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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발전된 ICT 는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지금까지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ICT 관련 전략기술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기술은 

전례 없는 개인화 서비스를 이끌었고, 이는 패션산업에서 서비스 제공과 

제품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본 연구는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인화 서비스 중에서 패션 산업의 제품기획 및 

생산의 패러다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큐레이션과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에 주목하였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여러 패션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지만, 

생산비용의 증가와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 기술을 비롯한 3D 바디스캐팅, 3D 프린팅 기술 등의 

발달은 기업이 비교적 용이하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또한 소비자 자신 스스로 제작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슈머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맥킨지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의 미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의 마케팅 전략의 

적합성을 양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논의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큐레이션은 기업에서 축적된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훨씬 

정교해지고 있다.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개개인의 소비자에게 

적합한 개인화된 상품을 추천하여 소비자의 구매여정을 단축, 만족감 



ii 

 

 

증대라는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큐레이션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기 

떄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큐레이션의 혜택과 위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소비자의 태도를 행복감으로 측정하였다. 행복감은 

단순히 소비자의 긍정적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경험에서 기인하는 

삶의 만족, 긍정적 감정을 포함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다차원적인 변수이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의 일상에서 디자이너가 

되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소비자는 자신의 일상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큐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인화 서비스 

경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행복감에 주목하였다.  

연구 1 은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이 소비자의 행복감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호주의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슈즈오브프레이(Shoesofprey)를 자극물로 

선정하여, 실험 참여자가 직접 신발을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을 경험하게 

한 후에,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총 168 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고, SPSS 23.0 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은 소비자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커스커마이제이션 경험과 행복감과의 관계는 최적의 행복감을 

주는 핵심 선행변수인 자율성, 유능감이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디자이너가 되어보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을 통해 

작가적 자부심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행복감의 강력한 

선행변수로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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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는 큐레이션 특성이 소비자의 행복감, 기업신뢰,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큐레이션 기반 패션 

기업의 대표 사례인 미국 브랜드 스티치픽스(Stitchfix)의 가입과정, 이용과정, 

실제 소비자의 구매 후 리뷰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자극물로 제작하여 

응답자에게 큐레이션 서비스를 간접경험하게 하였다. 총 285 부의 설문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고, SPSS 23.0 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큐레이션 서비스가 가진 혜택인 유용성과 확실성은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위험 요소인 프라이버시 염려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또 하나의 위험 요소인 인지된 

제약감은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이 

밝혀졌다.  

연구 2 에서는 추가적으로 큐레이션 기반 기업의 인지된 지속가능성을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고, 큐레이션의 특징과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큐레이션의 프라이버시 염려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외의 변수인 유용성, 확실성, 

통제감은 지속가능성의 세 차원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비록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지만,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는 혜택의 크기가 위험보다 더 크다고 인지하여 큐레이션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1과 연구 2의 실증적 분석 결과, 두 차원의 개인화 서비스 경험은 

소비자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복감은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높이고 기업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통계 결과로 보아,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큐레이션은 기업의 경제적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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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CT 와 만나 더욱 정교해진 두 차원의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적합성을 양적으로 증명하였다. 두 차원의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도를 밝히고, 소비자의 태도를 만족과 긍정적 

감정을 포괄하는 행복감으로 측정하였다는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개인화 서비스 경험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패션제품의 개인화 서비스 연구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큐레이션과 커스터마이제이션의 경험을 통해 패션제품 구매에 

만족과 긍정적 감정을 인지하게 되어, 개인화 서비스의 수용과 확산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더욱 행복한 소비자를 만들어주고, 

기업에게는 경제적 성장동력이 되는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큐레이션은 미래의 

패션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패션 

리테일러들은, 개인화 서비스가 보편화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패션 제품 

생산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화 

서비스로 인한 공급망 관리, 유통관리, 공급망 관리, 제품 기획가 변화될 

것이므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빅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패션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ICT, 개인화 서비스, 행복감, 커스터마이제이션, 큐레이션, 지속가능

성, 구매의도. 

 

학  번 : 2015 - 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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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최근 가장 큰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가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과 결

합하여 지금까지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

델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20세기 후반 시작된 인터넷 혁명은 정보사회, 

글로벌화와 같은 메가트렌드를 변화시키는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을 뿐

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내는 시발점이 되었다. 디지털화, 네트워

크화의 원동력이 되는 ICT는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

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된 ICT(Mitrea, Werner & Greif, 2010)는 소비자의 소비 

패러다임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Gatner가 2017년에 기업들이 주목

해야 할 10대 전략기술 트렌드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

넷(IoT: Internet of Things),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지능형 앱(Intelligent App), 디지털 기술 플랫폼(Digital 

Technology Platform), 빅데이터(Big data) 등을 지목하였다. ICT는 여러 산업에 

두루 적용 될 것으로 전망되며, 패션 산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10대 ICT 트렌드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기술은 개인화 

서비스를 이끌었고, 이는 패션산업에서 서비스 제공과 제품 생산 패러다임

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본 연구는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

었다.  

ICT의 발달로 인한 더욱 용이해진 개인화는 사실 예전부터 주목 받아 

왔다. Prahalad & Krishnan(2008)은 한 명의 고객을 위해 글로벌 자원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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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N=1’,‘R=G’(Global access to Resource: 자원의 글로벌 접근) 개념을 소개

하면서 개인화 된 고객경험과 글로벌 자원 네트워크 활용의 중요성을 주장

하였다. 개인화 서비스는 개인화의 적용 범위인 서비스와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개인화를 위한 소비자의 참여 단계에 따라서 차원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패션 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패션 산

업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Henke et al, 2016), 큐레이션

(curation)서비스와 커스터마이제이션(customization) 제품에 초점을 맞추었다.  

