2015; Jun & Rhee, 2008)를 참고한 5개

문항(나는 늘 새로운 것을 찾는 편이다, 나는 남들과 다

른 독특한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양한 삶의 순간들을

즐기고 싶다, 나는 모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극적

자극을 즐긴다)을 제시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은 성별, 연령, 직업, 결혼 여부, 거주

지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성별, 직업, 결혼 여부,

거주지는 선다형식의 명명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연령은

등간척도로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의 대상은 응답자 자신이 파티라고 생각하는

모임에 참가해 본 20대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현재의 트

렌디한 파티 문화는 젊은 층에서의 관심이 높고, 파티복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만큼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자료수집은

2015년 12월에서 2016년 2월 사이에 2회의 온라인 서베

Fig. 1. Hypothesized model of research proble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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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전 조사항목으로 성별과 연령,

파티 참가 경험을 조사하여 조사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

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적합하여 모든 질문에 끝까지 응답한

표본은 총 305명이었으며, 만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응

답자들에 대한 연령의 최빈값과 중앙값은 23세, 평균은

23.47세였다. 거주 지역은 전국에 걸쳐 있었으며 서울

(27.2%), 부산(16.1%), 경기(13.8%), 경북(13.8%), 대구

(11.5%) 순으로 많았다. 직업은 학생이 67.2%로 과반

이었으며,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미혼이 96.7%로 절대

다수였다.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을 통해 분석

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일원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요인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20대 여성의 소비자 혁신성, 의복 관심, 파티 추

구혜택, 파티 관심, 파티 선호

<Table 1>에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20대 여성의 소

비자 혁신성, 의복 관심, 파티 추구혜택, 파티 관심, 파티

선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소비자 혁

신성과 파티 추구혜택의 경우 각각 5문항 및 6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 요

인으로 도출되었고 신뢰도 또한 .798과 .875로 나타나 내

적 일관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문항별 점수를 모두 합한

후 문항 수로 나눈 평균값을 구하여 변수값으로 하였다.

5가지 변수 모두 중립값보다 높은 평균값이 나타나 본

연구의 표본은 어느 정도 소비자 혁신성이 있고, 의복 관

심이 높으며, 파티 추구혜택을 지각하고, 파티 관심도 있

으며, 파티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2>에는 이들 다섯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제

시하였다. 소비자 혁신성, 의복 관심, 파티 추구혜택, 파

티 관심, 파티 선호 사이에는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

한 이원상관관계가 나타나서 혁신적인 20대 여성일수

록 의복 관심이 높고, 파티 추구혜택을 많이 지각하며, 파

티 관심도 높고 파티를 선호한다. 또한 의복 관심이 높

을수록 파티 추구혜택을 지각하고, 파티 관심이 높으며,

파티를 선호한다. 그리고 파티 추구혜택을 지각할수록

파티 관심이 높고 파티를 선호하며, 파티 관심이 높을수

록 파티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1의 가설 검증

연구문제 1의 8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4회의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와 같이 의복 관심을 종속변

수로 하고 소비자 혁신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순회귀

분석은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Table 4>에서와 같이 파티 추구

혜택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비자 혁신성과 의복 관심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도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두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의미 있는

영향력도 확인되었으므로 가설 2와 가설 4도 채택되었

다. 파티 관심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비자 혁신성, 의복 관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consumer innovativeness, clothing interest, party benefit, party interest and

party preference                                                                                                                                             (N=305)

Variable
Consumer

innovativeness

Clothing

interest

Party

benefit

Party

interest

Party

preference

Mean 3.55 3.85 3.80 3.49 3.75

S.D. .679 .872 .670 .847 .732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two variables of consumer innovativeness, clothing interest, party benefit, party

interest and party preference                                                                                                                                     (N=305)

Party image Consumer innovativeness Clothing interest Party benefit Party interest

Clothing interest .526** 1.000**

Party benefit .413** 0.462** 1.000**

Party interest .515** 0.416** 0.590** 1.000**

Party preference .369** 0.332** 0.566** 0.59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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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파티 추구혜택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의 결

