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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 a scale to measure brand image attributes related to the symbolic use of fashion

brands, and then,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In Study 1,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generate the initial set of measurement items. Nominal Group Technique was subsequently

conducted to refine the measurement items in a qualitative way. In Study 2, an expert survey was performed

to further refine the measurement items in a quantitative way. In Study 3, a consumer surve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final set of measurement items and validate it. The scale of brand attribute symbolism con-

sists of 21 items with six factors (i.e., Strength, Intellect, Cheerfulness, Traditional Femininity, Nature, and

Affordability). The six-factor, 21-item scale is found valid and reliable.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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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브랜드 이미지(brand image)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인

식이자 소비자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연상의 총

체를 의미하며, 마케팅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꼽힌

다(Cho et al., 2015; Keller, 1993, 2010). 브랜드 이미지

는 특정 브랜드를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 선호를 높이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Islam &

Rahman, 2016; Sasmita & Mohd Suki, 2015). 따라서 업

계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개발을

강조해왔으며, 학계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의 정확한 측

정을 위하여 척도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Ch-

ang & Chieng, 2006; Esch et al., 2006; Faircloth et al.,

2001; Low & Lamb Jr., 2000; Vahie & Paswan, 2006;

Yoo & Donthu, 2001).

그러나 브랜드 이미지의 개념이 광범위함에 따라 브

랜드 이미지 측정 시도는 상당히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

어졌다. 브랜드 이미지를 이미지의 강도나 유사성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Chang & Chieng, 2006; Gwi-

nner & Eaton, 1999; Sasmita & Mohd Suki, 2015; Va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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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wan, 2006), 이미지의 성격을 서술 형용사로 측정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Cretu & Brodie, 2007; Gwinner

& Eaton, 1999; Rageh Ismail & Spinelli, 2012). 또한 브

랜드 이미지를 전체적인 단차원적 개념으로 바라보기

도 하였으며(Rageh Ismail & Spinelli, 2012; Sasmita &

Mohd Suki, 2015; Yoo & Donthu, 2001), 이미지의 출처

에 따라 다차원 개념으로 측정하기도 하였다(Chang &

Chieng, 2006; Cho et al., 2015; Vahie & Paswan, 2006).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수많은 브랜드 이미지 척도 중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Dobni & Zinkhan, 1990).

브랜드 이미지는 구체적인 제품군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의 주제와 맥락에 맞게 브랜드

이미지 척도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Cretu & Brodie,

2007). 식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개발된 브랜드 이미지 척

도를 식품 브랜드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상이

한 브랜드 연상구조를 가질법한 패션 브랜드에 적용한다

면 제대로 브랜드 이미지가 측정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Low and Lamb Jr.(2000)이 제시한 척도에서

‘거품이 풍부한’과 같은 문항은 샴푸 제품에 대한 연상

으로부터 개발된 표현이므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브

랜드에는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패션 브

랜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패션

제품의 맥락에서 브랜드 이미지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패션 제품의 맥락에서 브랜드 이미지 척도를 개

발하여 타당성 검증을 마친 선행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일부 선행연구는 패션 브랜드 이미지를 측정하는데

다른 연구맥락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Liljander et

al., 2009; Park & Heo, 2004; Vahie & Paswan, 2006), 연

구맥락 불일치성의 문제가 있다. 문헌고찰이나 시장조사,

혹은 심층면접 등 질적 방법을 통해 문항을 수집, 선별하

여 브랜드 이미지를 측정한 경우는(Choi et al., 2006; Hong

& Kim, 2008; Kim et al., 2002; Yang & Chung, 2001) 척

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수

반되어야 한다. 문항을 선별할 때 최빈치나 전문가의 판

단에만 의존하여 수렴타당성이나 판별타당성 등을 확인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패션 브랜드 이미지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성 검증까지

수행한 몇몇 선행연구가 알려진 바 있으나, 브랜드 이미

지 개념의 방대함에 비해 수적으로 많지 않다. Cho et al.

(2015)은 브랜드 이미지가 인지적, 감각적, 감정적 속성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으며, Vázquez et al.(2002)

는 브랜드의 기능적 유용성과 상징적 유용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했다. 상징적 측면이 강한 패

션의 본질을 고려하면(Blumer, 1969), 브랜드의 상징성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 이미지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러나 기존에 개발된 척도로는 패션 브랜드의 다양한 속

성들이 제품을 착용한 사용자를 어떠한 이미지로 표현하

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패션 브

랜드의 속성 상징성(attribute symbolism)을 측정하는 척

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의 개념을 전반적

으로 살펴보고 그 중 속성 상징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

정할 수 있는지 논하였다. 이어서 척도 개발 과정에 따

라 세 개의 소규모 연구로 이루어진 단계적 접근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최초의 측정 문항 세트를 제시하고 명목집단법을

활용하여 이를 질적으로 정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

구 1의 결과로 얻은 측정 문항 세트를 가지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양적으로 분석

하여 문항을 추가적으로 정제하였다. 연구 3에서는 연

구 2의 결과로 얻은 측정 문항 세트를 가지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양적으로 분석

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척도

가 갖는 학술적, 실용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본 연구

의 한계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브랜드 이미지의 구성 요소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이미지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브랜드 이미지를 체계적으

로 정리한 Keller(1993)의 이론에 따르면, 브랜드 이미지

는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갖는 의미를 함유하는 브랜

드 연상(brand associations)의 집합이며, 다양한 브랜드

연상들은 그 성격에 따라 다시 속성(attributes), 혜택(be-

nefits), 태도(attitudes)로 분류될 수 있다. 속성은 브랜드

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기술적인 특성과 관련

된 연상을, 혜택은 이러한 속성을 통해 소비자가 느끼는

브랜드의 가치와 관련된 연상을, 태도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된 연상을 각각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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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eller, 1993). 예를 들어,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유니

클로(UNIQLO)의 속옷 에어리즘(AIRism)을 착용해 본

소비자는 다양한 연상이 마음 속에 떠오를 수 있다. ‘속

옷’, ‘신소재로 만들어짐’, ‘9,900원’, ‘무채색’, ‘단순한

디자인’, ‘평범하고 무난해 보임’ 등 에어리즘의 특성에

대한 연상은 속성에 해당할 것이다. ‘땀을 빠르게 흡수

하여 입었을 때 쾌적함’, ‘저렴하여 많이 사도 부담 없음’,

‘무난해서 쉽게 질리지 않음’ 등 제품 속성을 통해 얻는

소비자의 이득과 관련된 연상은 혜택에 속한다. ‘가성비

좋음’, ‘합리적임’, ‘괜찮음’ 등 유니클로에 대한 전반적

인 평가는 태도로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

의 연상이 복합적으로 소비자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

이 바로 유니클로의 브랜드 이미지이다.