큐레이션은 기업에서 축적된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맞는 맞춤

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훨씬 정교해

지고 있다.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사이트인 아마존

(Amazon)의 경우 매출의 35%가 소비자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루어진 기업의 추천(e.g., more recommendations)으로부터 발생하고, 

넷플릭스(Netflix) 또한 대여되는 영화의 2/3가 추천(e.g., one’s pick)으로부터 

발생한다(Konstan & Riedl, 2012).  

또한 기성품의 일부를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바꾸어 자신

만의 제품을 디자인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생산단계에서 소비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개인화의 예로(Heizer & Render, 2011), ICT와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비용과 생산 측면에서 훨씬 용이해졌다(Peng et al., 2011; Foster 

& Heeks, 2013; Ramani, SadreGhazi, & Duysters, 2012). 자신의 노력과 취향이 반

영된 커스터마이제이션 상품은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높여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다(e.g., Fuchs, Schreier, & Osselaer, 2015). 개인화 

서비스는 기업의 매출 상승을 이끌며, 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은 명백

한 사실로 보인다.  

최근 ICT 를 주축으로 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하여 소비자는 이례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소비자는 여름에 열리는 가을/겨울 패션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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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추운 겨울에 있는 듯한 실제감과 더불어 두꺼운 모

직 코트를 입은 런웨이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한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검색

하고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온라

인이나 모바일로 갑자기 날아오는 할인쿠폰은, 너무 시기가 적절하여 나의 

온라인 장바구니를 누군가 모니터링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것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인하여 나의 구매여정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가능

해졌다. 이와 같이, 소비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개인

화 서비스에 노출되어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화 서비스를 경험하기

도 하고,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같은 특별한 개인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기업

이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로 인한 일상적이거나 특별한 개인화 경험은 소

비자의 삶의 태도,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건들로 인한 소비자의 삶의 태도, 만족감, 

긍정적 감정을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행복감으로 측정해 왔다(e.g., 

Bhattacharjee & Mogilner, 2013; Guevarra & Howell, 2015). 일반적으로 사람들

은 일상에서 하게 되는 특정 경험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Lyubomirsky & Layous, 2013). 행복감의 정의는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감정’이다. 행복감은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추구해온 삶을 사는 궁극적 목표로(Russell, 1930), 행복감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과거에 는 

행복감을 감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고 행복감을 긍•부정 감정을 측정하는 

도구로 보는 심리학적 관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행복감은 감정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자신의 삶의 만족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

를 의미한다(Diener & Scollon, 2003). 즉, 행복감은 단순히 기쁨, 즐거움과 같

은 긍정적 감정을 넘어서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며(Diener et al, 

1999; Myers & Diener, 1995), 삶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행복감은 인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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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될 수 있다(최인철, 2016; Gray, 1990). 행복감을 인지하게 하는 요소는, 부

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을 더욱 자주 경험하게 되는 감정요소(Diener, Suh, 

Lucas, & Smith, 1999)와 삶의 가치와 목적을 느낄 때 발행하는 의미요소

(Lyubomirsky, 2011; Lyubomirsky & Layous, 2013)로 구성된다(Ryan & Deci, 2001; 

Sääksjärvi, Hellén, & Desmet, 2017).  

소비는 긍정적 감정을 인지하게 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여러 

차례 선행연구에서 증명되었다(Alba & Williams, 2013; Bigné, Mattila, & Andreu, 

2008; Burroughs & Rindfleisch, 2002; Dhar & Wertenbroch, 2000; Zhong & Mitchell, 

2010). 또한 Baumeister et al. (2013)은 행복감의 감정적 요소는 개인의 필요와 

욕구의 만족에 기인하며, 더 행복한 소비자를 만들고자 소비자의 행복감 증

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제품에 대한 개인화 서비스를 통한 구매경험이 소비자의 삶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소비자의 긍정적 감정, 만족에 대한 태도를 나

타내는 행복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큐레이션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소비자들의 행복감과 행복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행동의도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소

비자의 행복감에 초점을 맞춘 것은 개인화는 소비자의 참여 없이는 완벽한 

개인화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Wang, Duong, & Chen, 2016), 소비자의 삶

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인 행복감이 적절한 변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복감을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기 위해서, 몇몇의 연구자들은 

Deci & Ryan(2012)의 자기결정이론을 사용하였다(Maltby & Day, 2001; Wilson, 

Rodgers, Fraser, & Murray, 2004). 자기결정이론은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

적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충족될 때 인간은 최적의 행

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욕구는 

자율성이다. 최적의 행복감에 대한 강력한 선행변수인 자율성에 대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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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연구에서 주목한 개인화 서비스인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큐레이션에 존

재한다. 두 개인화 서비스의 자율성에 대한 차이는 소비자의 개인화 참여 

시점, 참여 수준, 참여 방법에서 기인한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가 자

신이 구매하고 싶은 제품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기업은 소

비자에게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생성한 개인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이

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생산과정에서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자율성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큐레이션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하여 결과물을 

제시하는 서비스로 소비자의 참여는 기업이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정도로 이루어진다. 큐레이션을 위

한 개인화 과정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소비자는 제한된 정보/제품을 제공받

기 때문에 제약감을 경험하게 된다. 제약감은 자율성과 반대가 되는 개념으

로 서로 상반된 특성을 가진 두 개의 개인화 서비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1에서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이 자율성을 인지

하게 되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2에서는 큐레이션 경험을 통해 소

비자가 제한된 정보로부터 인지된 제약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자 한다. 

