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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족이 의류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미

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탐구되었다.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식의 

의류 소비 행태에 관한 논문이 주를 이뤘다. 한편, 현대 사회의 매체

와 기업의 광고들은 중년기 여성에게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이 아

름답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년기 어머니가 딸을 유

행하는 스타일이나 브랜드를 알 수 있는 유용한 정보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딸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의복동

조와 동행쇼핑이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개인적인 측면에서 중년기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정보를 제공

하는 패션 정보원으로 신뢰하는 정도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내면화한 정도가 모녀간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모녀간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은 

모녀간의 결속을 높여 최종적으로 중년기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였다.

 실증 연구를 위해 만 15세 이상의 딸을 가진 307명의 45세에서 65

세 사이의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SPSS와 AMOS를 통하여 응답과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

다. 모든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도

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여성과 딸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요인을 밝혔다. 

중년 여성이 딸을 정보원으로 신뢰할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내면화 될수록 딸에 대한 의복동조 성향이 높고, 동행쇼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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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하는 것이 밝혀졌다. 

 둘째, 모녀간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현상으로 동행쇼핑과 의복동조를 

확인하였다. 모녀간에는 패션을 주제로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젊은 딸을 패션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동행쇼핑과 의복동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모녀간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밝혔다. 동행쇼핑과 의복

동조 현상 모두 모녀 결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동행쇼핑

이 의복동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패션에서 정보적인 교환의 측면

보다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경험적인 측면이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모녀 결속이 강화되면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하였

다. 딸과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변화가 많은 중년기 여성에게 

심리적인 안녕감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 그간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

한 딸의 영향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미에 대한 압력이 전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작용하는 시점에서 

최신 패션 정보를 알고 있는 딸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고 보았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소비자학에서 주로 논의되어온 세대간 

영향력을 기반으로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딸간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긍정적인 사회 심리적 효과를 밝혔다.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중년기 여성과 모녀를 타겟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는 광고에서 모녀간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

조하거나, 딸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주요어 : 중년기 여성, 어머니와 딸, 패션 커뮤니케이션, 세대간 영향력, 동

행쇼핑, 의복동조

학  번 : 2013-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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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이전보다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

할을 습득하는 초기 사회화의 장인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으며, 

성인기 이후에도 가족은 개인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가깝고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상호작용 대상이다. 즉, 가족은 개인의 습관을 형성하고 타인과 관

계를 맺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화 단위이다.  

한편 시장에는 제품과 서비스의 종류와 가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소

비자의 구매 결정과 정보 탐색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고려하기보다는 형성된 

습관을 바탕으로 혹은 준거 대상을 참고하여 소비하고자 한다. 특히 가족이 

구성원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 습관, 소비 행태 등 매우 광범위 하며 

영향력도 크다. 

그 중에서 의류는 상징적 소비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아개념과 가장 밀

접한 소비대상 중에 하나이고(Kaiser, 1983; Solomon and Schopler, 1982), 

의류는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제품이며, 의류 소비는 준거집단의 영향

을 많이 받는다(Ford and Drake, 1982; Wilson and MacGillivray, 1998). 의

류 소비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식의 

의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위주로 탐구 되었다(김미선, 2002; 김미선 외, 

2003; 윤미영, 2009; 윤초롱 외, 2009; 이미현, 200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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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생활의 수준도 점차 향상되어 보다 오랫동안 건

강하고 젊게 사는 것이 중요해졌다. 인간의 발달 과정 중 중년기의 경우 인

생의 전환점으로 여겨지며 중년기에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변

화를 경험하게 된다(김혜영과 고효정, 1997). 신체적으로는 서서히 신체 기

관의 기능이 감퇴하고 노화가 진행되며 호르몬 변화와 더불어 폐경을 맞이

하여 건강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김혜영과 고효정, 1997). 정신적으로는 

자녀가 독립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역할이 변화하게 되고(Cooper and 

Gutmann, 1987), 자신의 내면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의 삶을 평

가하게 되며 개인적인 관심사를 갖거나 자유를 누리고 자신을 재설립한다

(차영남 외, 1995).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생리적, 신체적 조건이 급변함에 따

른 위협과 불안을 느끼고 자녀가 독립하면서 겪는 역할 갈등과 상실감 때문

에 자의식이 변화하고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김혜영과 고효정, 1997).      

한편, 서구사회의 가치관이 전 세계의 가치관이 되면서, 갈등을 겪는 중년

여성에게도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것이 절대적인 미의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Gavish et al., 2010; 송유진, 2012).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서 샹그릴

라 신드롬이라고 명명되기도 하였는데, 제임스 힐튼의 소설에서 유래된 것

으로 영원히 늙지 않는 지상낙원인 샹그릴라에 살고 싶은 중년층의 바램을 

빗대었다고 한다(서찬주와 류제은, 2008). 이렇게 40대 이후 중년 여성들도 

자신의 외모만큼은 나이보다 젊고, 주름이 없고,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모습

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나이가 들어가는 여성의 신체를 사회 문화적으로 부정

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기인한다. 주로 남성성(예를 들어 능력, 자율성, 자기

통제 등)은 나이가 듦에 따라 증가한다고 여겨지지만 여성성(수동적임, 부드

러움)은 나이가 들어도 일정하다고 여겨지며, 아직까지 남성의 성공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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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성취로, 여성의 성공은 미와 성적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Saucier, 

2004). 남성의 일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appearing) 보다 무엇인가를 하는

(doing) 것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에게 외모의 기준이 더 가혹하게 부과

된다(Sontag, 1979; Saucier, 2004 재인용). 이렇게 편파적인 외모의 기준은 

미디어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모든 나이대의 여성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

로 내면화된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중년여성은 자기 나이와 비슷한 중년배

우들이 광고하는 노화 방지용 제품이나 그들의 젊어 보이는 외모를 접하면

서 자신의 신체를 객체화하게 되고(Grippo and Hill, 2008), 우리사회에서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미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좌절감이

나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게 된다(Huffman-Parent, 2001; Saucier, 2004 재인

용).  

마케팅 측면에서, 중년여성은 또한 매우 매력적인 세분시장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인구측면에서도 중년기 여성의 수가 많고, 안

정된 사회적 지위로 인해 구매력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중년세대

와 달리 현재 샹그릴라 신드롬을 겪고 있는 중년은 청춘과 같은 마음을 행

동으로 보여주며, 건강 기능 식품, 화장품, 패션 분야에 지출도 많이 한다(“'

샹그릴라 신드롬'을 대하는 자세”, 2013). 

이렇듯, 중년 여성이 의도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젊음을 추구하면서 성

인이 된 20~30대 딸이 그들의 어머니에게도 중요한 사회적 역할 모델이 되

고 있다. 딸은 최신 유행 스타일이나 브랜드 등 패션 정보에 대해 어머니가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편한 대상이며 어머니와 딸간의 관계는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보다 매우 특별한 것으로 여겨진다(Baruch and Barnett, 

1983; Boyd, 1985; Fischer, 1981; Walker and Thompson, 1983; Lefkowiz 

and Fingerman, 20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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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여러 브랜드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어머니와 딸

을 함께 겨냥한 마케팅을 수행 중이다. 국내외 고가 해외 화장품(SK2, 샤넬

코스메틱, 랑콤 등) 광고를 보아도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는 추세이다(“다시 돌아온 엄마 화장품, 이젠 딸과 함께 쓴다”, 2013; "엄

마와 딸을 동시에 고객으로 갈수록 어려지는 화장품 모델들", 2013). 백화점

에서도 어머니와 딸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중인 데, 예를 들어 현대백

화점에서는 주기적으로 어머니와 딸의 동행쇼핑을 장려하는 ‘모녀 사진 컨

테스트’라던지, 어머니와 딸의 즐거운 동행이 되는 ‘파워 세일’등을 홍보하고 

있다(“유통업계 힐링에 이어 가족마케팅이 대세”, 2013). 어머니와 딸을 겨

냥한 마케팅은 불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으로 보통 5월 가정의 달에만 집중되

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중 내내 진행 중이고, 여러 광고에서 가족이 가지

고 있는 따뜻함, 유대감 등을 내세우며 가족에게 소구 하려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의류 매장에 딸이 어머니의 스타일을 직접 코디하기 위해 주말에 매

장을 함께 방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어머니 스타일링은 딸이~...주말

에 떠나는 쇼핑 나들이", 2014).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딸 간에서 패션을 주제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과 상호작용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먼저 어머니와 딸 간의 특별한 관계를 

바탕으로, 어떠한 요인이 딸과의 동행쇼핑이나 의복동조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파악해본다. 또한, 어머니와 딸의 동행쇼핑이 일련의 의례(ritual)이라고 

명명된 것을 고려할 때(Minahan and Huddleston, 2013), 어머니와 딸에게 

있어서 동행쇼핑은 단순히 쇼핑을 같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행쇼핑과 의복동조라는 행동을 통해서, 시기적으로 여러 갈등이 심한 중

년여성이 딸과의 결속이 강해지는지 딸과의 결속이 중년 여성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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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의복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 연구로 탐구(Gavish et al., 2010)하

거나 서로의 의복소비행동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파악하는 것(Ruvio et al., 

2013)에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패션을 도구로 어머니와 딸 간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양적 연구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타겟층이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패션 기업 및 유통 기업이나, 중년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패션, 유통 브랜드

의 광고, 프로모션, 제품 기획을 위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딸과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이 중년여성이 가지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심리적 안녕감)를 유발하는지를 탐구하여 사회심리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모녀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요인

을 밝히고, 패션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중년여성이 딸에게 전문성을 인지하는 정도와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압력이 내면화된 정도가 모녀간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패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면 모녀간에 결속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이것이 중년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인다고 가정하고 변수

들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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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중년여성의 입장에서 딸과의 패션 커뮤니케이션(동행쇼

핑, 의복동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및 의

의, 연구의 구성을 살펴본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간 

영향력, 정보원 신뢰, 동행쇼핑, 의복동조, 어머니와 딸과의 결속, 심리적 안

녕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제3장 연구방법 및 절차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을 살펴보

고, 측정도구,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기술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관련된 논의를 시행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

로 관련 학계와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관련 연구의 활

성화를 위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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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세대간 영향력(Intergenerational Influence) 

1. 세대간 영향력의 개념 

세대간 영향력은 소비자 사회화와 근간은 비슷하나, 차이가 있는 개념이

다. 소비자 사회화는 어린이가 시장에서 소비자로 기능하기 위한 기술, 지식,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이다(Ward, 1974). 반면, 세대간 영향력은 기술, 태도, 

선호, 가치, 행동에 있어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Shah and Mittal, 1997). 