브랜드 이미지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브랜드 이

미지는 연상들 간 관계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위계적인

구조를 갖기 쉽다. 특히, 속성 연상은 구체적인 반면, 혜

택이나 태도 연상은 보다 추상적인 경향이 있다. 혜택

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는 기

능적, 심미적, 상징적 가치를 느끼거나(Homburg et al.,

2015) 실용적, 쾌락적 가치를 느낀다(Chitturi et al., 2008).

태도에서도,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인지

적 반응과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Bloch, 1995). 혜택이

나 태도의 차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상관없

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쉽기 때문

에 일반적인 연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속성 관

련 연상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묘사하는 구체적인 특성

에 기반하므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속성 연상을 측정하는 척도는 제

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패

션 브랜드’라는 맥락에 적합한 브랜드 이미지 척도 개

발을 목적으로 하므로, 속성 연상의 측정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한다.

2. 브랜드 이미지 속성의 상징성

속성 연상은 다시 제품 관련 속성(product-related attri-

butes)과 비제품 관련 속성(non-product-related attributes)

으로 나뉠 수 있다(Keller, 1993). 제품 관련 속성은 제품

의 실용적 기능을 담당하는 물리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

다. 의류 제품의 경우 소재의 물성이나 실루엣, 선, 색 등

디자인 요소에 대한 연상이 제품 관련 속성에 해당한다.

비제품 관련 속성으로는 제품의 가격, 포장 및 외관, 사

용자, 사용환경에 대한 연상들이 대표적이며(Keller, 1993),

이들은 상징적이며 자기 표현적 기능을 담당한다. 즉, 브

랜드 이미지 속성의 상징성이란 비제품 관련 속성들이

소비자 개인의 특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브랜드를 소비한다는 것이 소비자 개인에게 어

떤 의미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의 문제는 제품 관련 속성보다 복잡하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Aaker, 1997; Bhat & Reddy, 1998; Kel-

ler, 1993).

비제품 관련 속성의 상징적, 자기 표현적 특성 때문에,

이를 서술 형용사로 측정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다.

대표적인 비제품 관련 속성의 척도 개발 연구로는 Aaker

(1997)의 브랜드 개성(brand personality) 척도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브랜드 개성을 브랜드와 연관된 사람의 특성

으로 정의하고, ‘정직한’, ‘지적인’ 등 형용사를 통해 측

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정 브랜드를 소비할만한 대표적

인 인물의 개성을 묘사함으로써, 그 브랜드의 개성을 투

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는 자신의 개성과 유사한

개성을 지닌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Mulya-

negara et al., 2009), 사용자의 개성은 브랜드 개성을 반

영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브랜드를 구매할 때 자

기 이미지에 부합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려는 성향을 자

기 일치성이라 설명하기도 하는데(Reynolds & Gutman,

1984), 자기 일치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 역시 ‘우

아한’, ‘무난한’과 같은 형용사 문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Kim & Lee, 2012).

3. 패션 브랜드 이미지의 측정

패션 제품의 경우, 제품의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상징

성에 기대어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특징이 두드러

지기 때문에(Blumer, 1969), Keller(1993)의 이분법적 분

류가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즉, Keller(1993)는 제품 관련

속성은 기능성, 비제품 관련 속성은 상징성과 각각 밀

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였으나, 패션 제품은 제품 및 비

제품 관련 속성 모두 상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상징적, 자기 표현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서술

형용사가 제품 속성에 해당하는 의복 이미지나(Jeong &

Choi, 2011) 색채 이미지를(Choi & Ryoo, 2010) 측정하

는 데 많이 활용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패션 제품의 제

품 관련 속성은 상징적, 자기 표현적 성격을 갖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의 속성 상징성을 측정

할 때는 사용자 이미지 같은 비제품 관련 속성에 한정

해서 측정할 것이 아니라 의복 이미지, 색채 이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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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관련 속성도 포함하여 측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제품보다 상징성이 강한 패션 제품의 고유한 특

성 때문에, 일반적인 맥락에서 개발된 브랜드 이미지 척

도는 패션 브랜드에 적용할 때 상당히 많은 수정이 필요

하다. Jung and Lee(2011)의 연구에서 Aaker(1997)의 척

도로 온라인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개성을 측정하고자

했으나, 연구맥락에 맞는 문항만 선별하다보니 원래 척

도의 절반 정도 문항들만 적용할 수 있었다. 원래 척도

의 차원성이 재현되지 않거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에

실패한다면, 기존에 개발된 척도를 채택하는 의미가 희

미해진다. 따라서 브랜드 이미지의 속성 상징성을 측정

하기 위해 패션 브랜드 맥락에 특화된 척도의 개발이 필

요하다.

또한, 서술 형용사를 활용하여 패션 브랜드 이미지의

속성 상징성을 측정한다면, 기존에 개발된 외국어 척도

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한국어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서술 형용사는 하나의 단어

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서 해당 언어의 특

성에 따라 측정 문항과 차원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용어를 분

석한 선행연구에서 ‘여성스러운’이라는 표현은 ‘귀여운’,

‘섹시한’, ‘우아한’, ‘참한’, ‘화려한’ 등 다양한 의미로 분

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2). 이러한 언어

적 표현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국어 척도를 한국어로 번

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래 척도의 차원성, 타당성, 신

뢰성을 보장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서술 형용사

를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의 속성 상징성 척도는 엄격한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III. 척도 개발 과정

패션 브랜드 이미지의 속성 상징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척도 개발 선행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구

조적 과정을 따랐다(Churchill, 1979; Gerbing & Ander-

son, 1988). 각 단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개의 소

규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Fig. 1>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는 브랜드 이미지의 속성 상징성이

라는 개념의 영역을 규정하는 단계로, 이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다. 2단계는 최초 문항 세트를 개발하는

단계고 3단계는 이를 정제하는 단계인데, 이를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연구 1). 즉, 연구 1에서는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시행하여 측정 문항을 가능한 많이 수집하였