McKinsey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재의 미래다’라고 언급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Gandhi, Magar, & Roberts, 2014). ICT, 디지털, 생산기술, 3D 

프린팅, 3D 바디 스캐너 등의 발전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의 비용을 줄여주어 

기업에서 비교적 쉽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다. 커스터

마이제이션 제품은 소비자가 제작과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 지는데,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에 사용되는 도구(e.g., 판매 구성기(sales configuration), 

툴 킷(tool-kit), 메뉴 바(menu bar) 등)는 매우 쉽게 소비자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과정에서 유능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제품의 요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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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방대한 옵션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함으로써 디자인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생산과정을 통제한다는 자율성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소비자는 창작자로서 작가적 자부심을 인지하게 된다. 

창작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자율성과 유능감에서 기인하는 작가적 자부심은 

소비자가 최적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커스터

마에제이션은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혜택은 

소비자에게 행복감을 줄 것이며, 구매의도가 높아지게 하여 기업에게 경제

적 성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관한 논의는 제 

3장 연구 1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Bhaskar(2016)는 큐레이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산과 창조성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에서 주

도하는 큐레이션은 소비자에게 적절한 상품이나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함으

로써 유용성을 인지하게 하고, 자신에게 개인화 된 맞춤형 서비스를 받았다

는 혜택을 인지하게 한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적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큐레이션은 개인정보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의 

문제가 잔재해 있다. 또한 선별된 정보를 제공받게 되기 때문에 기업에 의

해서 정보를 통제 당하고 있으며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정보 안에 갇히게 

된다고 인지하게 될 것이다(Pariser, 2011). 소비자는 온라인 상에 자신의 정

보가 노출되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자신의 개인 정보가 사용될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지만(Phelps, Novak, & Ferrell, 2000), 개인화 서비스의 편리함

으로 인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개인화 채택 과정에서 격게 되는

갈등과 역설적인 행동을 프라이버시 패러독스(Privacy paradox)라고 한다

(Awad & Krishnan, 2006).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는 프라이버시 계산이론(Privacy 

Calulus Theory)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은,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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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여부를 결정할때, 위험/비용-혜택 분석 과정을 거쳐서 혜택이 높을 경우 

소비자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개인화를 채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Xu, Luo, 

& Rosson, 2011). 본 연구는 두 개의 프라이버시 이론을 바탕으로 큐레이션이 

가진 상반된 특성을 각각 고찰하여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이는 제 4장 연구 2에서 자세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기업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경영전략이 된 

지속가능성과 개인화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Prahalad & 

Krishnan, 2008).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고 정의된다(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 

World Wildlife Fund, 1980).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은 환

경적 차원을 바탕으로 자연 생태계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고, 이를 전제조건

으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성장하고,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더불어 생산활

동과 동시에 기부활동,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문화적 기회 등의 사

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활동을 하여 범사회적으로 기업의 경영은 선순환되

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갖추게 되면, 사회 구성원으로

서의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만족감이 증진될 것이다(Daly, 1973).  이 

관점에서, Daly(1973)와 Meadows(1998)는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

감이며, 이 행복감은 긍정적 감정, 자아실현, 만족감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언급했다.  

다른 산업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패션 산

업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패스트 패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00~2014년 사이 연간 의류 생산량 2배 증가(2014년 전 세계 의류 생산은 

118조 2천억원 정도)하였고, 판매량은 60% 증가하였다. 이로 인한 의류 쓰

레기는 미국에서만 1인당 약 36kg이 증가하였다(Wicker, 2016). 패스트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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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단은 폴리에스테르로 2016년 한 해 동안만 

2,130만 톤이 생산되었고, 석유와 석탄이 주 원료로 재활용되지 않고, 생산

과정에서 천연섬유인 면 보다 3배의 CO2가 방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패스트 

패션은 비지속가능성(unsustainability)을 상징한다며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

다(Joy, Sherry, Venkatesh, Wang & Chan, 2012). 슬로우 패션, 업사이클링 패션 등 

지속가능한 방향이 많이 제시 되고 있지만, 친환경에만 중점을 둔 전략은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디지털, 정보통신 테크놀로지의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패션 산업의 제품 생산과 서비스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 이 변화에 발맞춘 올바른 전략과 전술은 반드

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올바른 전략과 전술은 반드시 패션산업의 지속가

능한 성장과 소비자의 지속가능성을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산업에서 생산과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개인화가 지속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할 

것이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존재하여, 이론

적 고찰과 함께 논의 할 것이다. 큐레이션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개인화 서

비스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연구 2에서 큐레이션과 인지된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논의를 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소비자의 일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패션제품의 개인화 서비스가 소비자의 행복감과 

행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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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간략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ICT의 발달로 인해 기업이 더욱 정교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배경과,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게 된 

개인화 서비스가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히고, 연구의 목적과 세부적인 연구의 방향 및 

연구의 전체적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개인화 서비스가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제 1절에서는 먼저 ICT의 

발전과 패션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제 2절에서는 개인화의 개념과 본 

연구에서 주목한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큐레이션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제 3절에서는 개인화와 행복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행복감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경험재로써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1985)을 제시하였다. 또한 큐레이션과 소비자의 

행복감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이론(Awad & Krishnan, 

2006)을 제안하였다.  