Shah and Mittal(1997)은 세대간 영향력과 소비자 사회화의 차이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그림1). 먼저 소비자 사회화는 여러 대상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다. 가족이나 부모 이외 에도 동료, 학교, 매체 혹은 다른 

마케팅 수단들에 의해 촉발된다. 반면에 세대간 영향력은 가족 내에서 발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이점은 소비자 사회화의 경우 소비행동에 있어 부

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세대간 영향력

은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식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

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oore et al., (2002)은 세대간 영향력을 상

호간 사회화라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 차이점은 소비자 사회화는 아이들이 

소비와 관련된 기술, 태도, 선호를 처음 배울 때 시작된다. 이때 아이들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반면에 세대간 영향력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며,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한다. 따라서 세대간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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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때는 아이들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확

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그림 1>에 요약되어 제시되고 있다.  

세대간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대상을 보자면 부모와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고(Arndt, 1971; Sorce et al., 1989; Cotte 

and Wood, 2004; Mandrik et al., 2005), 아버지와 성인 아들(Woodson et 

al., 1976)이나 어머니와 성인 딸(Moore-Shay and Lutz, 1988; Perez et al., 

2011)에 한정하여 진행된 연구도 있다. 또한 조부모, 부모, 자녀의 3 세대 

간의 세대간 영향력을 탐구한 경우도 있다(Hill, 1970; Olsen, 1993).  

 

 

<그림 1> 소비자 사회화 vs. 세대간 영향력                  

(Shah and Mittal, 1997, 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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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영향력은 주로 가족의 의사결정이나 생활주기에 대한 연구에서 자

주 쓰이던 개념(Davis, 1971; Moore et al., 2002 재인용)이나 1970 년대에 

소비자 행동 연구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Moore et al., 2002). 이후 다

양한 분야에서 세대간 영향력이 측정되었다. 세대간 영향력은 브랜드, 제품, 

점포의 선호의 유사성(Arndt, 1971; Woodson et al., 1976; Moore-Shay and 

Lutz, 1988; Childers and Rao, 1992; Moore et al., 2002; Mandrik et al., 

2005; Perez et al., 2011)과 소비 패턴(가격 품질 스키마, 편의 지향성, 제품 

선택 기준 등)의 유사성(Olsen, 1993; Mandrik et al., 2005; Moore-Shay 

and Lutz, 1988), 혁신성과 의견 선도력과 같은 성향(Arndt, 1971; Cotte 

and Wood, 2004)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탐구 되었다.  

또한 세대간 영향력을 조절하는 변인들도 탐구되었는데, 크게 제품과 소

비의 특성, 영향을 주는 가족 구성원의 특성, 영향을 받는 가족 구성원의 특

성, 가족의 의사소통과 주기의 특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품과 소비

의 특성에 있어서는 제품의 특성이 편의품(convenience goods)보다 전문품

(specialty goods)이나 선매품(shopping goods)인 경우(Heckler et al., 1989; 

Shah and Mittal, 1997), 제품을 소비할 때 위험을 크게 인지하는 경우, 세

대간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품을 부모시대의 제품(old world 

product)이라고 인지할 때 부모로부터 아이에 대한 세대간 영향력이 커지고, 

제품이 하이테크 제품이거나 특성의 변화가 빠른 제품일 때,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Shah and Mittal, 1997).  

패션 제품은 제품의 특성 변화가 빠르며, 편의품보다 전문품이나 선매품

에 속하고, 제품 구매 시 위험을 크게 인지한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제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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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을 주는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있어서는 가족 구성원의 전문성을 크게 인지할수록 

세대간 영향력이 커진다(Shah and Mittal, 1997)고 하였다. 따라서 중년여성

이 비교적 자신의 패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딸이 패션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딸을 패션 정보원으로 신뢰할 경우, 딸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영향을 받는 가족 구성원의 특성

으로는 나이, 성별, 혼인여부, 소득 등이 탐구(Heckler et al., 1989) 되었고, 

가족 의사소통과 주기의 특성을 보면 가족 지향적인 사람일수록(Heckler et 

al., 1989), 가족과의 동행쇼핑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족끼리 거주

지가 근접하여 상호작용이 빈번한 경우 상관없이 세대간 영향력이 지속적으

로 작용하였다(Moore et al., 2001; 2002).  

특히, 선행연구에서 세대간 영향이 브랜드와의 감정적인 결속과 연관된다

고 하였는데, 인터뷰를 했던 딸의 답변을 보면 가족들이 사용하였던 브랜드

는 신뢰, 향수, 놀이를 통한 기쁨을 불러 일으키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수단

이 된다고 하였다(Moore et al., 2002). 이는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가족이 사용하는 브랜드를 향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옮겨가서 브랜드와의 감

정적인 유대감이 소중한 관계의 상징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Olsen, 

1993)와 일치하였다.  

세대간 영향력이 발생하는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다양한 

설명이 존재한다. Moore et al(2001)와 Moore et al(2002)에 따르면 자녀가 

쇼핑행동에 참여하고, 가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관찰하고, 가족 공동의 쇼

핑 리스트와 규칙을 사용하고, 부모와 자녀가 선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대간 영향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한편, Bravo et al(2007)과 Mittal and 

Royne(2010)은 사회 심리학과 소비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준거집단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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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받는 영향력을 기반으로 세대간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Mittal and Royne

에 따르면 이러한 동조현상은 정보적, 규범적 영향력(Burnkrant and 

Cousineau, 1975; Kelman, 1961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규범적 영향력은 다

시 가치 표출적, 실용적 하위 차원(Park and Lessig, 1977)으로 분류가 된다. 

Mittal and Royne은 세대간 영향력의 발생 원인을 규범적(실용적), 동일시적

(가치표출적), 정보적 영향력으로 명명하였으며 세대간 영향력은 정보적 영

향력을 발휘하는 교육, 규범적 영향력에 의한 순종, 동일시적 영향력에 의한 

역할 모델링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부모가 자식과 선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도 정보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한 관찰로도 세대간 영향력이 발생한다는 네 번째 측면을 추가

하였다.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입장에서 자신의 딸을 전문적 정보원으로 인

지하여 발휘되는 정보적 영향력, 딸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기반으로 한 동

일시적 영향력, 사회문화적 압력을 내면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규범적 영향력

에 의해 세대간 영향력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2. 세대간 영향력과 모녀관계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다른 가족들간의 관계(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어

머니와 아들)보다 더욱 특별한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연구(Baruch and 

Barnett, 1983; Boyd, 1985; Fischer, 1981; Walker and Thompson, 1983)에

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긍정적인 애착, 상호성(mutuality), 돌봄

(caregiving), 동일시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보면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는 모델링(modeling)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딸이 어머

니를 통해 배우고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하며 어머니의 행동을 따라 하면서 



12 

지속적인 행동의 강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Weitzman, 1984; Boyd, 1989 

재인용). 또한 Chodorow(1978)은 어머니가 1차적인 양육을 맡아서 하기 때

문에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동일시하는데, 남자아이의 경우는 커

가면서 동일시 대상을 자신과 같은 성별인 자신의 아버지로 바꾸게 되지만, 

여자 아이의 경우 일생 동안 강력하게 자신의 어머니를 동일시한다고 하였

다. 또한, 어머니가 딸을 동일시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는데(Boyd, 1989), 이

때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보다 딸과 유사성을 경험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더 

만족스럽게 여긴다고 하였다(Chodorow, 1989; Goldberg, 1995 재인용). 같

은 맥락에서, 어머니가 자신에 대한 감정을 자신의 딸에게 투영하기 때문에 

자신과 딸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힘들며(Hammer, 1975; Boyd, 1989 재인

용), 어머니와 딸이 서로를 동일시 하고, 서로 일생 동안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어머니와 딸간의 경계선은 항상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Fisher, 1983; 

Boyd, 1989 재인용). 

딸과 어머니의 사이는 일종의 관계의 주기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Fischer, 1981). 딸이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와 딸의 갈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서로에 대한 친밀감(Baruch and Barnett, 1983)과 공감(Berti, 1981, 

Boyd, 1989 재인용), 상호성(Bromberg, 1983)이 증가한다. 또한, 어머니가 

더욱 나이가 들면서 딸은 어머니를 보살피고 도움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Fischer, 1986). Walker and Thompshon(1983)은 어머니와 대학생 딸이 상

호적인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임을 밝혔는데, 딸이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

와 딸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따라 하기도 

하고(Fischer, 1991), 딸의 결혼과 첫 임신을 통해 어머니와 딸은 서로의 삶

에 더 관여하게 하며 서로를 재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Fischer, 1981). 또한 

모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모녀관계의 강도를 인지하는 정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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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Fingerman, 2001; Lefkowitz and Fingerman, 2003 재인용).  

본 연구에서 세대간 영향력은 딸이 어머니에게 의복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딸에 대한 어머니의 의복동조와 딸과의 동행쇼핑을 이끌어내는 원

천으로 간주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와 딸의 

의복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 주로 딸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변정은과 이명희

(1989)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의복행동(의복 관심, 의복 만족, 

의복 관리, 의복 성역할, 의복 편안함, 의복 독립성)과 심리적 특성(자아존중

감,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양적연구로 탐색하였고 Brock et al., 

(2010)는 초등학생, 중학생인 쌍둥이 딸과 그들의 어머니의 의복 선호와 필

요에 있어 유사성을 질적연구로 파악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딸 사이에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를 보면 이론적 토대로 사

용된 이론도 다양하다. 김재숙과 이소라(2006)는 상호의존이론을 바탕으로 

어머니와 어린이, 청소년 딸 사이에 의복 범주(스커트-바지), 디자인의 복잡

성(복잡-단순), 디자인의 여향성과 남향성(여성적 디자인-남성적 디자인)를 

바탕으로 의복 선호와 소유에 있어서 양적연구를 통해 관련성을 연구하였고, 

Francis and Burns(1992)는 소비자 사회화 이론을 바탕으로 어머니와 성인 

딸의 의복 만족도, 쇼핑태도, 쇼핑 관행과 의복 취득 경로의 유사성을 양적

연구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은숙(2000)도 여대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

로 자기감시성과 의복 용도별 의류제품 구매행동 기준간의 상관관계를 양적

연구로 비교하였다.  