으며, 명목집단법을 활용하여 이를 질적으로 정제하고 내

용타당성을 확보하였다. 4단계는 척도타당성을 1차 검토

하는 단계로, 연구 1에서 정제된 측정 문항 세트에 대한

전문가 설문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였다(연구 2). 수렴

타당성, 판별타당성,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

항을 추가적으로 정제하였다. 5단계는 척도타당성을 재

차 검토하는 단계로, 연구 2에서 정제된 측정 문항 세트

를 가지고 소비자 설문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였다(연

구 3). 수렴타당성, 판별타당성, 신뢰성뿐 아니라 교차타

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문항을 점진적으로 정제

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1. 문항 개발

패션 브랜드 이미지의 속성 상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수집하기 위해, 먼저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수행

하여 브랜드 이미지, 제품 이미지, 색채 이미지, 소비자

이미지, 그리고 이상적 자아 이미지 등 상징적 기능과

밀접한 서술 형용사 문항들을 한국어 학술지에서 수집

하였다. <한국의류학회지>와 <한국의류산업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패션’, ‘의복’, ‘제품’, ‘브랜드’, ‘상표’,

‘이미지’라는 핵심어로 검색한 관련 논문 87개를 검토

하였다. 자료 수집 시기는 2013년 2~3월이었다. 그 결과,

브랜드 이미지뿐 아니라 의복 이미지까지 포함하여 이

미지 측정에 활용된 서술 형용사 2,507개를 추출하였다.

2. 문항 정제

이전 단계에서 수집한 2,507개 형용사 중, 중복되는

단어, 역코딩했을 때 의미가 중복되는 단어, 의미가 유사

한 단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내포하나

분할했을 때 중복되는 단어, 의복의 이미지에만 해당되

고 브랜드의 맥락에서는 부적절한 단어를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총 347개의 형용사가 남았다. 어휘의 정제는

패션 브랜드 전문가 두 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였

으며,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는 .89로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Miles &

Huberman, 1994).

이어서 명목집단법(nominal group technique)을 수행

하여, 이 347개 형용사가 패션 브랜드의 속성 상징성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다음 단계에서 양적 연구를 수행 가능한 수준까지

문항의 개수를 줄였다. 명목집단법은 정보의 양이 부족

하거나 혹은 방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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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활용하는 질적 연

구방법이다(Jones & Hunter, 1995). 전문가들이 독립적

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패널 전체가 가벼운 토론

을 통해 각 의견에 대해 설명한 다음, 다시 독립적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취합하는

구조적인 절차를 거친다(Van De Ven & Delbecq, 1974).

이러한 구조를 통해 각 전문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타인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명

목집단법은 비구조적인 집단 토론보다 효과적이다(Van

De Ven & Delbecq, 1974).

전문가 패널은 패션 분야에서 각각 1년 이상 실무 경

력을 쌓고 대학원 교육을 받은 이들로 한정하였다. 실

무에서 패션 브랜드의 상징적 활용을 체험하고 연구에

서 속성 상징성의 의미를 이해해야 실무와 이론이 겸비

된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기준이 부합하는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 5명

이 연구 1의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질적 연

구경험이 많은 중재자가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모두 참

관하고 지도하여 질적 연구수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47개 형용사를 한꺼번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종 문

항 구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정보

의 방대성과 패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몇 가지 규칙 하

에 명목집단법을 수행하였다. 첫째, 효율적인 연구 진행

Fig. 1. Scale developm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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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각자 완수하

여 자료를 미리 취합한다. 예를 들어, 각 전문가는 특정

패션 브랜드를 자극물로 삼고 브랜드 이미지 속성을 묘

사하는 형용사들을 평가 문항으로 삼아 이미지 속성 점

수를 매겨 연구자에게 미리 제출한다. 둘째, 연구자는 취

합된 자료를 가지고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을 수행하여 자료 축소를 위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산

출하고 이 결과를 전문가 패널 전체와 공유한다. 셋째,

각 전문가는 양적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어떤 형용사가

최종 문항 세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패널 회의에서 발표한다. 넷째, 패널 회의는 1회

3시간을 넘기지 않으며, 합의하지 못한 문항은 다음 회

차에서 다른 자극물로 다시 평가하여 논의한다. 다섯째,

모든 문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회의를 개

최하지 않는다.

1차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은 1개 자극물 브랜드에 대

한 속성 상징성을 347개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자극물

수를 1개로 최대한 적게 설정한 이유는 자극물당 평가

문항 수가 많기 때문에 패널의 피로도를 고려한 결정이

었다. 대신 넓은 고객층을 지닌 패션 브랜드를 자극물

로 설정하여 다양한 서술 형용사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에서 상위를 차지하

면서 남녀 소비자 모두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캐주얼

의류 브랜드를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앞서 설명한 명목

집단법 규칙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회의 이전에 자극물

브랜드의 속성 상징성을 347개 문항의 5점 리커트(Lik-

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연구자는 이 자료를 사전 분석하

여 347347문항 간 상관관계행렬을 전문가 패널 전체와

공유하였다. 패널 회의의 안건은 20개 이상의 다른 문항

들과 상관지수 절대값이 1로 나타나 완전한 정상관이나

역상관을 갖는 문항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였다. 모든 전

문가 패널이 총 116개 문항에 대해 중복되는 의미의 형

용사를 판단하고 이들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남은 231개 문항에 대

해 재논의하였다. 1차 회의에서 문항 수가 너무 많아 자

극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받

아들여, 2차 회의에서는 자극물 없이 문항 간 유사성을

판단하여 문항 수를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각 전문가는

231개 형용사를 유사한 의미의 형용사끼리 묶어, 각자

의 분류 결과를 패널 회의에서 발표하였다. 분류가 일치

하지 않는 형용사는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동일 집단에

묶이는 형용사 76개를 추출하여 3차 회의에서 재평가

하기로 합의하였다.

3차 회의에서는 다시 자극물을 활용하여 문항을 평가

하기로 했다. 자극물은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입점

한 1,559개의 패션 브랜드 중에서 15개를 무작위로 추

출하여 사용하였다. 다양한 브랜드를 자극물로 활용하

여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각

전문가가 15개 자극물을 76개 문항으로 평가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결과가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상관지수 절대값이 1인 문항 쌍은 나타나지

않아 상관관계 분석 결과로 제외된 문항은 없었다. 배리

맥스 회전(Varimax roataion)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했을 때 고유값이 1.00 이상 기준

으로 13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나, 요인구조가 명확하지

않았다. 추출 요인 수를 12개, 11개, 10개, 9개, 8개로 하

나씩 줄여가며 고정한 요인분석 결과도 추가적으로 모

든 전문가 패널에게 제공하였다. 군집분석 결과로는 계

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을 활용하여 평균

연결법(average linkage method)으로 그린 계통도(dend-

rogram)를 제공하였다. 패널 회의에서 요인분석 결과와

군집분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소속되는 요인이나 군집

이 바뀌어 결과의 일관성이 없는 20개 문항을 제외하기

로 합의하였다. 나머지 56개 문항은 패션 브랜드의 속성

상징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합의하였다. 연구 1에

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56개 문항들은 <Table 1>에 나타

나있다.