제 3장은 연구 1로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 1절에서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을 

하는 동안에 인지하게 되는 심리적 혜택인 자율성, 유능감, 작가적 자부심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심리적 혜택이 소비자의 행복감과 구매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변수들간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제 2절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구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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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는 연구 1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이 때, 실증조사를 위한 자극물로 

사용된 온라인 사이트 소개와 커스터마이제이션 단계를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실증조사의 절차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 4절 연구결과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5절에서는 연구 1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하였다. 

제 4장은 연구 2로 큐레이션이 소비자의 행복감, 기업태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 1절에서는 큐레이션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큐레이션이 가진 상반된 특성인 혜택과 

위험으로 나누어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제 2절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도출하였고,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제 3절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는 실증연구를 위한 자극물로 큐레이션 기반의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리테일러의 소개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 후로 실증조사에 대한 절차를 서술하였다. 제 4절 

연구결과에서는 연구모델 2를 검증하기에 앞서 큐레이션의 특성과 인지된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후, 연구모델2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큐레이션의 인지된 지속가능성이 행복감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큐레이션의 특성과 기업의 인지된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추가분석하여, 분석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5절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제 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문을 요약하고 연구 1과 2에 

대하여 통합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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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개요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１-1>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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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개인화 서비스가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1절에서는 ICT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패션산업의 변화와 소비자의 역할 변화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제 2절에서는 개인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고, 제 3절에서는 

개인화와 행복감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자기결정이론과 프라이버시 이

론을 살펴보았다. 제 4절에서는 개인화 전략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

의를 하였다.  

 

제 1 절 ICT의 발전과 패션 산업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약자인 ICT는 통상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s)을 통해

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서 통신기술과 정보기술의 통합적 

형태를 의미한다(노용진, 2014). 이는 여러 산업에서 데이터수집•처리•분석 

과정의 자동화, 전산화, 시스템화 등에 적용되고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기술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ICT와 관련된 주요 기관(e.g., Gartner, 정보

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ICT 관련 기대되는 기술로 IoT, 인공지능, 보안, 배

터리,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을 주목했다(양지훈, 2016). ICT가 발전함에 따

라 기업은 온라인에 누적된 빅데이터의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이전과는 다른 

개인화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ICT 발달 이전

에 인터넷 혁명과 컴퓨터 기능을 갖춘 손안의 기기인 모바일, 타블릿 PC 등

의 상용화는 과거의 수동적인 소비자에게 능동적•체험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로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ICT에 따른 패션 산업의 변화 중 하나인 개인화 서비스의 등장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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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역할 변화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ICT의 발전과 서비스의 변화: 개인화 서비스 

 

ICT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또한 제공 할 수 있

는 서비스는 두드러지게 변화하고 있다. 서비스란 경제학에서는 ‘용역’으로 

이해함으로써 유형재인 ‘제품’과 구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경영학 및 마케

팅 분야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또는 상품 판매와 연계해서 제공

되는 모든 활동, 편익, 만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Alexander & The Committee 

on Definitions of the AMA, 1960). 서비스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련의 활동으로, 서비스 산업뿐 만 아니라 제조 산업에

서의 서비스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이유재, 2009).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사의 유형 혹은 무형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자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때 고객에게 경쟁의 위치에 있는 타사와 차별화 되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이

유재, 2009; Vargo & Lusch, 2004). 이에 전통적인 마케팅의 관점이 제품 중심이

었다면, 점차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Vargo & Lusch, 2004). 특히, 생

산기술력이 향상함에 따라 기업간 제품의 질의 차이가 줄어들어 소비자의 

구매결정과정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ICT의 발전은 기업이 다수의 불특정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형적인 서비스

가 아닌 개개인에게 더욱 신속하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Henke et al., 2016).  

Henke et al.(2016)은 온라인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의 

발전은 여러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그 중 하나

로 혁신적인 개인화를 지목하였다. 빅데이터의 분석은 소비자의 아주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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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징까지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특성에 근거하여 소규모의 집단

으로 분류하고 이 결과를 광범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개개인의 소비

자에게 맞게 설정하여 맞춤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Henke et al., 2016).    

특히 리테일 채널 중에서 온라인이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의 중심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큐레이션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모든 잠재 소비자

에게 자사에서 특별 기획한 상품을 동일하게 추천하고, 동일한 광고를 노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이었다. 과거에도 기업은 개개의 소비자에

게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늘 관심을 가져 왔는데, 예를 

들어, 고객이 특정 상품을 찾기 위해서 검색 기능을 이용할 때 검색어에 기

반한 연관 추천 상품을 제공해 주어 부족한 검색결과를 보완해 주는 추천서

비스가 있다(Zhang & Jiao, 2007). 최근에는 개인 별 최근 클릭/검색/구매 이력 

기반 맞춤형 상품 추천과 최근접 이웃 탐색(nearest neighbor search) 알고리즘

에 의한 유사 사용자들로부터 상품을 추천하는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통

해 개인화 서비스가 더욱 정교해졌다.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아 

놓고 며칠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바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제공하거나, 