반면에 딸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많이 다루어 지지 않았는데 이

는 비교적 최근 연구되기 시작하였다(Gavish et al., 2010; Ruvi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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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서론에서 언급 되었듯이 변화된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딸이 어머니의 의복의 정보원이나 준거대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아동기의 딸에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

다. 그러나, 아동기의 딸보다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딸의 라이프스타일이 어

머니와 보다 유사하고, 어머니가 딸을 정보원으로 신뢰성이 더 높다고 인지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딸에게 동조하거나, 동행쇼핑을 할 확률이 증가할 것

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실제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어

머니가 성인이 된 딸과 자주 도움을 주고 받는 양상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어도 만 15세 이상의 딸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인 어머니의 입장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딸 쌍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보다 어머니에게 인지된 딸의 특성이 직접적으

로 어머니의 의견,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여, 어머니에

게 인지된 딸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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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요인 

1. 정보원 신뢰 

패션에 관한 어머니와 딸의 상호작용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년 여성이 자신의 성인 딸에게 패션 정보를 얻어 이

에 동조하거나 같이 쇼핑하는 현상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딸이 정보의 원천

이고 중년여성을 정보의 수신자라고 보았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자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원

의 인지된 전문성과 매력이 중요하다고 강조된바 있다(DeBono and Kenneth, 

1988, Horai et al., 1974). 이는 정보원 신뢰성 모델(The source credibility 

model)에서 나타난다. 대인간의 신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Lewis and 

Wiegert(1985)와 McAllister(1995)는 신뢰라는 개념을 인지에 근거한 신뢰

와 감정에 근거한 신뢰로 나누었다. 인지에 기반한 신뢰는 신뢰 대상의 능

력과 역량이 믿을 수 있을 만할 때 일어나는 신뢰이고, 감정에 기반한 신뢰

는 지도자와 구성원 사이에 감정적인 결속을 기반으로 한다(Butler, 1991; 

Cook and Wall, 1980). 여기서 정보원의 신뢰성은 매력성, 전문성, 믿을 만

한 정도(trustworthiness)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Ohanian, 1990). 예를 

들어, 광고 속의 유명인사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요인에 대한 

연구(Ohanian, 1990; 1991; Till and Busler, 1998, 안미헌, 2006; 이수영, 

2004 등)에서 소비자들이 정보원을 매력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지할수록 

광고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구

전의도 등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 걸친 커뮤니

케이션 모델을 사용한 연구들이 정보원의 신뢰성이 정보원을 이용하고 정보

를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혔다(강소희, 2009; 이범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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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희원, 2011). 

정보원에 대한 신뢰는 메시지를 처리할 동기를 부여하고, 인지적 처리를 

거쳐 태도의 변화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발휘한다(Cacioppo and 

Petty, 1984)고 하였다. 박성화(2009)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정보처리과

정에서 수용자는 관심이 가는 정보에 노출이 되고, 주목을 하며, 주목한 메

시지에 대해 의미를 생각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정보를 이해하는 단

계를 거쳐 정보원 신뢰를 결정한 후 수용자가 메시지에서 주장하는 바 혹은 

추천하는 바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메시지 전달의 목적

은 다른 사람들의 신념이나 태도를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이것

은 메시지의 수용이 이루어져야 일어날 수 있다(Blackwell et al., 2001; 박성

화, 2009 재인용) 따라서 소비자 집단 안에서 수신자가 정보원을 신뢰할 경

우, 메시지를 수용하고 태도를 형성하거나 태도를 바꾸는 과정을 겪는다(박

성화, 2009)고 하였다.  

의견 선도자(opinion leader)와 추종자(opinion seeker)에 대한 연구에서도 

의견 추종자는 특정한 제품이나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는다고 하였다(Ruvio et al., 2013). 이와 같은 조언은 의견 추종자들이 의

견 선도자의 소비행동을 따라 하게 한다(Bertrandias and Goldsmith, 2006). 

같은 맥락에서, Webster and Wright (1999)의 연구에서 상대방이 그 제품영

역에 전문성이 있다고 높게 인지할 경우 세대간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밝혔다. 또한 Shah and Mittal (1997)은 어머니와 딸이 서로에 대해 전문성

을 느껴야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Ruvio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딸의 전문성을 인지할 경우 의복 구매 시 딸을 역할 모델로 사

용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또한 정보적 의복동조가 적합한 복식행동을 수행

하기 위해 준거집단의 정보를 수용하여 동조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정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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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동조는 자신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신뢰

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박혜선, 1991). Sears et al.,(1985)

도 집단을 믿을만한 정보원으로 신뢰 할 때, 동조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박

혜선과 이은영(1994)은 준거집단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가 클 수록, 의

복동조가 클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중년 여성이 자신의 딸을 패션 정보

원으로 신뢰할 수록 딸에 대한 의복동조가 일어나는 정도가 커지며, 쇼핑 

중 딸을 정보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행쇼핑이 빈번해질 것이라 가정하였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내면화 

과거에는 젊은 여성들만이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고 미를 추구하였고, 중

년기 이후의 여성은 젊음과 성적인 매력이 없는 무성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

는데, 이는 중, 노년기 여성에게 여성성이 강조되기 보다는 어머니와 부인으

로의 역할이 부각되어 외모를 가꾸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송유진, 2012). 임인숙(2002)에 따르면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외모 관련

된 여러 산업이 한국 사회의 외모 가꾸기 열풍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특히 

연령에 관계없이 외모를 지향하게 하도록 만드는 데는 젊음과 외모에 대해 

강조하는 매체의 영향이 크다(Saucier, 2004).  

노화 불안(Aging Anxiety)은 중년여성의 매력, 건강, 출산 능력(fertility)이 

나이 듦에 따라 감소하는 것 대한 불안감을 지칭하며(Barrett and Robbins, 

2008)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경험과 걱정을 반영한다(Lasher and Faulkender, 

1993). 매체는 여성의 매력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들을 광범위하게 전파하

여,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게 한다(Groesz et al., 2002). 중

년여성은 매체에서 자신의 나이와 비슷하지만 외모는 매우 어려 보이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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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사를 보게 된다. 중년여성은 이러한 유명인사들과 사회적 비교를 하면

서(Bessenoff, 2006)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거나, 노화불안을 느끼게 된다. 

Bessenoff(2006)는 매체에서 제시되는 모델의 광고를 보여주고 난 후, 부정

적인 감정(우울, 부정적 기분, 자존감 하락)을 가지는 것이 사회적 비교를 

통해 매개 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어린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의 여성도 신

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Tiggemann and McGill, 2004), 신체

에 불만족 하는 감정은 자존감 저하(Webster and Tiggemann, 2003), 우울

(Simon et al., 2008), 그리고 섭식장애(Lewis and Cachelin, 2001)를 유발한

다.  

중년여성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노화를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

을 사용하게 되었다(“초 고령화 사회 진입… ‘ 안티에이징 화장품’ 뜬다”, 

2014).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안티에이징 산업 관련 설문조사

에 따르면 과거보다 ‘젊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60%를 넘었으며, 안티에이징에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사람은 30%에 달했

다. 또한, 40~50대의 중년여성들도 자신의 딸과 함께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어려 보이는 외모를 위한 시술을 활발하게 받고 있다(“‘친구 같은 어머니’ 

위한 안티에이징, ‘파워V리프팅’”, 2014).  

지속적으로 사회문화적 압력에 노출되면, 중년 여성은 미에 대한 메시지

가 내면화하고, 젊어 보이는 외모가 자신의 가치와 같은 것이라고 인지하게 

된다(Selvec and Tiggemann, 2010). Fredrickson and Roberts(1997)은 이와 

관련하여 객체화(Objectification) 이론을 제안하였는데, 문화에서 미를 강조

하는 것이 여성을 객체화 시키고 부정적인 심리적 감정을 갖게 한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관찰자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

이다. Grippo and Hill(2008)에 따르면 자기객체화(Self-Objectification)와 



19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 하는 정도가 관련이 있었으며 여성의 나이는 이 효과

를 조절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객체화를 할수록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윤과 황선진(2008)의 연구에서

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성인 여성의 대상화된 신체 의식과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에 정적인 관계를 미쳤으며 이는 신체만족도에 부적인 영

향을, 성인 여성의 외모 관리 행동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정혜와 유

태순(2011)의 연구에서도 사회문화적 기준에 따라 사회적 이상미를 내면화

하여 형성되는 자기 신체를 객체화하게 되고 이미지 관리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압력을 내면화한 중년 여성일 경

우, 자신의 신체를 객체화 하여, 자신의 실제 나이를 드러내기보다 젊음을 

추구하는 외모관리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

에 젊은 패션 스타일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딸을 정보원으로 이용하기 위

해 동행쇼핑을 빈번하게 하거나 딸에 대한 의복동조가 발생하는 정도를 증

대 시킬 것이다.     

 

 

 

 

 

 



20 

제 3 절 패션 커뮤니케이션 

1. 동행쇼핑 

주로 어머니와 딸간의 동행쇼핑에 관한 연구는 어린 아이(Darian, 1998; 

Rust, 1993)나 청소년(Belch et al., 1985; Rust, 1993)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소비자 사회화를 통해 아이들이 쇼핑하는 것

을 배우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Haytko and Baker, 2004). 수 많은 연구들이 

소비자 사회화의 과정 중에,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자식들의 소

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Moschis and Churchill, 1978; 

Carlson and Grossbat, 1988; Carlson et al., 1990; Geuens et al., 2003; 

Grossbart et al., 1991 등). 소비자 사회화와 동행쇼핑에 관한 연구에서는 의

복이나 식품에 동행쇼핑의 빈번함에 대해 알아보거나 동행쇼핑에서 아이들

에게 얼마나 자율성을 부여하였는지, 동행쇼핑으로 인해 아이들의 소비 행

동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Grossbat et al., 1991; Gaumer 

and Arnone, 2009; Keller and Ruus, 2014 등).  

선행연구에서 딸은 주로 쇼핑을 통해 소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Minahan and Huddleston, 2010), 어머니와 딸과의 동행쇼핑에서 패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흔히 관찰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동행쇼핑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동행쇼핑은 어머니와 딸에게 일종의 의례와 같아 동행쇼핑

을 쇼핑의례(Shopping ritual)로 명명되기도 하였으며, 쇼핑의례는 쇼핑몰 방

문을 계획하고, 방문하고, 쇼핑 후 휴식을 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Minahan and Huddleston, 2013). 어머니와 딸의 동행쇼핑은 대대로 전수

되기도 하였고, 어머니와 딸은 서로에게 일생의 쇼핑 파트너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딸이 청소년기 성인기를 지나 결혼과 출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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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확인하였다(Minahan and Huddleston, 2013).  

동행쇼핑에서 실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소

수이며, 이 연구들은 동행쇼핑의 양상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주로 심

층면접을 실시하였다(Minahan and Huddleston, 2010; 2013). 동행쇼핑에서 

확인된 어머니와 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적, 정보적, 행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행쇼핑은 감정적인 측면에서 서로에게 시간을 같이 

보내는 소중한 기회로 여겨졌으며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를 느끼는 측

면이 있었다. 또한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서로에게 조언(reciprocal coaching)

을 하는 특징을 보였는데, 동행쇼핑이 서로의 구매나 쇼핑 습관에 대해 정

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되었다(Minahan and Huddleston, 2013). 서로에 대

한 조언은 자녀의 쇼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증가하며, 딸이 어머니에게 

브랜드나 스타일 조언을 하는 역할의 전환(role reversal)도 자주 일어났다

(Minahan and Huddleston, 2013). 이는 앞에서 언급된 세대간 영향력의 작

용과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행동적인 측면을 보면 동행쇼핑 시에 어머

니와 딸은 서로를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패션 아이템

을 같이 구매하며, 서로에게 적합한 옷과 액세서리를 쇼핑센터에서 찾아주

는 것이 발견되었다(Gavish et al., 2010). 