3. 척도타당성 검증

연구 1에서 정제된 56개 문항의 차원성을 확인하고 타

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연구

2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공동학습의 형태로 검

토한 다섯 명의 전문가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들

은 21개 브랜드 자극물의 속성 상징성을 56개 문항의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1) 자극물 설계와 할당

21개 자극물 브랜드는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입

점한 1,559개의 패션 브랜드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것

이다. 다섯 명의 전문가가 21개의 자극물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평가자 특성이나 브랜드 특성에 기인한 오차는

어느 정도 상쇄시켰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구설계

는 사후 통계분석을 통해 공변수의 편향을 조정하는 것

보다 바람직하다(Suresh, 2011). 각 자극물별로 56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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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평가하기 위해 한 전문가가 응답해야 하는 총 문항

수가 1,176개에 달하기 때문에, 설문 제출 마감까지 한

달 정도의 응답 시간을 주고 일주일 단위로 응답이 완료

된 부분을 중간 수집하여 응답자의 피로를 분산시켰다.

또한 자극물 브랜드가 생소할 경우 자유로운 웹 정보 탐

색을 통해 해당 브랜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후 설문에

응답할 것을 권장했다. 자료 수집 시기는 2013년 4월이

었다. 수집된 자료의 코딩 단위는 한 전문가가 한 자극

물에 대해 평가한 56개 문항 세트로 규정하였으며, 이

에 분석에 활용된 총 자료의 수는 다섯 명이 21개 브랜

드를 평가한 105개로 규정하였다.

2)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척도의 차원 수를 정하기 위해 일련의 탐색적 요인분

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패션 브랜드의 속성 상징성 척도는

7개 차원의 26개 문항일 때 그 요인구조가 명료하게 도

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총 30개 문항이 제거되었다. 먼

저, 카이저-메이어-올킨(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

도는 .79로 나타나 .6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고(Kais-

er, 1974), 바틀렛 검정(Bartlett's test) 결과도 유의성 기준

을 충족하여(χ
2
=1,888.94, df=325, p<.001),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배리맥스 회

전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 결과, 고유값 1.00 이상인 7개

요인을 26개 측정 문항으로부터 추출하였고, 스크리 도

표(scree plot)도 검토하여 7개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7개 요인의 누적 분산 비율(cu-

mulative variance %)은 78.25%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은

주인자 적재치(primary factor loading)가 .50 이상으로 수

렴타당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모든 문항

은 부인자 적재치(secondary factor loading)가 .40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 중 19개 문항의 부인자 적재치는 .30 이

하이고 7개 문항만 .30 이상 .40 이하의 부인자 적재치

를 가졌다. 이 7개 문항은 비록 부인자 적재치가 .30 이

상이지만, 주인자 적재치와 부인자 적재치 간 차이가 .30

이상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각 요인에 적재된 문항 간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이 산출되었으

며, 7개 크론바흐 알파 값이 모두 .70 이상이어서 내적

일관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 요인에는 ‘강렬한(strong)’, ‘대담한(bold)’, ‘거친

(tough)’, ‘야성적인(wild)’, ‘혁신적인(innovative)’의 5개

문항이 적재되어 강인함(Strength)으로 명명하였다. 제2

요인에는 ‘지적인(intellectual)’, ‘품격있는(elegant)’, ‘포

멀한(formal)’, ‘클래식한(classical)’, ‘차분한(calm)’의 5개

문항이 적재되어 지성(Intellect)이라고 명명하였다. 제3

요인에는 ‘여성적인(feminine)’, ‘로맨틱한(romantic)’, ‘남

성적인(masculine)’, ‘청순한(innocent)’의 4개 문항이 적

재되어 전통적 여성성(Traditional Femininity)으로 명명

하였으며, 이 때 ‘남성적인’ 문항은 역코딩되었다. 제4 요

인에는 ‘발랄한(cheerful)’, ‘센스있는(sensible)’, ‘젊은(yo-

ung)’, ‘산뜻한(fresh)’의 4개 문항이 적재되어 명랑성(Che-

erfulness)이라고 명명하였다. 제5 요인에는 ‘서민적인(or-

dinary)’, ‘값이 적당한(reasonable)’, ‘비싸 보이는(expen-

sive)’의 3개 문항이 적재되어 부유함(Wealth)으로 명명하

였으며, 이 때 ‘서민적인’과 ‘값이 적당한’ 문항은 역코딩

Table 1. The 56 items for measuring the symbolic image of fashion brands

Measurement items

Active Crude Formal Modest Retro Unaffected

Awkward Decorative Fresh Natural Romantic Unusual

Bold Delicate Functional Neat Rural Urban

Calm Elegant Futuristic Neutral Sensible Vintage

Cheerful Emotional Innocent Normal Sexy Wild

Childish Expensive Innovative Ordinary Social Young

Classical Extrovert Intellectual Quiet Sound

Colorful Familiar Masculine Realistic Strong

Comfortable Fantastic Mature Reasonable Tough

Confident Feminine Modern Rebellious Trendy

Items in bold text are included in the fi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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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제6 요인에는 ‘현실적인(realistic)’, ‘편안한(com-

fortable)’, ‘환상적인(fantastic)’의 3개 문항이 적재되어 현

실성(Reality)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때 ‘환상적인’ 문항

은 역코딩되었다. 마지막으로 제7 요인에는 ‘자연의(na-

tural)’, ‘전원적인(rural)’의 2개 문항이 적재되어 자연성

(Nature)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명을 지을 때 요인적재치

가 가장 높은 문항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을 우선시하였

으며, 요인명이 다른 문항들의 의미도 내포하는지도 검

토하였다. 적재된 문항 간 의미 차이가 커서 이러한 명명

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문항의 의미를 아

우를 수 있는 새로운 표현을 찾아 요인명을 지었다.