연관 상품이나 필요할 것 같은 상품을 예측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여주

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Henke et al., 2016). 현재 발전된 빅데

이터 분석 기술은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을 뿐

만 아니라, 개인화 콘텐츠 제작 비용 절감에도 영향을 주었다. 고객의 SNS, 

블로그 등에서 고객의 개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온라

인 채널에서 구매결정이 유보된 방문만 했던 페이지를 분석하여 어떤 상품

을 구매하지 않았는지를 분석, 즉 페이지를 이탈한 사유를 분석하여 맞춤형 

개인화 마케팅을 수행한다(Henke et al., 2016).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적인 기업인 아마존의 경우 판매의 35%가 추천으로부터 발생하고, Netflix는 



15 

 

 

대여되는 영화의 2/3가 추천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한다(Konstan & Riedl, 2012).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 하나인 구글에서 개

개인의 소비자의 검색기록을 기반으로 뉴스 선별하여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데, 38% 이상의 조회가 추천에 의해 발생한다(Konstan & Riedl, 2012). 

개인화는 소비자에게 편의성, 효율성, 개별성과 같은 혜택을 가져다 줌

으로써 기업은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증가시키고 이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

는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인화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면에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Andrade, 

Kaltcheva, & Weitz, 2002).  

 

2. ICT의 발전과 소비자의 역할 변화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산업사회에서 노동자는 곧 소비

자였다. 소비자는 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여가시간에는 소비를 하면서 노동

의 고됨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노동자들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물질적 

풍요로움을 최우선 하였다. 점차 산업화되면서 대량생산 시대에 접어들어 

기업에서는 끊임없이 대량으로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소비자의 소비를 유발하고자 노력해 왔다. 즉, 대량생산의 제품

은 특정 가치를 불어 넣는 부호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입은 제품이 

되어 소비자에게 충동적이며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를 유도해 왔다

(McCraken, 1985). 이와 같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제품에 담긴 문화적•사회적 

가치로 인해 소비자들은 소비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고, 불필요한 

상품을 과대 소비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심지어 소비 중독 현상도 나

타났다(McCracken, 1986). 소비를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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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레저로서 역할을 하며 소비자에게 즐거움 주며(Alba & Williams, 2013), 

소비 행위는 개인의 행복감과 강화시킨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e.g., 

Burroughs & Rindfleisch, 2002). 그러나, 소비자가 소비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

성에 변화가 생겼다.  과거의 소비자는 마케팅 활동으로 부호화된 사회적 

상징을 가진 제품을 소비하고 소유함으로써 그 즐거움을 탐색하고자 했다. 

반면, 최근 소비자는 방대한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고 접할수 있게 됨으로써 

점점 현명해져서 기업에 의해서 부호화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전부가 아

닌 자기를 표현하는 소비에 과감해 졌고, 이러한 희소성이 있는 소비에 즐

거움을 밝견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코드를 뛰어 

넘어 자신만의 코드를 생성함으로써 의미를 창출하고 싶어한다. 즉, 소비자

는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개인화된 상품을 가지고 싶은 욕구

가 생기게 되었고,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상품 일부 요소에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상품을 판매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매 후 제품을 받아 보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

고, 대량생산 제품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등 낮은 효율성으로 

인해 대중화가 되지는 못했었다.  

Kelly(2017)는 그의 저서에서 정보의 흐름(flowing)의 단계를 <그림 2-1>

과 같이 4 단계로 설명하였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자료  

 

<그림 ２-1> 정보 흐름의 네 단계 (Kel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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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및 정보(information)의 복제가 쉽게 이루어 지고 이를 기반으로 하

여 고품질의 상품으로 재생산 되는 것이 매우 용이해 졌다고 언급했다. 마 

지막 4 단계에서 소비자는 곧 아마추어 생산자가 되어 쉽게 자신의 관점으 

로 제품이나 정보를 재창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션 제품 소비자도 방대 

한 패션 자료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패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셀러브리티(celebrity) 혹은 지인의 스타일을 복제하기도 하고, 이와 같

은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적극적으로 생산과정에 참여하

는 소비자를 앨빈토플러는 1980년에 일찍이 ‘프로슈머(Prosumer)’라고 지칭

하였다(Toffler, 1980). 프로슈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쳐진 용어로 능동적

이고 체험적 소비를 지향하는데, 이런 유형의 소비자는 ICT 발달과 함께 더

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웹 기술을 의미하는 Web 2.0을 

통해 소비자와 사용자는 제품의 공동창조(co-creation)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 졌다(O’Reilly, 2005; Kumar, 2007).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ICT를 활

용하기 시작하면서 가격, 성능 위주의 시장 전략에서 벗어나, 사용자 편의성

과 가치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소비자 감성 지향형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0). 여러 패션 기업에서는 이러한 소비

자의 변화에 발맞추어 일찍이 제작과정에서 소비자의 실제 참여가 필요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스포츠 브랜

드인 아디다스는 ‘mi Adidas’를, 나이키는 ‘NIKEiD’ 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에

게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자신만의 운동화, 운

동복을 쉽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여, 즉, 제품을 공동창조하는 과정을 거

쳐 소비자에게 개인화 된 제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의성과 자신이 가진 

차별화 된 단 하나의 제품이라는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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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장 환경과 소비자의 역할의 변화는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가 과거의 전통적인 교환 중심에서 가치공동창출 매커니즘 중심으로 변화하