여성은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어머니와의 동행쇼핑을 

소중한 추억으로 여겼으며, 동행쇼핑은 단순한 쇼핑의 의미보다는 서로 소

중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좋은 기억으로 회상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Minahan and Huddleston, 2013). Griffith(2003)는 일생 동안의 쇼핑 경험

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탐구하였는데, 쇼핑이 친근함과 사회적 지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모와 하는 쇼핑 경험에서 사회

적 상호작용을 통한 친근함이 밝혀졌다. 따라서 동행쇼핑과 같은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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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이 자주 일어나고, 동행쇼핑을 즐기는 정도가 높을수록 모녀간의 결속

이 증가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동행쇼핑에 Kang and Park-Poaps(2011a)에서 제시된 사회적 쇼핑(social 

shopping)의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Kang and Park-Poaps는 패션에서 

사회적 쇼핑은 패션 제품을 쇼핑하는 과정 중에 타인과 발생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쇼핑을 사회적 브라

우징(social browsing), 사회적 결속(social bonding), 의견 보여주기(opinion 

showing), 권력 추구(power seeking),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킹(new 

socionetworking)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사회

적 브라우징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패션 트렌드나 제품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결속이란 의류 쇼핑 시에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가까

운 친구나 가족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측면을 의미하며, 의견 보여주기는 

지식이나 전문성 혹은 패션 쇼핑 지식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어머니와 딸의 동행쇼핑에서도 패션 아이템을 같이 구매하며 이때 서로에

게 적합한 옷과 액세서리를 쇼핑센터에서 찾아주는 정보적, 행동적 과정이 

발생하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를 느끼는 감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

에 사회적 쇼핑의 사회적 브라우징, 의견 보여주기, 사회적 결속 측면과 연

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ang and Park-Poaps(2011b)는 사회적 쇼핑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과 결과를 밝혔는데 사회적 쇼핑의 원인으로는 사회적 비교(능력 비교, 의견 

비교)를 하기 위함이고 사회적 쇼핑의 결과로 쇼핑 만족(제품 만족, 경험 만

족)을 느낀다고 하였다. 중년여성에게 사회문화적 압력이 내면화되고 자신의 

나이 대 혹은 더 젊은 세대와 자신의 외모를 사회적으로 비교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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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의 동행쇼핑이 더 자주 일어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동행쇼핑

의 결과로 제품과 경험에 만족하여 쇼핑에 만족할 경우 발생하는 긍정적 감

정이 딸과의 결속을 더욱 깊어지게 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와 딸이 의복을 같이 쇼핑하는 것은 단순히 식료품을 같이 구매하는 

행위보다 감정적, 행동적, 정보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적 브라우징, 사회적 

결속, 의견 보여주기 등의 측면이 있으므로 동행쇼핑은 세대간 즐거움의 원

천이며 어머니와 딸의 유대를 강화시킬 것이다.  

 

2. 의복동조 

2.1 의복동조의 개념 

동조는 선행 연구에서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Willis(1965)의 경우 동조는 "개인이 인지하는 집단의 규범적인 기대를 충족

하기 위해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정의 내렸으며 이는 변화하는 것이 행동에 

한정되어 동조의 협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조의 광의는 행동뿐 아니라 태

도 혹은 믿음의 변화를 포함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여러 종류의 영

향에 의한 동조를 포함한다(박혜선, 1991). Feldman(1985)은 동조를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하였고, Kiesler and Kiesler

의 경우 동조를 "실제 혹은 상상속에서의 집단 압력의 결과로 믿음이나 행

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여 좀 더 넓은 의미로써 동조를 정의하

였다(Kiesler and Kiesler, 1970; 박혜선, 1989).  

의류학에서는 사회학분야에서 정의되어온 동조를 의복에 적용하여 의복동

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의복에 있어 동조성이란 "특정 정보인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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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재숙 외., 2007). Horn 

and Gurel(1981)은 의복동조를 "특정 집단의 규범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라 하였고, 박혜선(1991)은 의복동조를 "의복에 대한 태도나 복식행동

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정미실(1991)의 연구에서는 의

복과 관련한 정보와 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동조가 발생하며 타인을 유용한 

의복의 정보원으로 생각하고, 타인이 제공한 정보들을 따른다고 하였다. 패

션의 주요 원동력이 한 개인의 구별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 인 것을 고려하

였을 때 의복동조는 패션현상을 설명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의 의복동조는 어머니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동조가 일어난

다고 하기보다는 특정 대상(딸)로부터 영향을 받아 의복에 관련된 행동이나 

태도, 믿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민지영(2008)의 

연구에서 의복동조를 상표동조, 스타일 동조, 점포 동조, 가격 동조, 특정 제

품 동조, 정보원 동조 등으로 나누었던 데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의복동

조를 상표, 스타일 동조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2.2. 의복동조의 분류 

사회심리학자들은 동조가 일어나는 원인, 사회적 영향력이 개인에게 받아

들여지는 과정, 동조의 수준에 따라 동조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였다(박혜선, 

1991). Deutsch and Gerard(1955)는 동조가 일어나는 원인을 규범 사회적 

영향 혹은 정보 사회적 영향이라고 구분하였는데, 규범 사회적 영향은 타인

의 긍정적 기대에 따르려는 영향이고 정보 사회적 영향은 타인으로부터 정

보를 받아들이는 영향이라고 규정하였다. Burnkrant and Cosineau(1975)의 

연구에서 동조를 준거집단 영향의 유형에 따라 규범적 영향과 정보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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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였다. 규범적 영향은 소속되고 싶은 집단의 규범에 맞추어 자신

의 행동과 신념을 변화시키며 집단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사회적

으로 인정 받고,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적 영향은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현실이 모호할 경우에 잘 

일어난다. 어떤 대상을 유용한 의복정보의 근원으로 여겨 그 정보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김재숙 외, 2007). 

Park and Lessig(1977), Bearden and Etzel(1982) 등은 동조 준거집단영향

의 유형에 따라 정보적 영향(Informational Reference Group Influence), 효

용적 영향(Utilitarian Reference Group Influence), 가치표출적 영향(Value-

Expressive Reference Group Influence)으로 나누었다. Park and Lessig(1977)

에 따르면 정보적 영향은 Deutsch and Gerard(1955)의 정보 사회적 영향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보원을 신뢰할(credible) 만하다고 내면화되어 있어야 발

생하며, 정보적 영향력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대처능력에 대한 지식에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할 때 발휘되는데, 정보적 준거집단을 이용하는 데는 두 가

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의견선도자 혹은 적절한 전문가로부터 적극적으

로 정보를 얻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여 추론하는 

것인데 이때 실제 상호작용은 없을 수도 있다. 효용적 영향은 Deutsch and 

Gerard(1955)의 규범 사회적 영향과 유사한 개념으로 Kelman(1961)에 의

해 제시된 순종(compliance)의 과정을 거치는데 특정한 규범을 따르거나 따

르지 않을 때 작용하는 보상과 제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가치표출적 영

향은 자기 개념을 지지하거나 증진하려는 동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준거집단과 자신을 연관 지으려고 하고 부정적인 집단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두 종류의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데 첫 번째 과정은 준거

집단의 심리적인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할 때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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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심을 고양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과정은 준거집단의 심리적 이미

지와 자신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단순히 준거집단을 감정적으로 좋아하기 때

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동조의 분류를 의복동조에 적용한 박혜선과 이은영(1991)의 연

구에서는 의복동조를 규범적 의복동조, 정보적 의복동조, 동일시적 의복동조

로 나누었다. 규범적 의복동조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의복규범을 따르는 것인데 준거집단에 의복 규범에 동조해야 하

는 압력이 있으며 어떤 개인이 특정 집단에 수용되기를 바랄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 사무직이나 판매직인 남성의 경우 넥타이와 양복, 구두를 착용해

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상관이나 동료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정보적 의복동조는 알맞은 복식행동을 하기 위해 준거집단의 정보를 받아들

여 동조하는 것이다. 이 영향력은 자신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정보를 전

해주는 사람이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

인이 의복을 사려고 할 때, 직장동료나 가족, 친구들과 스타일이나 상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매체나 직장에서 배우나 상사들이 입고 있는 의복으

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신뢰할 때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의복을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일시적 의복동조는 개인이 이상적으로 여기거나 호감 

있는 준거집단과 동일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준거집단의 의복을 참고로 

모방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유명인사의 의복을 모방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유명인사의 의복을 모방하는 것이 자신이 호감 있는 유명인사와 

심리적인 일체감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요

약한 표를 박혜선(1991)에서 제시하였고 이는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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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복동조의 유형(박혜선, 1991, 21p) 

의복동조유형 동조의 동기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의 특성 

규범적 의복동조 인정과 수용 준거집단의 압력 

정보적 의복동조 올바른 행동 준거집단의 신뢰도 

동일시적 의복동조 동일시 준거집단의 매력 

 

본 연구에서는 딸을 유용한 패션 정보의 근원이라고 여겨 정보적 의복동

조가 주로 일어날 것이라 가정하였으며 딸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

을 경우 동일시적 의복동조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내면화 되어 중년여성이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

이기 위해 최신 유행을 잘 알고 있는 정보원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규범적 동조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2.3. 의복동조가 일어나는 준거집단 

준거집단은 동조가 일어나는 대상을 말하며 소비자는 준거집단이 가지고 

있는 규범과 가치 그리고 행동을 참고하여 행동 하기 때문에, 준거집단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크게 끼치며, 이때 특정한 준거 인물의 영향을 받는 

경우 도 있다(이은영, 1991). 박혜선과 이은영(1994)에 따르면 “준거집단은 

개인에게 규범이나 정보, 평가의 기준 등을 제공하거나 동일시의 대상이 되

어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가치나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다.  

준거집단과 준거 인물은 매우 다양하여 학자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있으

나, 모든 집단의 구성원간에 대면교제가 가능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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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집단과 대면교제가 덜한 2차집단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집단의 구조

나 회원의 자격요건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공식집단과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

집단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Engel et al., 1982; 박혜선과 이은영, 1994). 

또한, Assael(1987)의 연구에서는 먼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여부에 따

라 소속집단과 비 소속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고, 소속집단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 소속집단,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

면 거부집단에 해당하며 비 소속집단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희구집단,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회피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때, 소비

자는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

단과 동조가 일어나게 되고,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규범이나 

가치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소속집단

에서 1차 집단은 가족과 동료 집단을 포함하는 비공식 집단, 학교/직장 집

단을 포함하는 공식집단으로 나뉘고, 2차 집단은 다시 비공식집단(쇼핑/운동 

집단 등)과 공식집단(주민단체 등)으로 나뉜다. 또한, 비 소속집단의 희구집

단은 접촉이 가능한 기대희구집단(상류사회 등)과 접촉이 거의 불가능한 상

징적 희구집단(유명인사/연예인 등)으로 나뉜다. 이때, 의복 선택에 대한 영

향력은 1차 집단이 2차 집단의 영향력보다 크다고 하였다(이은영, 1991; 박

혜선과 이은영, 1994). 따라서 중년여성에게 딸은 1차 집단의 준거집단이다. 