4. 척도타당성 재검증

이전 단계에서 전문가 설문을 통해 정제된 7개 차원

의 26개 문항이 일반 소비자 설문자료로 양적 분석했을

때에도 비슷한 요인구조로 재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

구 3을 수행하였다. 특히 교차타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항을 정제하여 최종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재검

증하고자 했다. 브랜드의 상징적 사용과 관련한 이미지

속성은 결국 브랜드를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가 지각하

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3의 자료 수집 대상은 최종 소비

자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아울러, 어떠한 패션 브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ymbolic image of a brand                       (n=105)

Factor name Item
a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Strength

Strong .86

6.30
24.22

(24.22)
.90

Bold .84

Tough .78

Wild .76

Innovative .73

Intellect

Intellectual .81

4.24
16.29

(40.51)
.87

Elegant .78

Formal .78

Classical .77

Calm .71

Traditional

Femininity

Feminine .90

3.42
13.15

(53.65)
.90

Romantic .84

Masculine (r) .83

Innocent .76

Cheerfulness

Cheerful .80

2.08
8.01

(61.67)
.80

Sensible .76

Young .76

Fresh .70

Wealth

Ordinary (r) .89

1.99
7.64

(69.31)
.83Reasonable (r) .83

Expensive .75

Reality

Realistic .86

1.27
4.88

(74.19)
.79Comfortable .83

Fantastic (r) .68

Nature
Natural .89

1.06
4.06

(78.25)
.79

Rural .88

a: All items begin with the common phrase of “This brand is”.

(r): Reverse-cod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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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에도 적용 가능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브랜드 자극물을 제시하여 풍부한 양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 3에서는 이전 단계보다

많은 브랜드 자극물을 활용하여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

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 수집 시기는

2013년 5월이었다. 수집한 자료는 양적 분석하여 수렴

타당성, 판별타당성, 신뢰성, 그리고 교차타당성이 확보

될 때까지 문항을 정제하였다.

1) 자극물 설계와 할당

자극물로 사용된 634개 브랜드는 대형 온라인 종합

쇼핑몰에 입점한 1,559개의 패션 브랜드 중에서 유아동,

잡화, 신발 등의 유목에 속한 브랜드를 제외하고 의류

브랜드만 중복 없이 추린 것이다. 총 634개 자극물 중

108개는 남성 브랜드, 213개는 여성 브랜드, 나머지 313개

는 남녀 혼성 브랜드였다. 일반 소비자가 자극물 브랜

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을 경우 소비자의 마음

속에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도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희

박할 수 있다(Keller, 1993). 따라서 사전 지식이 브랜드

이미지 평가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줄이고 보

다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평가 자료를 얻기 위해 세 가

지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자극물 브랜드를 접할 수 있는 소비자 범위와 설

문 응답자 자격 조건을 일관성 있게 설정하여, 응답자가

자극물 브랜드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응답할 확률을 낮추

었다. 즉, 자극물이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입점한 의

류 브랜드(유아동 제외)이므로, 설문 대상을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의 주요 방문객 연령대인 10대부터 30대의

남녀 소비자로 한정하였다(Kim, 2016). 또한 설문 응답

자에게 자극물을 할당할 때, 남성 브랜드는 남성 응답자

에게만, 여성 브랜드는 여성 응답자에게만, 그리고 혼성

브랜드는 성별 제한 없이 무작위로 할당되도록 설계하

였다.

둘째, 자극물 브랜드의 이름과 함께 해당 브랜드의 이

미지도(image map)를 보여주어 응답자 간 사전 지식의

차이를 줄였다. 이미지도는 자극물 브랜드를 대표할 만

한 6~8개의 이미지(예. 로고, 대표 제품, 홍보 모델, 광

고 이미지)를 한 장에 배치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

성했다. 의류학 전공의 3~4학년 대학생들이 대표 이미

지를 검색 및 선별한 후 연구자의 확인을 거쳐 이미지

도를 완성하였다.

셋째, 복수의 응답자가 자극물 1개를 평가하여 응답

자 특성에 따른 오차를 상쇄시켰다. 총 자극물 수가 634개

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피험자 간 설계(between-subject

design)를 할 경우 설문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수행의 현실적 여

건을 고려하여 혼합 설계(mixed design)를 활용한 교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응답자 1명당 자극물 3개를 할당했

을 때 총 문항 수 80개 정도의 적절한 길이로 설문 웹사

이트를 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총 634개의 자극물에

서 중복 없이 3개씩 추출하여 211개 자극물 세트를 먼저

생성하고, 나머지 1개 자극물은 전체 자극물 중 무작위

로 2개를 중복 추출하여 212번째 자극물 세트를 생성하

였다. 즉, 3(피험자 내)212(피험자 간) 혼합 설계로 자

극물을 할당하였다.

2) 표본의 특성

설문 대상은 설문조사 전문업체의 패널로 등록된 전

국의 10대부터 30대 남녀 소비자로, 성별과 연령의 잠재

적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각각 동일한 비율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의 규모는 총 636명으로, 이는 자극물

세트 1개당 교차 평가하는 응답자가 3명이 되도록 설정

한 것이다. 총 636명 중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균형 있게

분포하였다. 또한, 연령대별로 10대, 20대, 30대가 각각

212명씩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거주지 분포는 서울, 경

기, 대구, 부산, 인천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인구 분포를

반영한 전국 표본으로서의 특성을 보였다(Table 3). 표본

의 과반 이상이 온라인 쇼핑몰에 매일 방문하거나 1주

일에 한 번 꼴로 방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온라인 쇼핑

몰에서 구매하는 빈도도 표본의 과반 이상이 1주일에 한

번 꼴로 구매하거나 1개월에 한 번 꼴로 구매하는 것으

로 나타나, 온라인 쇼핑을 활발히 하는 특성을 보였다

(Table 4). 온라인 쇼핑으로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빈도

는 1개월에 한 번 꼴이 가장 높았으며, 2~3개월에 한 번

꼴과 6개월에 한 번 꼴이 뒤를 이었다.

3)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636명이 각각 3개의 자극물에 대해 응답했으므로

자극물 기준으로 자료를 재편했을 때 총 자료의 수는

1,908개로 늘어난다. 교차타당성 검증의 목적으로, 이

1,908개의 자료를 무작위로 이분화하여 하나는 탐색적

요인분석에(n=977), 나머지 하나는 확인적 요인분석(con-

firmatory factor analysis)에 사용하였다(n=931).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카이저-메이어-

올킨의 표본적합도는 .87이고 바틀렛 검정 결과도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χ
2
=14,658.04, df=276, p<.001) 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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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수행을 위한 자료의 적합성 기준을 충족했다.