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회귀식은 p<.01 수준에서

유의한 가운데 소비자 혁신성과 파티 추구혜택의 파티

관심에 대한 영향력만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3과 가설 6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5

는 기각되었다. 파티 선호를 종속변수로 하고 파티 추구

혜택과 파티 관심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의 결

과는 <Table 6>과 같으며, 회귀식과 독립변수들의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7과 가설 8이 채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연구문제 1의 검증된 경

로모형은 <Fig. 2>와 같다. 가설 5가 기각되었으므로 파

티 관심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소비자 혁신성과 파

티 추구혜택만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시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Fig 2>를 해석해 보면,

소비자 혁신성은 의복 관심, 파티 추구혜택, 파티 관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파티 추구혜택과 파티 관심을 경

유하여 파티 관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복 관심

은 파티 추구혜택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파

티 관심 및 파티 선호와 정적 관계를 가진다. 파티 추구

혜택은 파티 관심과 직접적인 정적 관계를 가지며, 파티

선호에 직접적인 영향과 파티 관심을 경유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친다. 파티 관심은 파티 선호에 영향을 미

친다.

3. 파티 구성요소 유형별 선호도 및 파티 선호와

의 상관관계

4개 파티 구성요소에 대한 하위 유형별 선호도와 파티

선호와의 상관관계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먼저 파

티 장소의 경우 5개 유형 모두에 대해 비교적 선호가 높

은 가운데 가든과 야외에 대한 선호가 순서대로 높게 나

타났다. 파티 장소에서는 거실을 제외하고 모두 파티 선

호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파티 음식의 경우에는 5개 하위 유형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가운데 바비큐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고 칵테일이 다음 순서였다. 차와 쿠키의 유형을 제외

한 4개 하위 유형은 파티 선호와 p<.05 수준에서 유의한

Table 3. Effect of consumer innovativeness on clothing interest                           (N=305)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Clothing interest Consumer innovativeness .526 10.767** .277 115.931**

**p<.01

Table 4. Effect of consumer innovativeness and clothing interest on party benefit            (N=305)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Party benefit
Consumer innovativeness .235 4.023**

.254 51.281**
Clothing interest .338 5.787**

**p<.01

Table 5. Effect of consumer innovativeness, clothing interest and party benefit on party interest    (N=305)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Party interest

Consumer innovativeness .307 5.882**

.438 78.260**Clothing interest .051 0.960**

Party benefit .439 8.780**

**p<.01

Table 6. Effect of party benefit and party interest on party preference                       (N=305)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Party preference
Party benefit .332 6.138**

.424 111.022
Party interest .397 7.34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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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sted path model of research problem 1.

Table 7. Effect of consumer innovativeness and party benefit on party interest               (N=305)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Party interest
Consumer innovativeness .328 6.904**

.436 116.959**
Party benefit .454 9.575**

**p<.01

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efficient of correlation with party preference of party elements    (N=305)

Variables Type Mean S.D. Correlation

Place

Sitting room 3.71 .739 .105**

Terrace 4.01 .761 .165**

Garden 4.26 .699 .204**

Outdoor (Picnic ground) 4.18 .773 .325**

Banquet hall (Hotel & restaurant) 4.01 .855 .265**

Food

Finger food 4.06 .702 .152**

Wine and dishes 3.97 .850 .314**

Cocktail 4.16 .815 .229**

Tea and cookies 3.92 .898 .036**

Barbecue 4.29 .775 .179**

Music

House music 3.73 .760 .277**

Jazz 3.43 .901 .133**

Popera 2.83 .915 .095**

Classical music 3.03 1.065 .081**

Party wear

Mini dress 3.72 .886 .173**

Cocktail dress 3.30 .855 .231**

Evening dress 3.25 .890 .140**

Everyday wear 3.64 .886 −.039**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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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보였다.