는 것을 의미한다(임종원, 조호현, 이정훈, 2012). 일례로, 커스터마이제이션

은 과거에는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몇몇의 브랜드에만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많은 소비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손쉽게 기업

과 공유할 수 있게 하였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의 방법으로 가치공동창출을 

가능하게 했다. McKinsey는 소비재의 미래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주장

하기도 하였는데 (Gandhi, Magar, & Roberts, 2014), 이는 소비자의 욕구와 역할

의 변화와 테크놀로지의 만남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개인화 

 

본 절에서는 먼저 ICT 발전으로 더욱 주목 받게 된 개인화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인화 서비스 중에서 두 가지 차원에 주목하였는데, 첫 

번째, ICT 발달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더욱 주목받

게 된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두 번째, 빅데이터 분석기술

을 기반으로 온라인에 누적된 광범위한 정보를 선별하여 개개인의 소비자에

게 제공하는 큐레이션에 서비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개인화의 개념 

 

개인화(personalization)에 대한 정의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서 정

의되어 왔다. 마케팅 분야에서 개인화는 특정 고객을 고려하여 변경된 제품 

또는 메시지라고 정의하였다(e.g. Vesanen, 2007; Wind & Rangaswamy, 200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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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맞춤화 된 제품이나 메시지는 소비자와 기업간의 의미 있는 일대일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충성도를 강화시키는데(Riecken, 

2000), 바로 이것이 개인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과학 분

야에서 개인화는 개인 사용자의 선호나 행동을 기반으로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과정을 의미한다(Larsen & Tutterow, 1999). 의료커뮤니케이션 연구

에서 개인화는 특정 정보 소비자에게 맞춤 설정된 정보를 의미한다(e.g. 

Skinner, Campbell, Rimer, Curry, & Prochaska, 1999). 학문의 분야는 다르지만, 여

러 정의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개인화란 기업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할 제

품이나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소비자에게 소

비자의 특정 선호와 구매 행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이 

있는데, 몇몇 연구에서는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은 기업이 개개인의 소비자의 특별한 필요와 욕구를 상품에 반영하는 복잡

한 조합 과정을 의미하는데(Piller, Moeslein & Stotko, 2004), 기업이 이러한 커

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와의 관계를 강

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Ghosh, Dutta, & Stremersch, 2006). 이와 같

이 기업이 개인 소비자의 특정 욕구, 필요, 선호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

한다는 점과 궁극적인 목적이 소비자와의 관계 강화에 있다는 점에서 개인

화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일대일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e.g. 

Arora et al., 2008).  

마케팅 분야에서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개인화를 구분하였는데, 

두 가지 개념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사용자의 제품 제작 과정에 참여 

여부라고 하였다(Vesanen, 2007). Sundar & Marathe(2010)는 개인화와 커스터마

이제이션을 시스템에 의한 개인화(System-initiated personalization: SIP)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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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한 커스터마이제이션(User-initiated customization: UIC)로 구분하였다. 

즉, 개인화는 기업이 형성한 시스템으로 정보/제품을 선별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

가 정보/제품의 제작과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정보/제품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개인화는 통상적으로 이전에 수집된 소비자의 데이터

를 기반으로 어떠한 마케팅 믹스가 개개인의 소비자에게 적합할지를 회사에

서 결정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Arora et al., 2008; Sundar & Marathe, 2010). 

반면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가 마케팅믹스에서 한 개 이상의 부분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 하는 것을 의미한

다(Arora et al., 2008; Sundar & Marathe, 2010).  

그러나, 더 이상 소비자 참여 여부로는 개인화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구분할 수는 없게 되었다. 최근 기업에서 많이 시행하는 개인화 서비스인 

큐레이션 서비스는 소비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 개개의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

공하는 개인화 서비스이다(Bhaskar, 2016; Henke et al, 2016). 소비자는 기업에게 

큐레이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추가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과거와 달리 더욱 정교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사항과 선호 등 자세한 개인정

보가 분석에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Lee & Cranage, 2011). Wang, Duong, 

& Chen(2016)은 개인화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공개, 즉 소비자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언급하였다. 과거의 매스 커스터마이

제이션은 일반적으로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디자인에 색상이나 소재

를 변형하거나, 소비자의 이름의 이니셜을 새길 수 있는 정도로 소비자의 

욕구와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 섬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산기술, 

ICT 등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에 점차 더욱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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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와 취향을 섬세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Hu, 2013). 소비자는 디자인

의 소재나 칼라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온디맨드(on-demand) 생산시스템, 가상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을 갖춘 기업은 개개의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Hu, 2013). 이와 같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에게 더욱 개인화된 

제품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게 되어 개인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고 

몇몇 연구에서 언급하였다(e.g., Hu, 2013; Kumar, 2007). 