배리맥스 회전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 결과, 고유값 1.00

이상인 요인이 6개로 나타났다. 6번째 요인의 고유값은

1.11이고 7번째 요인의 고유값은 .92로 근소한 차이로

7번째 요인이 탈락했다. 회전된 성분행렬(rotated compo-

nent matrix)은 대체로 연구 2의 7개 요인구조와 유사

한 양상을 보였으나, ‘현실적인’과 ‘편안한’ 문항은 명랑

성 요인으로 새롭게 묶였다. 이들의 주인자 적재치는 각

각 .60과 .50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환상적인’ 문항은 자연성 요인에 새롭게

묶였는데, 주인자 적재치가 .45로 .50의 수렴타당성 기준

에 미달하였다. 연구 2와 연구 3의 요인구조가 다소 차이

가 나는 이유는 자료 수집 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

으로 보인다.

2차 시도에서는 문항 수를 그대로 26개로 유지한 채

추출 요인 수를 7개로 고정하여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환상적인’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연구 2의 7개 요인구조를 재현하였다. ‘환상적인’ 문항

은 현실성 요인을 이탈하여 명랑성 문항들과 함께 묶였

으며 주인자 적재치도 .48로 .50 이하로 나타나 수렴타

당성에 문제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전통적 여성성 요인

에 해당하는 ‘청순한’ 문항의 주인자 적재치도 .48로 수

렴타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전 단계의 요인구조를 해치는 ‘환상적인’ 문항을 제

거하고, 25개 문항을 7개 요인으로 추출하도록 고정한

3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청

순한’ 문항의 주인자 적재치가 .44로 .50의 수렴타당성

기준에 미달하였다. 즉, 연구 2에서 전문가 자료로 도출

된 7개 요인구조는 연구 3에서 소비자 자료로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이후 분석에서는

요인 수를 7개로 고정하지 않고 고유값이 1.00 이상인

기준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고유값이 1.00 이상인 기준을 사용한 1차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에서 ‘환상적인’ 문항이 수렴타당성 기준을 충

Table 4. Online shopping behaviors of the sample                                       (n=636)

Variable

Category

Website visit Purchase of products Purchase of fashion products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Never 19 3.0 28 4.4 43 6.8

Once a year 15 2.4 34 5.3 47 7.4

Once every six months 25 3.9 54 8.5 92 14.5

Once every two or three months 91 14.3 143 22.5 174 27.4

Once a month 125 19.7 243 38.2 219 34.4

Once a week 213 33.5 124 19.5 59 9.3

Once a day 148 23.3 10 1.6 2 0.3

Missing value 0 0.0 0 0.0 0 0.0

Table 3. Sample demographics       (n=636)

Variable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325 51.1

Female 310 48.7

Missing value 1 00.2

Age group

10s 212 33.3

20s 212 33.3

30s 212 33.3

Missing value 0 00.0

Region

Seoul 199 31.3

Busan 37 05.8

Deagu 42 06.6

Incheon 36 05.7

Gwangju 24 03.8

Daejeon 16 02.5

Ulsan 11 01.7

Gyeonggi 152 23.9

Gangwon 11 01.7

Chungbuk 14 02.2

Chungnam 20 03.1

Jeonbuk 16 02.5

Jeonnam 12 01.9

Gyeongbuk 14 02.2

Gyeongnam 31 04.9

Jeju 1 00.2

Missing value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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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항을 제거

한 후 4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5개

측정 문항에서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6개 요인의 누

적 분산 비율은 70.11%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은 주인

자 적재치가 .50 이상으로 수렴타당성을 충족시켰으며,

대부분의 문항이 .30 이하의 부인자 적재치를 보였다. 그

러나 .30 이상 .50 이하의 부인자 적재치를 갖는 문항도

몇 개 있어 판별타당성을 충족시켰다고 확신하기는 어

려웠다. 그러나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판별타당성

을 재차 검증하여 문항을 정제할 것이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해당 문항을 제거하지 않았다. 문항 간

신뢰도 검사에서 5개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70 이

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서민

적인’, ‘값이 적당한’, ‘비싸 보이는’의 3개 문항으로 구

성된 부유함 요인은 크론바흐 알파 값이 .63으로 척도의

내적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요인을 구

성하는 3개 문항 중 2개가 역코딩 문항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순코딩 문항인 ‘비싸 보이는’을 제거함으로써 신

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았다.

‘비싸 보이는’ 문항을 제거하고 5차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시도한 결과, 6개 요인구조가 명료하게 나타났다(Ta-

ble 5). 우선, 카이저-메이어-올킨의 표본적합도(.86)와

바틀렛 검정 결과(χ
2
=13,539.44, df=276, p<.001) 탐색적

요인분석을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배리맥스 회전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the symbolic image of a brand                   (n=977)

Factor name Item
a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Strength

Bold .86

6.66
27.77

(27.77)
.90

Strong .84

Tough .84

Wild .82

Innovative .72

Intellect

Intellectual .83

3.74
15.60

(43.36)
.87

Classical .82

Calm .81

Elegant .80

Formal .69

Cheerfulness

Young .79

2.46
10.23

(53.59)
.81

Cheerful .72

Sensible .71

Fresh .68

Realistic .57

Comfortable .51

Traditional

Femininity

Feminine .79

1.74
7.25

(60.84)
.74

Masculine (r) .65

Romantic .64

Innocent .50

Nature
Rural .86

1.45
6.04

(66.88)
.82

Natural .83

Affordability
Reasonable (r) .91

1.03
4.30

(71.18)
.87

Ordinary (r) .89

a: All items begin with the common phrase of “This brand is”.