파티 음악의 경우 하우스 뮤직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

았으며, 하우스 뮤직과 재즈의 경우만 파티 선호와 p<

.05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어서 파티를 선호하는 소

비자들은 하우스 뮤직과 재즈 뮤직에 대한 선호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파티복의 경우 하위 유형별 선호도는 미

니 드레스, 평상복, 칵테일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의 순

으로 나타났으나, 파티 선호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평

상복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파티에 참가할 경우 대체

적으로 평상복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평상복에 대한 선

호와 파티 선호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파티 음식과 파티 장소의 경우 각

유형에 대한 선호가 파티 음악이나 파티복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구성요소에

대한 선호가 일정 부분 친숙도 혹은 인식과 관련된 것이

라는 예측을 하게 한다. 즉, 20대 여성 소비자의 경우 파

티 음식과 파티 장소에는 친숙한 편이지만, 파티 구성요

소로서의 음악과 파티복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의식

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파티복 유형에 따른 파티 통일체 구성

파티복의 각 유형별로 어떤 파티 장소, 파티 음식, 파

티 음악과 조화를 이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파티 구

성요소의 하위 유형과 파티복 하위 유형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여 <Table 9>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미니 드레스는 파티 장소 중 테라스, 가든,

야외, 연회장과, 파티 음식 중 핑거푸드, 와인과 요리, 칵

테일과, 그리고 파티 음악 중 하우스 뮤직, 재즈, 클래식

과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칵테일 드레스는 파티 장

소와 파티 음식 및 파티 음악의 모든 유형과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이브닝 드레스는 모든 파티 장소 유형

과, 파티 음식에서 와인과 요리, 차와 과자류와, 그리고

파티 음악에서 팝페라, 클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 평상복의 경우 파티 장소로는 거실, 가든과, 파티

음식으로는 핑거푸드, 차와 과자류, 바비큐와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는 한편, 어울리는 파티 음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파티복을 중심으로 한 파티 통

일체의 도식으로 제시하면 <Fig. 3>과 같다.

V. 결 론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서구의 파티 문화를 도입

한 파티 트렌드가 형성됨에 따라 파티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의 관점에서 파티 문

화를 이해하고 파티 산업 내에서 다른 파티 구성요소들

과의 관계를 통해 파티복의 포지셔닝을 확립해 보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첫째는 파티 선호에 이르게 하는 소비자 변수에서 의

복 관심의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며, 둘째는 파티 구

Table 9. Correlations of party wear with other party elements

Variables Type Mini dress Cocktail dress Evening dress Everyday wear

Place

Sitting room .111** .163** .132** .233**

Terrace .210** .282** .243** .090**

Garden .179** .254** .225** .163**

Outdoor (Picnic ground) .204** .205** .125** .107**

Banquet hall (Hotel & restaurant) .202** .222** .223** .047**

Food

Finger food .149** .138** .097** .137**

Wine and dishes .224** .349** .193** .093**

Cocktail .231** .198** .085** −.045**

Tea and cookies .061** .145** .188** .114**

Barbecue −.008** .141** .097** .197**

Music

House music .238** .195** .063** −.066**

Jazz .132** .250** .106** .040**

Popera .109** .161** .152** .046**

Classical music .155** .268** .215** .074**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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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의 하나인 파티복의 관점에서 파티복 유형별로

다른 파티 구성요소의 하위 유형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파티 통일체를 제시하는 것이다. 2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수행하였으며, 305부의 응답지

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20대 여성들은 소비자

혁신성, 의복 관심, 파티 추구혜택, 파티 관심, 파티 관심

에서 모두 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들 변수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어느 하나의 변수값이 높을

수록 다른 변수에서도 더 긍정적이거나 선호하는 경향

을 보였다.