어머니는 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하

다. 따라서 딸은 어머니에게 규범이나 정보, 평가의 기준 등을 제공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정보적, 동일시적, 규범적 동조가 일어나 행동, 가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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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1. 모녀 결속 

부모와 자녀관계는 한 개인의 일생 동안 무엇보다 오래 지속되는 관계이

며 부모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하며 발전한다(김순기, 1993; 2000). 

부모와 자녀관계를 보면 출생시에 자녀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영, 

유아기를 지나고 학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치며 부모에게 정서, 경제, 

서비스의 측면에서 지원을 받는다(김순기, 2000). 자녀가 더욱 성장함에 따

라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부모는 노쇠하여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서 도움의 제공이나 수혜의 방향이 변화한다(김순기, 2000). 

Durkheim에 따르면 결속(Solidarity)이라는 개념은 비슷한 가치관과 상호

부조 그리고 응집성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들 사이

의 유대를 표현하는 개념이며 가족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박옥임 외., 1994). 

그는 결속이라는 개념을 기능적 결속(Mechanical Solidarity)과 유기적 결속

(Organic Solidarity)으로 나누었는데, 기능적 결속은 규범이나 가치의 공유

와 같이 구성원 사이의 상호 교환성을 의미하며, 유기적 결속은 구성원간의 

상호 보완 또는 의존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신효식과 서병숙, 1992) 

Olsen(1983)은 가족 결속력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심리적 

유대”로 정의하고, 가족구성원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가족

간의 결속력은 세대간의 결속력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세대간에 결속은 합

의(Consensual), 규범(Normative), 구조(Structural), 교류(Associational), 애

정(Affectual), 기능(Functional)적 측면 등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고 하였으

며 이는 <표 2>에 제시 되어있다(Bengtson, 2001). 이는 개념적으로 구분되

나 완벽히 구분되기는 힘들며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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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gtson and Scharder, 1982). 예를 들어, 최슬기와 최새은(2012)의 연구에

서는 구조적 결속과 기능적, 교류적 결속이 세대간의 애정적인 결속에 영향

을 준다고 보았다. 

딸과 동행쇼핑을 하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여 교류적 결속이 높아

질 것이다. 또한, 쇼핑경험을 통한 긍정적 감정이 깊어져 애정적 결속이 높

아지며, 쇼핑을 하는 중에 도움이나 자원의 교환이 발생하여 기능적 결속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딸에 대한 의복동조는 모녀 간에 패션 정보를 나

누는 측면의 교류적 결속을 크게 할 것이다. 또한 모녀간에 의복에 대한 신

념이나 가치를 일치하게 하므로 합의적 결속이 커지며, 패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기능적 결속이 커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회를 통해 애정적 결

속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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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대간 결속의 요소(Bengtson and Scharder, 1982) 

구조 명목정의(Nominal Definition) 실질지표(Empirical Indicators) 

교류적 

결속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양상 

1. 세대간 상호작용의 빈도(ex, 면대면, 

전화, 편지) 

2. 일상적 활동의 공유(ex, 레크리에이

션, 특별 행사 등) 

애정적 

결속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감

정의 종류와 정도, 감정의 상호

성 

1. 구성원을 향한 애정, 따뜻함, 가까

움, 이해, 신뢰, 존경 등 

2. 가족구성원의 긍정적감정의 상호성 

인지 

합의적 

결속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가치관, 태

도, 신념의 일치 정도 

1. 개인이 느끼는 특정한 가치관, 태도, 

신념에 대한 가족 내 동의 

2. 가족 내 구성원과의 가치관, 태도, 

신념에 대한 유사성 인지 

기능적 

결속 

자원의 교환과 도움의 정도 1. 세대간 도움을 교환하는 빈도(ex, 금

전적, 물리적, 감정적) 

2. 세대간 자원 교환의 상호성 

규범적 

결속 

가족 역할에 헌신하는 정도와 

가족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가

족주의, Familism) 

1. 가족과 세대 역할의 중요성 

2. 자식 의무 정도 

구조적 

결속 

가족 구성원의 지리적 근접성과 

수, 종류로 나타나는 세대간 영

향을 위한 구조 

1. 가족 구성원의거주지의 가까움 

2. 가족 구성원의 수  

3. 가족 구성원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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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 안녕감 

Ryff(1989)에 따르면 심리적 안녕감은 자아 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

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포함한다. 이것은 개인

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 측면의 총합으로, 삶의 질의 높은 사람의 경

우,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위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며,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김명소 외, 

2001). 기존의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행복을 느끼는 정도로 한정적인 개

념인 것과 달리 심리적 안녕감은 Ryff의 분류와 같이 다양한 측면을 아울러 

좀 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평가 받고 있다.  

모녀 결속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알아본 선행 연구는 매우 적다. 그러

나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자아 존중감, 생활 만족도, 인생 만족도는 모두 심

리적 안녕감과 연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engston의 분류

를 바탕으로 노부모와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자면,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애정적 결속이 클수록 노부모의 심리적 손상(불

안, 우울 등)이 감소하였고(신효식과 서병숙, 1992), 성인자녀와의 교류적, 

합의적, 애정적 결속이 높을수록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박옥임, 

1997) 또한, 성인자녀와의 교류적, 애정적, 합의적, 기능적, 규범적 결속이 

높을수록 노인의 인생만족도가 높았으며(김효정과 김명자, 1995), 성인자녀

와의 애정적 결속이 높을수록 노인의 인생만족도가 높았다 (조병은, 1990).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자주 다뤄진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사회적 지

지이다.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타인과 교류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인데, 물질

적 도움, 정서적 지지, 소속감, 칭찬 등이 포함된다(김은경과 하규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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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 되었다(김소연, 2014; 원두리, 2011; 위종희와 조규판, 2014; 이

금옥; 2011). 모녀간의 결속은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결속의 

구성요인 중 교류적 결속이나 애정적 결속은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물질

적인 도움과 정서적인 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모녀 결속이 높아

지면 긍정적 대인관계와 같은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갈등을 겪는 중년 여성에게 모녀 결속이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긍정적 효

과를 가져 오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를 통해, 중년 여성과 딸의 패션 커뮤니

케이션의 사회 심리적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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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 가설 및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고찰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

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연구 가설과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여성과 딸과의 패션을 주제로 한 커뮤니케이션

의 동기와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즉, 정보원으로 딸을 신뢰하는 정도와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내면화된 정도가 중년기 여성과 딸과의 커뮤

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중년여성과 딸과의 결속을 증가시키는

지, 중년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1. 연구 문제 및 가설의 설정 

연구문제 1. 딸을 패션 정보원으로 신뢰할수록 모녀간 패션 커뮤니케이션

(동행쇼핑, 의복동조)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여, 딸을 패션 정보

원으로 신뢰하는 정도가 동행쇼핑과 의복동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가설 1-1. 중년 여성이 딸을 정보원으로 신뢰하는 정도가 모녀 간 동행쇼

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중년 여성이 딸을 패션 정보원으로 신뢰하는 정도가 중년 여성

의 딸에 대한 의복동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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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중년여성이 느끼는 사회문화적인 압력이 내면화되어 모녀간 

패션 커뮤니케이션(동행쇼핑, 의복동조) 수준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가정하고,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압력의 내면화 정도가 동행쇼핑과 의복동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가설 2-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내면화된 정도가 모녀 간 동행

쇼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내면화된 정도가 중년 여성이 

딸에게 의복동조를 하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중년여성과 그들의 딸의 의복을 주제로 한 커뮤니케이션 즉, 

동행쇼핑, 의복동조의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패션 커뮤니케이션

이 모녀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중년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가설 3-1. 동행쇼핑이 모녀 결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의복동조가 모녀 결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모녀 결속이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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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모형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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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증적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의 고

등학생 자녀를 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

성을 위해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 목적에 맞도록 측정 도구를 적절히 

구성하고자 하였다.  

 

1. 연구 대상 및 방법 

정보원으로 딸을 신뢰하는 정도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내면화 

정도가 중년 여성과 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중년여

성과 딸과의 결속과 중년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만 15세 이상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을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고등학생 딸의 경우 유용한 정보원으로 여겨진다는 결과가 

있었으며(Ruvio et al, 2013), 연구자가 판단하기에도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이상의 딸이 어머니에게 유용한 패션 정보원으로 여겨질 것 같아 만 15세 

이상의 딸을 가진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30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

문을 실시하였는데,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시 

약 200명 이상의 샘플이 필요한 것을 고려할 때(이학식과 임지훈, 2011), 

300명의 샘플 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2. 설문지 문항의 구성 

설문지는 패션 커뮤니케이션(동행쇼핑과 의복동조)의 영향 요인인 정보원 

신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내면화, 그리고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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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되는 모녀 결속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모녀 결속이 

중년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묻는 척도를 추가하였으며, 인구통계적 특성

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의 문항의 수와 분

석에 사용한 문항의 개수에는 차이가 있다. 

<표 3> 양적 연구의 설문지 구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1 정보원 신뢰 3 7점 리커트 척도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내면화 2 7점 리커트 척도 

3 동행쇼핑 4 7점 리커트 척도 

4 의복동조 2 7점 리커트 척도 

5 모녀 결속 2 7점 리커트 척도 

6 심리적 안녕감 3 7점 리커트 척도 

7 인구 통계적 특성 13 선다형, 개방형 

 

(1) 정보원 신뢰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이 자신에 딸을 정보원으로서 신뢰하는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 서금자(2011)와 Ohanian(1990)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성, 신빙

성, 매력성을 묻는 세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

에 제시되어있다. 

<표 4> 정보원 신뢰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내용 문항 번호 출처 

정보원 

신뢰 

내 딸은 패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정보원이다. 1-1 Ohanian

(1990), 

서금자

(2011) 

내 딸이 주는 패션 정보는 신빙성이 있다. 1-2 

내 딸은 매력적인 패션 정보원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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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내면화 

본 연구에서 중년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내면화 정도는 

Heinberg et al (1995), 김윤(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에 제시되어있다. 

<표 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내면화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내용 문항 번호 출처 

사회  

문화적

압력  

내면화 

TV와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은 내가 목표로 생각

하는 유형의 외모이다. 
2-1 Heinberg 

et al 

(1995), 

김윤

(2007) 

나는 흔히 여성 잡지(엘르, 보그 등)의 모델과 내 

외모를 비교한다. 
2-2 

나는 화보나 광고의 젊어 보이는 여자를 보면 나

이보다 젊었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2-3 

 

(3) 동행쇼핑 

동행쇼핑을 즐기는 정도는 Mangleburg et al(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네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표 6>에 제시되어있다. 