(r): Reverse-cod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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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으로 24개 문항이 6개 차원으로 묶

였으며, 스크리 도표 상에서도 6개 요인구조가 적절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6개 요인의 누적 분산 비율은 71.18%

였으며, 모든 문항의 주인자 적재치가 .50 이상으로 수

렴타당성 수립에 무리가 없었다. 일부 부인자 적재치가

.30 이상 .50 이하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수립되었다고

확신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재검증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더 이상 문항을 제거하지 않고 요인구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각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 값도 모두 .70 이상으

로 나타나, 신뢰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4차 시도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유함 요인은 ‘비싸 보이

는’ 문항을 제거함으로써 .87의 높은 크론바흐 알파 값을

보였다. 부유함 요인은 ‘값이 적당한’과 ‘서민적인’의

2개 문항으로 문항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인명을

부유함에서 가격합리성(Affordability)으로 수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24문항의 6개 요인구

조로 모형을 설계한 후,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고려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

수 추정 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적

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SRMR, TLI, CFI,

RMSEA 값을 참고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은 표본 수가 커

질수록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Marsh et al.,

2004)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반면, SRMR, TLI, CFI,

RMSEA는 표본 크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뿐 아니라

명확한 해석 기준이 존재하므로(Hu & Bentler, 1999) 이

지수들을 중심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특히,

표본 수가 많을 때에도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RMSEA 값에(Kenny & McCoach, 2003) 비중을 두어 결

과를 해석하였다. SRMR 값이 .08 이하, TLI와 CFI 값은

.95 이상, RMSEA 값은 .06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받

아들여지나(Hu & Bentler, 1999) RMSEA 값이 .10 이하

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도로 판단하는 연구자들도

많다(Kenny, 2015; MacCallum et al., 1996).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자료

가 모형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χ
2
=2,968.09,

df=237, p<.001; SRMR=.11, TLI=.75; CFI=.78; RMSEA

=.11). 각 문항의 표준화 추정치와 표준화 잔차를 검토한

결과, 전통적 여성성 요인에 해당하는 ‘남성적인’ 문항과

명랑성 요인에 해당하는 ‘편안한’ 문항의 표준화 추정치

가 각각 .31과 .3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 두 문항은 구

성 개념의 단일차원성을 떨어뜨리고 전체적인 모형 적

합도를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한 후 2차 확

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가 개선

되었으나 기준치를 충족하지는 못했다(χ
2
=2,069.91, df=

194, p<.001; SRMR=.09, TLI=.81; CFI=.84; RMSEA=

.10). 명랑성 요인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문항의 표준화

추정치가 .50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은

연구 2에서 다른 요인에 묶였던 문항이었기 때문에 구

성 개념의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실적인’ 문항을 제거하고 3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가 약간 개선되었

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χ
2
=1,931.01, df=174, p<.001; SR-

MR=.09, TLI=.81; CFI=.84; RMSEA=.10). 모든 문항의

표준화 추정치가 .50 이상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는 문항

은 없었기 때문에, 수정 지수를 근거로 모형을 수정하

여 모형 적합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4차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공분산 수정 지수가 50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는 오차들 간 상관관계

5개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이 때 측정치의 오차가 동일

한 잠재변수에 해당하는 경우만 오차들 간 상관관계를

인정하여 모형의 요인구조를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았

다. 모형의 적합도는 개선되었으나(χ
2
=1,324.03, df=174,

p<.001; SRMR=.08, TLI=.87; CFI=.90; RMSEA=.09), 앞

서 제시한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5차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모형의 요인구조를 훼손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분산 수정 지수가 10 이상

의 높은 수치를 보이는 오차들 간 상관관계 5개를 모형

에 추가하였다. 그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가 개선되었

다(χ
2
=1,184.15, df=174, p<.001; SRMR=.08, TLI=.88;

CFI=.91; RMSEA=.08). SRMR 값은 .80 이하로 기준치

를 충족하였으나, TLI와 CFI 값은 .95 이상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TLI와 CFI 값이 .90 이상의 완화된 기

준치를 적용한다면(Marsh, 1995) CFI 값은 기준치에 충

족한다. RMSEA 값은 .10 이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

형 적합도를 보였다. 기준치를 충족하는 모형 적합도가

혼재하고, 표본 수가 많을 때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는 RMSEA 값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가 비교적 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정제된 모

형이기 때문에 일부 모형 적합 지수가 기준치를 충족하

지 못했다고 하여 전체 모형이 의미 없다고 부정하기는

어렵다(Iacobucci, 2010). 모든 문항의 표준화 추정치가

유의한 수준으로 .50 이상으로 나타나 구성 개념의 단일

차원성을 해치는 문항은 없었다. 따라서 21개 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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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요인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Table 6).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잠재변수의 평균 분

산 추출 값이 모두 .50 이상으로 수렴타당성 기준을 충

족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판별타당성은 각 잠

재변수의 평균 분산 추출의 제곱근과 다른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절대값을 비교하여 판단하였으며<Table

7>, 모든 잠재변수에서 평균 분산 추출 제곱근 값이 다

른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절대값보다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 기준을 충족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척도의 신뢰성은 <Table 6>의 크론바흐

알파 값과 합성신뢰도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모

든 값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수

립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Nunnally, 1978). 따

라서 21개 문항의 6개 요인모형은 패션 브랜드 이미지

의 속성 상징성을 측정하는 데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

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패션 브랜드 이미지의 속성 상징성을 측

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결과, 최종적으로 21개 문항이

6개의 요인구조를 이루는 척도를 제안한다. 소비자의 관

점에서 패션 브랜드 이미지의 속성 상징성은 강인함, 지

성, 명랑성, 전통적 여성성, 자연성, 가격합리성의 하위

차원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나열한 순서대로 브랜드 이

미지의 속성 상징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차원으로 나

타났다. 패션 브랜드의 여러 제품 및 비제품 속성들이

소비자 개인의 특성을 표현할 때 가장 비중이 큰 이미

지는 강인한 이미지이며, 지적인 이미지와 명랑한 이미

지가 그 뒤를 잇는다. 성적 이미지, 자연적 이미지, 부유

한 이미지도 패션 브랜드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이미

지로 나타났으나, 이들의 비중은 앞선 세 차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섯 차원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

Tabl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the symbolic image of a brand               (n=931)

Construct Item
a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AVE CR

Strength

Bold .75 23.85***

.87 .52 .84

Strong .66 20.24***

Tough .75 22.63***

Wild .63 18.87***

Innovative .79 24.63***

Intellect

Intelligent .77 25.27***

.87 .55 .86

Classical .75 24.33***

Calm .75 24.07***

Elegant .74 23.91***

Formal .70 22.68***

Cheerfulness

Cheerful .73 24.62***

.86 .63 .87
Sensible .85 29.39***

Fresh .86 28.19***

Young .72 23.53***

Traditional

Femininity

Feminine .56 15.12***

.82 .55 .78Romantic .79 26.38***

Innocent .85 28.99***

Nature
Rural .73 21.07***

.81 .69 .82
Natural .92 25.84***

Affordability
Reasonable (r) .80 22.49***

.86 .76 .87
Ordinary (r) .94 25.54***

***p<.001

a: All items begin with the common phrase of “This brand is”.