이와 같이, 여러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커스터마이제이션의

높아진 수준으로 인하여 개인화와 커스터마이제이션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

다(Hu, 2013; Kumar, 2007). Sundar & Marathe(2010)는 소비자의 참여를 기준으로 

개인화와 커스터마이제이션의 구분하였지만, 이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와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

하고 실제 현황을 반영하여 개인화에 대한 통합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개인화를 재정의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개인화는 개개인의 소비자의 

욕구, 필요, 선호를 고려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화라는 개념 안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합한 개념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개인화 서비스를 통합한 개

념인 개인화의 차원을 구분하고자 한다. 기업이 소비자와 거래를 위한 상품

의 차원으로, 개인화를 큰 축을 구분할 수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유형상품

(e.g., 옷, 신발, 책)인 재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상품인 용역(e.g., 정보, 

금융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형상품을 제품이라고 지

칭하고, 무형상품을 서비스라고 지칭하여 사용하였다. 제품차원의 개인화의 

대표적인 예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있고, 서비스 차원의 개인화의 대표적인 

예는 큐레이션, 추천시스템, 소셜큐레이션 등이 있다. 앞서 언급된 개인화의 

사례들은 소비자와 기업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예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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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차원의 예인 큐레이션의 경우 제품/정보의 판매단계에서 소비자는 기업

에게 자신의 선호, 취향,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소비

자에게 자사가 보유한 정보/제품을 선별하여 제공한다. 제품 차원의 예인 커

스터마이제이션의 경우는 소비자가 생산 이전 단계인 기획단계에서 스스로 

디자인하는 과정을 갖게 되며, 기업은 소비자의 개인적 선호가 반영된 제품

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개인화 과정에서 소비자와 기업

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소비자 참여의 시점으로 개인화는 다시 한 번 구분

될 수 있다. 최근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인화를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

하였다.  

첫 번째, 개인화 적용범위가 제품이고, 소비자의 참여가 생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해당한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업의 제품 생산 이전 단계에 소비자 참여가 

이루어지며, 소비자는 자신의 선호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디자인을 하고 기

업은 소비자의 디자인을 생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Arora et al., 

2008; Hu, 2013; Kumar, 2007).  

두 번째, 개인화 적용범위가 서비스이고 소비자의 참여가 판매단계에 

이루어 지는 경우로, 대표적인 예는 데이터 큐레이션과 추천서비스가 있다. 

데이터 큐레이션은 기업이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정보

(e.g. Amazon, Netflex)를 선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조

인호, 2012). 소비자는 제품 판매 단계에서 기업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

하게 되고, 기업은 온라인에 누적된 개인정보와 소비자가 추가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선별된 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개인화의 적용범위는 서비스이고, 소비자가 정보의 생산단계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소셜 큐레이션이 대표적인 예로,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기반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핀터레스트(Pinterest)가 이에 해당된다(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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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해성 & 권준희, 2013). 소셜 큐레이션은 소비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생성하기도 하고, 타인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스스로 선별하여 자신만의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용자간 다른 사람이 선별한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고, 자신의 콘텐츠를 타인과 공유할 수도 있다(e.g., 핀터레스

트)(조인호, 2012; 이해성 & 권준희, 2013).  

본 연구에서는 세 차원 중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과 데이터 큐레이션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 두 차원에 집중한 것은 현재 패션 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주목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션산업

의 생산 및 판매 패러다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Henke 

et al, 2016).  

 

2. 커스터마이제이션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맞춤복 생산 방식은 산업사

회 이전에는 일반적인 생산 방식이었다. 산업사회에 진입한 후에는 일부 럭

셔리 브랜드에서는 브랜드의 명성(heritage)과 진정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마

케팅 전략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을 생산해 왔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가 생산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선호와 취향을 적극 반영할 수 있

는 개인화 서비스의 일환이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대량생산 제품에 회의감

을 느끼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독특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상품 및 서비스이다(Heizer & Render, 2011). 예를 들어, 커스터마이제

이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남성이 셔츠 한 벌을 산다고 하더라고 셔츠의 

소재, 색상은 물론, 칼라의 모양과 크기, 커프스의 모양, 주머니의 유무 등 

셔츠의 모든 부분에 자신의 선호와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 기업에서 커스

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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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호와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통해서 제품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고

(Gandhi, Magar, & Roberts, 2014; Kumar & Stecke, 2007) 기업간의 상호작용을 통

해서 소비자의 충성도를 고취시키기 위함이었다(Heizer & Render, 2011). 그러

나, 소비자가 매장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한 벌 당 다른 패턴을 

제작 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긴 생산시간, 대량생산한 제품과의 가격 경

쟁력에서 뒤쳐지는 등 많은 소비자에게 수용되지는 못했다(Heizer & Render, 

2011).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일반적으로 개인화의 과정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판

매 구성기(sales configurator)를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상품의 

요소들을 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Trentin, Perin & Forza, 2014). 판매 구성기

란 선택보드, 메뉴, 툴키트 등과 같은 용어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최근 소비자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구성 요소를 선택할 때마다 그림, 사진, 애니메이션으로 상품이 변화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격정보, 배송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Helo, Xu, Kyllönen, & Jiao, 2010; Trentin, Perin & Forza, 2014). 소비자는 매

장에 놓인 터치 스크린이나 개인이 소유한 디지털 기기에 설치된 판매 구성

기를 통해서 디자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만의 취향이 반영된 제품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Sundar & Marathe, 2010).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ICT 의 발달은 소비자가 커스터마이제이션 시스

템의 정보 처리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Lee & Lee, 2010; Peng et 

al., 2011; Ramani et al., 2012)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매장에 꼭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자신의 정보를 기업에게 전달 할 수 있

게 되었다(Kumar, 2007; Kelly, 2017; Lee & Lee, 2010). ICT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소통을 원할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쉽게 검색하여 찾아낼 수 있고, 2) 소비자간, 기업과 소비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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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용이하게 하며, 3) 방대한 정보를 비교적 쉽게 어디서나 선별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의 다차원적인 프

로필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Kelly, 2017). 이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제공하