소비자 혁신성은 의복 관심, 파티 추구혜택, 파티 관

심과 파티 선호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파티 추

구혜택은 소비자 혁신성과 의복 관심의 영향을 받아 파

티 관심과 파티 선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파티 관심

은 소비자 혁신성과 파티 추구혜택의 영향을 받아 파티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의복 관심은 소비자 혁신성에 의해 일정 부분 영

향을 받고 파티 추구혜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파티 관심

과 파티 선호에는 파티 추구혜택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

의 영향력만 가진다. 의복 관심이 높은 소비자가 파티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의복 관심이 직접

적으로 파티 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신 의복 관

심이 높을수록 파티에서 새로운 사람, 다양한 사람을 많

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친해지며 해방감을 느끼는 파

티 추구혜택을 지향하며 이로써 파티 관심과 파티 선호

가 생겨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파티 장소의 선호는 가

든, 야외, 테라스, 연회장, 거실의 순서대로, 파티 음식의

선호는 바비큐, 핑거푸드, 칵테일, 와인과 요리, 차과 과

자류의 순서대로, 파티 음악의 선호는 하우스 뮤직, 재

스, 클래식의 순서대로, 파티복의 선호는 미니 드레스,

평상복, 칵테일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의 순서대로 높

게 나타났다. 그리고 테라스, 가든, 야외, 연회장, 핑거

푸드, 와인과 요리, 칵테일, 바비큐, 하우스 뮤직, 재즈,

미니 드레스, 칵테일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를 선호할수

Fig. 3. Party unities according to party wea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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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파티 선호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티복 유형별 선호와 다른 파티 구성요소의 유형별

선호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파티 통일체를 구성하였으

며, 칵테일 드레스가 대부분의 파티 장소, 파티 음식, 파

티 음악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대 여대생들이 가장 선호하면서 파티 선호도와도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미니 드레스의 경우 테라스, 가

든, 야외, 연회장의 파티 장소, 핑거푸드, 와인과 요리,

칵테일의 파티 음식, 하우스 뮤직, 재즈, 클래식의 파티

음악과 각각 파티 통일체를 구성하였으므로, 20대 여성

이 가장 선호하는 파티는 특별한 장소에서, 와인이나 칵

테일을 즐기며, 편안한 음악과 함께, 미니 드레스와 같

은 파티 의상으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한편, 평상복은 20대 여성들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파

티복이었으나 파티 선호와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

으므로 파티를 선호하는 젊은 여성들은 파티를 위한 특

별한 의상을 준비하고 마련하기를 원하지만 파티를 그다

지 좋아하지 않는 여성들은 평상복으로 착용할 수 있는

편안한 복장으로 파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실제 응답 표본의 다수는 대학생이었으므로 다소 대학

생에 치중된 연구결과라는 데에서 표본의 한계를 갖는

다. 더욱이 대학의 문화는 지역마다, 그리고 개별 학교

마다의 특징적인 하위 문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

학생들이 주로 응답한 파티 문화에 대한 응답에서 지역

적 특징과 차이를 별도로 추출하지 못한 것도 본 연구

의 한계점이다. 선행하여 연구된 참고문헌이 많지 않아

더 의미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연구설계에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파티복의 디자인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의류학에서의 파티 연구를 두 가지 측면에서 확장시킨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파티복 산업에 대하여 패션 산업의 하위 산업이기도 하

지만 파티 산업의 하위 산업으로서의 위상도 가진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여 파티를 좋아하여 파티에 즐겨 참가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의류학의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선행변수를 규명해 보고자 한 점이며, 둘째는

파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도출하고 구성요소별

하위 유형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서로 어울리는 것들을

조화시키는 파티 통일체의 개념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파티 통일체의 개념은 파티복 산업에서 광고 전략 개발

이나 체험 마케팅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니 드레스를 광고

하거나 체험하는 배경에 어울리는 파티 요소들을 보다

적절하게 갖추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파티 구성요소별 유형과 파티 추구혜택을 보다

다양하게 하고 조사대상에 있어서도 성별과 지역을 달

리하거나 30대까지 포함하는 연구설계를 통해 젊은이

들의 파티 문화 트렌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티복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라

이프스타일이나 의복 착용 동기, 의복 추구이미지 등 소

비자 심리 변수를 다변화하여 연구한다면 소비자들의

파티 선호와 파티 참가 동기에 관한 보다 폭넓은 논의

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파티 문화 트렌드에 대한 이

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접변 현상으로서의 파

티 문화에 대한 고찰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시각도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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