(r): Reverse-cod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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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합되는가에 따라 특정 브랜드의 전체적인 속성 상

징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패션 브랜드 연구에서 큰

수정 없이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류학 및 관

련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패션 제품의 맥락에

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제하여 척도를 개발했으므로, 일

반적 맥락이나 타 제품군의 맥락에서 개발된 척도를 활

용하는 것보다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다 정

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드 이미지 속성을

의인화한 브랜드 개성 척도는 구체적인 수준에서 브랜

드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범용적 척도이지만(Aaker,

1997) 패션 브랜드의 맥락에 적용할 때는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Jung & Lee, 2011). 패션 브랜드에 적용 가능한 본 연

구의 척도 역시 차원성이나 문항 특성 측면에서 Aaker

(1997)의 브랜드 개성 척도와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뒷받침해 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초기 문항 세트부터 패션 브랜드의 이미

지 속성을 묘사하는 형용사들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의

류학 및 관련 학문에서 대대적인 수정 없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척도는 브랜드 이미지라는 광범위한

개념 중에서 속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상징하

는지 측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다른 브랜드 이미

지 척도의 활용 영역과 구별하였다. 본 연구의 척도는

브랜드 이미지의 개념 중에서 혜택과 태도를 제외하고

속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다양한 제

품, 비제품 속성들이 소비자 개인을 어떻게 상징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 개성을 반영하여 브랜드를 의인화한 척도, 제품

의 이미지에만 한정하는 척도, 브랜드가 얼마나 상징성

을 갖는지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브랜드 속성뿐 아니라

혜택과 태도까지 포괄하는 척도 등과 내용적으로 다르

다. 본 연구의 척도가 브랜드 이미지 개념 중 무엇을 측

정하는지 명시했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

들이 이 척도를 어떠한 맥락에서 활용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단계적인 척도 개발 과정

에 따라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엄격하게 거쳤다는 점

에서도 학술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서술 형용사를 활

용하여 브랜드 이미지, 제품 이미지, 사용자 이미지, 브

랜드-사용자 간 일치성 등 다양한 이미지 변수를 측정

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지만, 이미지를 측정하려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 척도의 차원성은

바뀔 수 있다. 심지어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라는

동일한 맥락 안에서 수행한 연구들이라 할지라도, 연구

설계에 따라 측정 문항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질적 연구는 전문가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문항을 선별

하므로 문항의 안면타당성 정도만 논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 양적 연구의 경우도 측정을 위한 자극

물이 무엇인지, 표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표본이 모

집단을 얼마나 대표하는지에 따라 개별 측정 문항의 설

명력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포괄하여 엄격한 타당성 검증

절차를 통과한 척도가 존재한다면, 연구자들은 이러한

척도를 활용하여 개념의 차원성과 개별 문항의 설명력

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

Table 7. Comparisons between the square root of Average Variance Extracted and inter-construct correlations for

each latent variable                                                                                                                                        (n=931)

Strength Intellect Cheerfulness
Traditional

Femininity
Nature Affordability

Strength .72
a

Intellect .21
b .74

Cheerfulness .44
a .37 .79

Traditional

Femininity
.16

a .67 .63 .74

Nature .40
a .36 .36 .41 .83

Affordability .12
a .21 .40 .28 .29 .87

a: Square root of Average Variance Extracted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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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속성 상징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

시한다. 후속연구에서도 속성 상징성을 일관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패션 브랜딩 분야의

발전과 관련 지식의 축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본 연구결과의 실용적 가치는 패션 산업에 관심 있는

마케팅 관리자들이 브랜드 이미지의 속성 상징성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들이 시장을 세분화하여 목

표 소비자를 설정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브

랜드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고 하지만(Levy et al., 2013),

정작 소비자들이 브랜드 이미지 속성 상징성을 구체적

으로 어떻게 지각하는지 측정하여 브랜드 연상 네트워

크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했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를 분류할 때, 성별, 연령별, 가격대별 등 가

시적인 차이를 보이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유사

한 속성 상징성을 보이는 브랜드들끼리 군집화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다수의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속성 상징성을 측정했을 때, 강인함과 지성 차

원에서 뚜렷한 상징성을 보이는 브랜드들끼리 묶을 수

있고 강인함은 약하지만 명랑성과 전통적 여성성이 뚜

렷한 브랜드들끼리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

기반의 분류는 인구통계학적 분류보다 소비자에게 브랜

드 정체성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군집화 결과는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에서 제품군을

소개할 때, 다양한 제품을 특정 기준으로 정렬하거나 걸

러낼 때, 그리고 유사 브랜드를 추천할 때 등 쇼핑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강인함과 지성 차원이 브랜드 이미지 속성 상징

성의 주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패션 브랜드의 상징적 사용을 고려할 때, 이 브랜드가 강

한 이미지인지 약한 이미지인지 그리고 지적이고 격조

높은 이미지인지 아닌지가 그 브랜드의 인상에 크게 작

용한다. 따라서 기업의 실무자들이 패션 브랜드의 정체

성을 결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 강인함과 지

성의 정도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이어서 명랑성, 전통적

여성성, 자연성, 가격합리성의 순서로 비중을 달리 두는

것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패션 브랜드 이미지의

속성 상징성이 다른 브랜드 관련 개념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입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브

랜드 이미지 개념에서 속성, 태도, 혜택까지 모두 포괄

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척도가 전반적인 브랜드 이

미지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수반되어

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척도를 활용하여 예측타

당도나 이해타당도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수행하는 것

을 제언한다. 특히, 브랜드 자산 등 상위 개념에 대한 설

명력을 밝혀 본 연구의 척도로 기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다면, 척도의 활용도와 범위를 더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척도를 후속

연구에서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덧붙이고 싶다. 본

연구의 척도로 측정하는 속성 상징성은 브랜드 이미지

개념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연구맥락에

맞추어 활용해야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문항으로 개발

된 척도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달라진다면 척도의 차

원성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연구 대상이 소

비자 집단과 상이한 특성을 가졌다면 그 대상에 맞는 척

도를 새로 개발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연구 대상이라면 그 언어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거나 이중 언어 사용자가 철저한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척도를 수정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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