<표 6> 동행쇼핑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내용 
문항 

번호 
출처 

동행  

쇼핑 

나는 딸과 자주 쇼핑(오프라인, 온라인, 카탈로그, 

홈쇼핑 등)을 한다. 
3-1 

Mangleb

urg et al 

(2004) 

나는 딸과 자주 아이쇼핑(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구

경)을 한다. 
3-2 

나는 나를 위한 제품을 살 때 딸과 자주 쇼핑을 한

다. 
3-3 

나는 딸을 위한 제품을 살 때 딸과 자주 쇼핑을 한

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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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복동조 

본 연구에서 모녀가 동행쇼핑을 즐기는 정도는 민지영(2008), 신선미 

(2013), 김경희와 정성지(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두 문항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7>에 제시되어있다. 

<표 7> 의복동조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내용 
문항 

번호 
출처 

의복  

동조 

딸이 가진 옷과 비슷한 옷이나 유사한 상표의 옷을 

사게 된다. 
4-1 

민지영

(2008),  

신선미 

(2013) 

김경희와 

정성지

(2000) 

내 딸과 나의 패션 스타일이 비슷하다. 4-2 

 

(5) 모녀 결속 

모녀 결속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engston and Schrader(1982)의 연구

를 바탕으로 구성한 윤경숙(2007)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문항은 교류적 결

속을 측정하는 문항 위주로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

은 <표 8>에 제시되어있다. 

<표 8> 모녀 결속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내용 
문항 

번호 
출처 

모녀  

결속 

나는 딸과 자주 여행을 한다. 5-1 윤경숙

(2007) 나는 딸과 자주 외식을 한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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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한 유지은(2013)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을 묻기 위해 설

문을 세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심리적 안녕감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내용 
문항 

번호 
출처 

심리적 

안녕감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개인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

다. 
6-1 

Ryff(1989

), 유지은

(2013)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있다. 
6-2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6-3 

 

(7)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은 성별, 연령, 딸의 연령, 최종

학력, 결혼 여부, 직업, 월평균 가계수입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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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실증적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조사 대상과 표집 방법,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실증적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생명심의윤리위원

회(IRB)에서 2014년 7월 28일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

널을 이용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만 15세 이상의 딸을 가진 사람에만 한정하여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원으로 딸을 신뢰하는 정도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내면화된 정도가 중년 여성과 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년 여성과 딸과의 결속과 중년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

가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나이가 만 45세에서 만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중년기 여성인지, 그리고 만 15세 이상의 고등학생 딸을 가지고 

있는 지를 설문지 처음에 물어 설문 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딸의 출생 순서에 따라 각 변수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응답

자의 자녀 중 딸이 여러 명일 경우 첫째 딸을 설문 응답의 대상으로 선정하

게 하여 출생 순서 별 차이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총 307부가 최종 분석

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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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 방법 

SPSS 21.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수집된 응답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

다.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였고, AMOS 18.0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각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알아보

았다. 그리고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신뢰도 분석의 경우 내적 일관

성을 알 수 있는 Cronbach’α 값을 알아보았다. 타당성의 경우 SPSS 21.0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AMOS 18.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알아보았다. 그 후,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구조방

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경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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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제 1 절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수집된 307부의 표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연령은 만 45세에서 만 50세 미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0대, 60 대 순으로 많았으며, 응답자의 딸의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 30대, 40대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이 기혼이었으며,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반 이상이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순으로 많았고, 월 평균 가계 수입의 

경우 4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 200~300

만원 순으로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표 10>에 제시되어있다. 

 

 

 

<표 10>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빈도 분석 결과 

항목 세부범주 빈도 백분율(%) 

응답자

연령 

만 45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50 48.9 

만 50세 이상 ~ 만 55세 미만 95 30.9 

만 55세 이상 ~ 만 60세 미만 42 13.7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하 20 6.5 

합계 307 100 

응답자 

딸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20세 미만 85 27.7 

만 20세 이상 ~ 만 25세 미만 125 40.7 

만 25세 이상 ~ 만 30세 미만 52 16.9 

만 30세 이상 ~ 만 34세 미만 31 10.1 

만 35세 이상  1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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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07 100 

결혼 

여부 

미혼 2 0.7 

기혼 287 93.5 

기타(사별 등) 18 5.9 

합계 307 1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6 2.0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5 40.7 

대학교 졸업 이하  167 54.4 

대학원 졸업 이상 9 2.9 

합계  307 100 

직업 전업주부 158 51.5 

관리자(고위 공무원, 기업 고위임원, 행정, 경영지원 

관리자, 전문 서비스 판매 관리자 등) 

7 2.3 

전문직(연구원, 의사, 교수, 법조인, 회계사, 언론인 

등) 

9 2.9 

전문기술직(교사, 엔지니어, 디자이너, 간호사, 약사, 

예술인, 연예인, 체육인 등) 

11 3.6 

사무종사자(경영·회계 사무직, 법률 및 상담 사무직, 

회사원, 공무원, 은행원 등) 

73 23.8 

서비스종사자(이미용·의료 보조서비스직, 운송·여가 

서비스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 

18 5.9 

판매종사자(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 통신판매 관

련직 등) 

17 5.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식품가공관련, 섬유·의

복관련, 가구·악기관련 기능직 등) 

1 0.3 

기타 13 4.2 

합계 307 100 

월평균 

가계 

수입 

100만원 미만 11 3.6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2 7.2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48 15.6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62 20.2 

400만원이상~600만원미만 101 32.9 

600만원이상~800만원미만 37 12.1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7 05.5 

1000만원 이상 9 3.0 

합계 30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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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변수들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이전에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여 변수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SPSS를 이

용하여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변

수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먼저 모녀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요인인 정보원 신뢰와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압력 내면화를 보면 정보원 신뢰의 경우 4.51의 평균을 가지

고 있어 중년기 어머니가 딸을 패션 정보원으로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의 내면화 정도는 평균 3.88로 딸을 정보원으

로 신뢰하는 정도보다는 낮다. 변수들 중 표준편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중

년기 어머니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내면화한 정도가 응답자들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모녀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인 동행쇼핑과 의복동조를 보면 동행 쇼핑의 평

균치가 4.94, 의복동조의 평균치가 4.1로 보통 중년기 어머니는 딸에 대한 

의복동조 보다는 동행쇼핑을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동행쇼핑과 의복

동조의 평균이 보통 이상이므로 중년기 어머니와 딸 사이에 패션 커뮤니케

이션이 동행쇼핑과 의복동조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모녀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로 가정한 모녀결속과 심리적 안녕감은 평

균 값이 각각 4.67과 5.16으로 보통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특히 심리적 안녕

감의 경우 모녀 결속보다 높은 응답치를 보여 응답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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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정보원 신뢰 4.51 1.1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내면화 3.88 1.27 

동행쇼핑 4.94 1.13 

의복동조 4.10 1.26 

모녀 결속 4.67 1.16 

심리적 안녕감 5.16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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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가설 검정에 앞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한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고자 하였다. 신뢰성은 척도간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신뢰도 

계수를 분석하였고, 타당성은 요인 분석의 Varimax 직교 회전에 의한 추출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 문항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1. 각 변수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1. 정보원 신뢰 

Varimax 회전 방법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원 신뢰

는 한 차원으로 확인 되었다. 측정 변인의 요인 부하량이 .9 이상이었으며, 

신뢰도를 알 수 있는 Cronbach’s α 값도 .910으로 매우 높아 신뢰도가 검

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정보원 신뢰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정보원 

신뢰 

내 딸은 패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정

보원이다. 
.934 

2.553 
85.11

1 
.910 내 딸이 주는 패션 정보는 신빙성이 있

다. 
.921 

내 딸은 매력적인 패션 정보원이다.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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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 문화적 압력 내면화 

Varimax 회전 방법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 문화적 

압력 내면화도 한 차원으로 확인 되었다. 측정 변인의 요인 부하량이 .8 이

상이었으며, 신뢰도를 알 수 있는 Cronbach’s α 값도 .847로 높아 신뢰도

가 검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내면화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

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사회  

문화적

압력  

내면화 

TV와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은 내가 

목표로 생각하는 유형의 외모이다. 
.914 

2.301 76.704 .847 

나는 흔히 여성 잡지(엘르, 보그 등)

의 모델과 내 외모를 비교한다. 
.883 

나는 화보나 광고의 젊어 보이는 여

자를 보면 나이보다 젊었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828 

 

 

1-3. 동행쇼핑 

Varimax 회전 방법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행쇼핑도한 

차원으로 확인 되었다. 측정 변인의 요인 부하량이 .8 이상이었으며, 신뢰도

를 알 수 있는 Cronbach’s α 값도 .887로 높아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자세

한 내용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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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동행쇼핑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동행  

쇼핑 

나는 딸과 자주 쇼핑(오프라인, 온라인, 

카탈로그, 홈쇼핑 등)을 한다. 
.881 

2.989 
74.71

9 
.887 

나는 나를 위한 제품을 살 때 딸과 자주

쇼핑을 한다. 
.872 

나는 딸과 자주 아이쇼핑(제품을 구매하

지 않고 구경)을 한다. 
.860 

나는 딸을 위한 제품을 살 때 딸과 자주 

쇼핑을 한다. 
.845 

 

1-4. 의복동조 

Varimax 회전 방법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복동조도한 

차원으로 확인 되었다. 측정 변인의 요인 부하량이 .9 이상이며, 신뢰도를 

알 수 있는 Cronbach’s α 값도 .804로 높아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15> 의복동조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의복  

동조 

딸이 가진 옷과 비슷한 옷이나 유사한 

상표의 옷을 사게 된다. 
.915 

1.673 
83.63

6 
.804 

내 딸과 나의 패션 스타일이 비슷하다.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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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모녀 결속 

Varimax 회전 방법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녀 결속도

한 차원으로 확인 되었다. 측정 변인의 요인 부하량이 .9 이상 이었으며, 신

뢰도를 알 수 있는 Cronbach’s α 값도 .833으로 높아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16> 모녀 결속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모녀  

결속 

나는 딸과 자주 여행을 한다. .926 
1.716 

85.78

7 
.833 

나는 딸과 자주 외식을 한다. .926 

 

1-6. 심리적 안녕감 

Varimax 회전 방법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안녕

감은 한 차원으로 확인 되었다. 측정 변인의 요인 부하량의 범위는 .7이상이

었으며, 신뢰도를 알 수 있는 Cronbach’s α 값도 .788로 높아 신뢰도가 검

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17> 심리적 안녕감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심리적  

안녕감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있다. 

.871 2.107 70.25

0 

.788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

는 것을 즐긴다. 

.858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개인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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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구성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AMOS 18.0을 사용하여 전체 

측정모형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8>과 <그

림 3>과 같다. Normed χ2 은 3 미만 일 경우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RMSEA는 .05이하이면 바람직하고, .10이하이면 수용할 만 하다고 하였으며, 

GFI, NFI, CFI, TLI는 .90 이상이면 적합도를 수용할 수 있다(이학식과 김지

훈, 2011)고 하였다. 따라서 주요 모델 적합도 지수가 기준 범위 내에 있었

다(χ2(df=109)=212.762, p=.000; Normed χ2=2.046; GFI=.930; CFI=.963; 

NFI=.930; TLI=.951; RMSEA=.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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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표준

화 계

수a 

t-값 AVE CR 

정보원 

신뢰 

내 딸은 패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정보

원이다. 
.852 -b 

.68 .86 
내 딸이 주는 패션 정보는 신빙성이 있다. .875 19.496 

내 딸은 매력적인 패션 정보원이다. .917 20.635 

사회  

문화적

압력  

내면화 

TV와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은 내가 목표

로 생각하는 유형의 외모이다. 
.926 -b 

.60 .82 

나는 흔히 여성 잡지(엘르, 보그 등)의 모

델과 내 외모를 비교한다. 
.700 13.309 

나는 화보나 광고의 젊어 보이는 여자를 

보면 나이보다 젊었으면 하고 바라게 된

다. 

.878 15.456 

동행  

쇼핑 

나는 딸과 자주 쇼핑(오프라인, 온라인, 

카탈로그, 홈쇼핑 등)을 한다. 
.836 -b 

.54 .82 

나는 나를 위한 제품을 살 때 딸과 자주쇼

핑을 한다. 
.831 16.802 

나는 딸과 자주 아이쇼핑(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구경)을 한다. 
.805 16.113 

나는 딸을 위한 제품을 살 때 딸과 자주 

쇼핑을 한다. 
.786 15.584 

의복  

동조 

딸이 가진 옷과 비슷한 옷이나 유사한 상

표의 옷을 사게 된다. 
.800 -b 

.52 .69 

내 딸과 나의 패션 스타일이 비슷하다. .841 12.282 

모녀  

결속 

나는 딸과 자주 여행을 한다. .815 -b 
.62 .76 

나는 딸과 자주 외식을 한다. .878 13.364 

심리적 

안녕감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개인 문제를 잘 관

리하고 있다. 
.632 -b 

.55 .78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803 10.200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있다. 
.806 10.206 

적합도 

지수 

χ2(df=109)=212.762, p=.000; Normed χ2=2.046; GFI=.930; 

CFI=.963; NFI=.930; TLI=.951; RMSEA=.058 

a: 요인 부하량은 표준화된 계수로 모든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함(p<.001) 

b: 비표준화 계수를 1로 고정, t값이 도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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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준화 계수 

<그림 3>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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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변수들 간의 수렴 타당성 및 판별 타당성 확인 

구성체 타당성은 구성 개념과 측정변수 간의 일치 정도에 관한 것으로 어

떤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의 값을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이학식과 김지훈, 2011). 주로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법칙 타당성(nomological validity)에 의

해 평가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수렴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위주로 알아보

기로 한다.  

수렴 타당성은 하나의 구성 개념에 대한 두 개의 측정 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상관관계 값이 클수록 수렴 타당성이 높다(이학식

과 김지훈, 2011). 수렴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평균분산추출

(averaged va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를 평가한다. AVE는 표준화 요인 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으로 .5 이상

일 때 수렴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이학식과 김지훈, 2011). 

본 연구의 변수들은 <표 18>에서와 같이 AVE값이 모두 .52이상으로 수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념 신뢰도는 한 구성 개념의 측정 변

수들간의 공유분산으로 요인부하량과 오차분산의 값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

으며, .7 이상이면 만족스럽게 여겨진다(이학식과 김지훈, 2011). 본 연구에

서 사용된 개념들의 개념신뢰도는 <표 18>에서와 같이 .69 이상으로 수렴타

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별타당성은 한 구성 개념이 실제로 다른 구성 개념과 얼마나 다른가에 

관한 것으로, 두 구성 개념의 AVE 각각이 그 두 구성 개념 간의 상관관계

의 제곱보다 클 경우 판별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학식과 김지훈, 2011). 

<표 19>를 보면 두 변수의 AVE 값이 상관관계 제곱 보다 높은 값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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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정보원 신뢰와 사회문화적 압력 내면

화의 AVE값은 .675와 .599이다. 그리고 이 두 변수의 상관관계 제곱 값

은 .102이므로 .675와 .599보다 작다. 그러므로 이 두 변수 간에 판별타당성

이 있다. 각 변수들 사이의 AVE값이 .524 이상이고 상관 계수의 제곱값

은 .373 이하이므로 모든 경우 변수들 사이의 AVE 값은 상관계수 제곱 값

보다 높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 간의 판별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표 19> 요인 간 상관계수, 상관계수 제곱, 평균분산추출 

변수 
정보원   

신뢰 

압력 

내면화 

동행 

쇼핑 

의복 

동조 

모녀 

결속 

심리적 

안녕감 

정보원 

신뢰 
.675c      

압력 

내면화 

.102 b  

(.320 a) 
.599     

동행 

쇼핑 

.220 

(.469) 

.089 

(.297) 
.536    

의복 

동조 

.196 

(.443) 

.235 

(.485) 

.345 

(.587) 
.524   

모녀 

결속 

.100 

(.317) 

.055 

(.235) 

.373 

(.611) 

.292 

(.540) 
.617  

심리적 

안녕감 

.114 

(.337) 

.005 

(.070) 

.105 

(.324) 

.036 

(.189) 

.237 

(.487)  
.547 

 a: 상관계수, b: 상관계수 제곱 값, c: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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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모녀 간 패션 커뮤니케이션(동행쇼핑, 의복동조)의 영향 요인이 되는 변수

(정보원 신뢰, 사회문화적 압력 내면화)와 결과 변수(모녀 결속, 심리적 안녕

감)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경로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검증한 결과는 <

표 20>, <그림 4>에서 알 수 있다. 적합도 지수는 Normed χ2 은 3 미만 

일 경우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RMSEA는 .05이하이면 바람직하고, .10이하

이면 수용할 만 하다고 하였으며, GFI, NFI, CFI, TLI는 .90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다(이학식과 김지훈, 2011). 주요 적합도 지수는 χ2(df=112)=256.303, 

p=.000; Normed χ2=2.309; GFI=.917; CFI=.950; NFI=.916; TLI=.939; 

RMSEA=.065로 수용할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표 20> 경로 모형 지수표 

가설 경로 

경로 

계수

(ß) 

t 값 
채택 

여부 

1-1 정보원 신뢰 -> 동행쇼핑 .428 7.063*** 채택 

1-2 정보원 신뢰 -> 의복동조 .344 5.474*** 채택 

2-1 사회문화적 압력 내면화 -> 동행쇼핑 .175 2.975** 채택 

2-2 사회문화적 압력 내면화 -> 의복동조  .398 6.074*** 채택 

3-1 동행쇼핑 -> 모녀 결속 .456 6.096*** 채택 

3-2 의복동조 -> 모녀 결속 .256 3.378*** 채택 

3-3 모녀 결속 -> 심리적 안녕감 .486 6.945*** 채택 

적합도

지수 

χ2(df=112)=256.303, p=.000; Normed χ2=2.309; GFI=.917; CFI=.950; 

NFI=.916; TLI=.939; RMSEA=.065 

***: p<.001,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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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 

 

첫째, 정보원 신뢰의 영향을 보면 동행쇼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1-1이 지지되었고, 의복동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설 

1-2도 지지되었다. ‘정보원 신뢰 –> 동행쇼핑’ 과 ‘정보원 신뢰->의복동조’ 

경로의 영향력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수신자가 정보원을 신뢰

하면 정보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태도를 형성하거나 바꾸는 과정을 겪는다는 

선행연구(박성화, 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세대간 영향력에 관한 선

행연구에서 상대방의 전문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세대간의 영향력이 커진다

는 연구결과(Shah and Mittal, 1997)와 일맥상통한다. 정보원으로서 신뢰하

는 정도는 의복동조(γ=.344)보다 동행쇼핑(γ=.428)에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원에 대한 신뢰는 의복동조보다 동행쇼핑

이라는 행동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 내면화의 경우, 동행쇼핑에 .01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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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이는 능력 및 

의견 비교를 위해 사회적 쇼핑을 한다는 연구결과(Kang and Park-Poaps, 

2011b)와 그 의미가 같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 내면화는 의복동조에

도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가 지지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녀간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규범적 동조 측면이 있다

는 것을 암시한다. 사회문화적 압력 내면화는 동행쇼핑(γ=.175)보다 의복동

조(γ=.398)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압력이 내면화 될 경우, 경험 측면이 강한 동행쇼핑보다는 즉각적인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의복동조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동행쇼핑이 모녀 결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동행쇼핑 -> 모녀 결속’은 .001 수준 에서 유의했다. 이

는 사회적 쇼핑이 그 자체로 사회적 유대감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

구(Kang and Park-Poaps, 2011a)와 동행쇼핑이 모녀에게 추억으로 여겨지

고 서로 소중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기회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Minahan 

and Huddlestone, 2013)와 상당히 관련이 깊다. 의복동조가 모녀 결속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2가 지지되었다.  ‘의복동조 -> 

모녀 결속’은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이것은 패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받아들이는 동조 행동이나 서로의 패션 스타일이 비슷한 데에서도 

모녀 결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 태도

의 일치 정도(합의적 결속)도 세대간 결속의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리고 모녀

는 서로를 동일시 하는데(Hammer, 1976; Boyd, 1989 재인용), 패션 스타일

이 비슷하면 서로에 대한 동일시가 커져 결속이 강화된다고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모녀 결속에 미치는 영향력은 동행쇼핑(γ=.456)이 의복동조(γ=.256)

보다 커서 실제로 모녀간에 쇼핑을 통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정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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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 행동보다 모녀 결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녀 결속이 중년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였다. ‘모녀 결속 -> 심리적 안녕감’은 .001수준에서 유의했다. 따라서, 패

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증가한 모녀 결속은 결과적으로 중년 여성의 심리

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모녀간 결속이 높을 수록, 부모

의 긍정적인 심리 상태(자아존중감, 인생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힌 선행연구

(김효정과 김명자, 1995; 박옥임, 1997; 조병은, 1990)와 맥락이 같다.  

 

 

 

 

 

 

 

 

 

 

 

 



61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나이에 관계 없이 미를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특히나 서비스 혹은 제품 마케팅을 위한 기업의 광고나 대중 매체

는 겉으로 보여지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는 중장년

의 여성으로 하여금 더 젊어 보이기 위해 외모 관리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렇듯 매체에서는 주로 비현실적인 외모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지속적으

로 제시하고, 중년 여성이 자신의 실제 외모와 매체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

과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중년 여성에게 딸이 패션 정보원

이자 의복동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가족은 사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상호작용이 가장 빈번한 1차 집단으로서 한 개인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다. 가족 구성원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어

머니와 딸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졌으며, 나

이가 들어서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년 여성인 어머니에게 있어 성인기의 딸은 유행하는 스타일과 패션 정

보를 알려주는 가장 가까운 정보원이다. 가족과 패션, 쇼핑에 대한 그 동안

의 연구에서는 주로 어머니가 딸에게 패션 정보를 알려주거나 쇼핑 기술을 

가르치는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탐구되었다. 그러나 젊음과 아름다움을 강요

하는 광고, 드라마, 예능으로 가득 찬 현대 사회를 고려할 때, 패션에 관련

된 모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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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과 딸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패션에 관한 커뮤

니케이션을 동행쇼핑과 의복동조로 간주하고 그 영향 요인과 효과를 알아보

았다. 동행쇼핑은 모녀간의 쇼핑을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쇼핑 후에 같이 물

건을 열어보고 이야기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주

로 동행쇼핑의 경험을 인터뷰 형식으로 파악하는 것에 그쳤다면 본 연구에

서는 동행쇼핑이라는 개념을 보다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복동조라

는 개념은 실제로 모녀 간에 스타일이나 브랜드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위주

로 측정되었다.  

먼저 모녀간의 패션 커뮤니케이션(동행쇼핑과 의복동조)의 영향 요인을 

탐구하였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딸을 정보원으로 신뢰하

는 정도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중년여성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을 내면화한 정도가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그

리고 패션 커뮤니케이션은 모녀간의 상호작용의 일종이므로 패션을 도구로 

하여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정보를 교환할수록 모녀간, 중년 여성 

본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예상하였다. 특히, 모녀 결속과 중년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307명의 만 4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시행 되었으며 표본은 

전문 리서치업체의 패널들 중 만 15세 이상의 딸이 있는 여성으로 선정하였

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1.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18.0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인과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구조 방

정식 모델링을 사용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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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년 여성과 딸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요인을 밝혔다. 중년 

여성이 딸을 정보원으로 신뢰할수록,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압력이 

내면화 될수록 동행쇼핑을 빈번하게 하고, 딸에 대한 의복동조 성향이 높은 

것이 밝혀졌다. 동행쇼핑에는 개인적인 요인인 딸을 패션 정보원으로 신뢰

하는 정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보다는 어머니 

본인이 딸에 대한 신뢰가 동행쇼핑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의복동조에는 사회적인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압력의 내면화 정도가 딸을 정보원으로 신뢰하는 정도보다 큰 영향

을 미쳤다.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 중년 여성이 

딸과 패션 스타일을 유사하게 하거나 딸이 착용하는 브랜드를 같이 착용하

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모녀간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현상으로 동행쇼핑과 의복동조를 확인

하였다. 모녀간에는 패션을 주제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한다. 본 연

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젊은 딸을 패션 정보원으

로 사용하는 동행쇼핑과 의복동조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통계적

으로 확인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 이상의 동행쇼핑과 의복동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모녀간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밝혔다. 우선 동행쇼핑과 의복

동조 현상 모두 모녀 결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동행쇼핑이 의

복동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패션에서 정보적인 교환

의 측면 보다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측면이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모녀 결속이 강화되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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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중년 여성이 딸과의 결속이 강화되면 딸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인지하거나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로 인해 본인이 느끼는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모녀간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은 모녀 결

속을 강화시키고 나아가서 중년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까지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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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중년 여성과 딸의 커뮤니케이션의 동기와 효과에 대해 살펴보

았다. 특히 어머니의 딸에 대한 의복동조 현상과 어머니와 딸의 동행쇼핑을 

중심으로 영향 요인과 결과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 그간 잘 다뤄지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딸의 영향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패션을 주제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을 다룬 논문들은 주로 사회화의 관점

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탐구하였다(김미선, 2002; 

김미선 외, 2003; 윤미영, 2009; 윤초롱 외, 2009; 이미현, 2005 등). 선행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의복 스타일이 아이들의 의복 스타일에 영향을 주거나, 

어머니의 쇼핑 스타일이 아이들의 쇼핑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주

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상황과 맞물려 역 사

회화의 관점에서 딸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마케팅이나 소비자학에서 주로 다뤄져 온 세대간 영향력을 기반으로 

동행쇼핑 현상과 의복동조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영향력은 소

비자 행동 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개념이나 세대간에 사용하는 브랜드나 의

복 착용 스타일의 유사성으로만 측정되어 왔다. 또한 그 이면에 세대간 영

향력이 나타나는 원인에는 다양한 설명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행쇼핑

과 의복동조에 대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동행쇼핑의 다양한 측면과 의복동

조의 특징적인 측면을 파악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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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는 가족간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대해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심층 면접을 이용하

여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Gavish et al., 

2010; Minahan and Huddleston, 2013). 이는 어머니와 딸 간에 다양한 상

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변수들간의 관계를 동시에 파악

하고 결과를 실증적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커뮤니케이션을 동행쇼핑과 의복동조라는 현상으로 한정하여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동행쇼핑은 설문지법을 통하여 측정된 적이 거의 없

어, 동행쇼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실증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딸간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긍정적인 사회, 

심리적 효과를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대중매체에 의해서 중년 여성이 느끼

는 젊음에 대한 압력이 어머니와 딸간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하지만, 

패션 커뮤니케이션은 중년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 그 자체로 긍정적

인 효과가 있었다. 특히 여성에게 중년기는 갈등이 많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변화가 많은 시기이므로 모녀간 패션 커뮤니케이션은 가족간의 지지나 격려

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식될 수 있고, 결국 모녀 관계와 중년 여성의 심리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패션 산업 및 시장에 제안할 수 있는 몇 가지 실무적 

측면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첫째, 어머니가 딸을 패션 정보원으로 신뢰할수록 모녀간 동행쇼핑과 딸

에 대한 의복동조가 많이 일어나므로,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패션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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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나 유통 기업은 딸을 타겟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여러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의 경우, 딸 연령대에 맞는 브랜드와 어머니 

나이 대에 맞는 브랜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딸에

게 프로모션 활동을 하는 동시에 딸을 통해 딸의 어머니에게도 효과적인 마

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 쇼핑, 해외 직구 등 새로운 쇼핑 

방법을 이용하여 브랜드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딸을 어머니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좋은 채널이 되므로, 딸을 통한 마케팅이 효과를 볼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액세서리나 잡화 브랜드는 의류 브랜드보다 더욱 폭 넓은 타겟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는 어머니와 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가

족 구성원이 사용하는 브랜드는 그 자체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Olson, 1983). 특히,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

가 가족에게 소구 하는 광고를 한다면 가족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라는 측면에서 품질의 내구성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동행쇼핑과 의복동조는 모녀 결속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므로, 유통 업체나 패션 브랜드는 동행쇼핑을 장려하는 마케팅을 통

해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효과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다. 특히 유

통 기업이나 패션 기업이 광고를 통해 패션을 주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족 관계와 중년여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어필할 수 있

을 것이다. 가족의 구성원이 함께 즐기는 쇼핑이나 쇼핑 과정 중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의 좋은 면을 강조하여, 가족의 다양한 구성원이 브랜드나 쇼

핑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구매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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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절에서는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모녀간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을 동행쇼핑과 의복동조

라는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그러나 모녀간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다

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패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

거나 어머니가 필요한 상품을 딸이 대신 구매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를 투입하여 

모녀간 패션 커뮤니케이션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폭 넓게 포함하는 문항을 사용할 수 있다. 모

녀 결속, 동행쇼핑, 의복동조의 개념도 더욱 다양한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행쇼핑의 경우에도 빈도 이외에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정도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동행쇼핑은 특히 개발되

어 있는 문항이 없어 다양한 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모녀 간의 결속이 이미 높아 패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할 가

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과 관계와는 반대로 모녀 결속이 높은 

모녀가 동행쇼핑과 의복동조를 할 가능성도 있고, 모녀 결속이 다시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강화되는 순환적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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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members have diverse influence on each other about consumption 

behavior or brand preference. Prior study mainly has focused on parents’ 

influence on their children. Especially, much study discussed about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style and consumption behavior of children. Media 

and advertisement emphasize to be seen as younger than actual age is the 

absolute rule of beauty. In this situation, middle-aged mothers could 

perceive their daughters as useful informants. Therefore, this study assumes 

daughters are powerful informants to their middle-aged mothers. 

Researcher tries to illuminate influence factors and effect of mother-

daughter fashion communication focusing on co-shopping and clothing 

conformity.  

 To begin with, middle-aged mothers trust their daughters as fashion 

informants in terms of personal aspect. Additionally, the degre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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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izing sociocultural pressure about appearance has impact on 

mother-daughter fashion communication. Also, researcher wants to shed 

light on co-shopping and clothing conformity as a typical mother-daughter 

fashion communication. Finally, mother-daughter fashion communication 

could enhance solidarity of mothers and daughters and increase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To test hypothesis,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31th to August 

5th in 2014. The age of subjects was between 45 to 65 years old and 307 

women answered surveys. All subjects had one daughter at least who was 

over 15 years old. Researcher used SPSS and AMOS to confirm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s and test relationships of variab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fluence factors of mother-daughter fashion communication are 

revealed. If middle-aged mothers perceive daughters as fashion informants 

or internalize sociocultural pressure about appearance, mothers and 

daughters co-shop frequently and the degree of mother’s clothing 

conformity increases.  

 Second, Researcher reveals co-shopping and clothing conformity are 

typical mother-daughter fashion communication. There are many kinds of 

mother-daughter fashion communication. In this study, middle-aged 

mothers and their daughters co-shop or middle-aged mothers conform 

daughters in terms of fashion.  

 Third, the effect of mother-daughter fashion communication is confirmed. 

Co-shopping and clothing conformity have positive influence on solidarity 

of mothers and daughters. Co-shopping has more influence on solidar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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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s and daughters than clothing conformity has. It means that sharing 

experience has more influence on solidarity than sharing knowledge. If 

solidarity gets stronger, the degree of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increases. Mother-daughter fashion communications have positive effects 

on mothers’ psychological stat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ecause the study casts light on daughters’ 

influence on mothers. Researcher postulates that women of every age have 

pressure about younger appearance nowadays so young daughters who 

know latest fashion trends and information could have impact on their 

middle-aged mothers. The research based on intergenerational influence 

which has been discussed in marketing and consumer science to explain co-

shopping and clothing conformity. Additionally, the study determines 

positive effect of mother-daughter fashion communication. 

 Based on this research, fashion brands targeting middle aged mothers or 

mothers and daughters together could emphasize positive effect of mother-

daughter fashion communications with their products or make new 

marketing strategies targeting daughters.  

 

Keywords : middle-aged women, mother and daughter, fashion 

communication, intergenerational influence, co-shopping, clothing 

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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