는 기업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 증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생산

기술 또한 그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커스터마이제이

션을 위해 필요했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3D 바디 스캐닝(3D body 

scanning), CACD(Computer Aided Clothing Design), 3D 프린터 등의 사용이 용이

해졌다(Chua, Leong, & Lim, 2003). 3D 바디 스캐닝의 기술은 이제 10대 ICT 중 

하나인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기술과 접목되어 소비자 스스로 집

에서도 자신의 신체 치수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Menato, Landolfi, Alge, & 

Sorlini, 2014). 신발의 경우, 다른 의류 제품보다 모듈(module)을 이용하여 소

비자가 디자인한 제품을 쉽게 제공할 수 있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여기에 3D 스캐너로 소비자의 발 치수를 계측하고, 3D 프린팅

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착화해볼 수 있어 소비자는 일관된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발에 꼭 맞는 착화감이 좋은 신발을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은 수준 높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디

다스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4시간 만에 소비자가 디자인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상품을 공장에서 생산까지 끝마치는 프로세스를 갖추었다. 

진보된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와 기업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니즈를 충족을 위해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 같은 참여는 소비자와 

기업간의 공동창조를 이끌어 내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이러한 소비자의 

역할의 변화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진보된 테

크놀로지와 만나 더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Gandhi, Magar, & Rob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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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참여가 이루어기

지 때문에, 자신만의 제품을 디자인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가 창작자가 되

는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Franke & Schreier, 2010). 진보된 기술로 인해 사용

이 더욱 용이해진 판매구성기를 포함한 커스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의 발전

은 소비자의 경험에 더욱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창작자로서의 

경험은 소비자에게 자율성, 성취감, 유능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인지하게 

한다(Trentin, Perin, Forza, 2014). 자율성, 성취감, 유능감은 행복감의 선행변수

(Deci & Ryan, 2012)로서,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은 소비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노동력이 깃든 제품에 

더 큰 애착을 느낀다는 것은 선행연구(Fuchs, Schreier, & Osselaer, 2015; Norton, 

Mochon, & Ariely, 2011)에 따라,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

매행동의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이 소비자의 행복감과 구매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1을 통

해 밝히고자 한다.  

진보된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인한, 기존의 패션 산업의 생산패러다임

의 변화가 예상된다(Pedersen, Gwozdz, & Hvass, 2016). 기업은 기획단계를 거

쳐 대량생산 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와의 공동창조(co-creation)를 통

해 생산하고 바로 배송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대량생산으로 인한 다량

의 재고를 보관할 물류센터는 줄어들고, 생산을 위한 공장이 아닌, 생산과 

판매의 환경이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큐레이션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의 보고에 의하면 2012년 전 세계의 디지털 정

보량은 약 1.8제타바이트이며, 현재 정보 증가량에 비추어 2020년의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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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현재의 5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래 인터넷의 보급과 빠

른 확산으로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누적된 행적과 오프라인에서 수집된 

고객정보가 온라인 데이터로 전환되면서 기업은 고객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

게 되었다. 또한 기업 정보의 전산화,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 플랫폼의 활

성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방

대해졌다(Parker, Van Alstyne, & Choudary, 2016). 이렇게 생성된 빅데이터는 소

비자의 구매여정과 기업의 판매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Henke et al.(2016)은 온라인에 축적된 방대한 테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의 

발전은 혁신적인 개인화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개인화 중에서

도, 최근 주목하고 있는 IT 전략 기술 중 하나인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통한 

딥러닝 등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은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 예측의 수준을 높

여주어, 기업은 소비자에게 분석을 통한 선별된 정보나 제품을 추천하는 큐

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큐레이셔 방대한 정보로 인한 정

보 과부하 상태의 소비자의 상품비교 및 구매결정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이

다(Bhaskar, 2016). 

큐레이션은 ‘보살피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큐라레(curare)에서 

기인하며, 박물관에서 전시할 예술작품을 선별 및 배치하는 말로 큐레이션, 

수집 및 전시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파생되어 미술계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큐레이션은 온라인 비즈니스로 파생되어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되었다. 온라인 비지니스에서, 큐레이션은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에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추천 서비스라고 정의된다(이해성 & 권준희, 

2013; Gunelius, 2012; Ovadia, 2013). 큐레이션은 현재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정보 필터링의 주체에 따라 ‘데이터 큐레이션’과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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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으로 나뉜다(조인호, 2012). 데이터 큐레이션은 기업이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정보를 필터링하여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한다(e.g. 아마존)(조인호, 2012). 반면 소셜 큐레이션은 콘텐츠 필터링의 

주체는 사용자가 되어, 사용자는 다른 사람이 필터링한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고, 자신의 콘텐츠를 타인과 공유할 수도 있다(e.g., 핀터레스트)(조인호, 

2012; 이해성 & 권준희,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데이터 

큐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이를 큐레이션이라고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경제학자 Bhaskar(2016)은 큐레이션이 지금의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력

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넘쳐나는 과잉시대로 

더 이상 결핍과 부족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치의 중심 또한 

이동했다. 오늘날 가치의 중심은 선택의 폭이 너무 넓은 데서 비롯되는 복

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과잉의 문제 중에서도 정보과잉은 아주 전형

적인 형태다.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 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올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켜면 수백 개의 채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결

정장애’ 라는 말을 일상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말 그대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는 성향을 뜻한다. 이와 같은 뜻

으로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구절에서 유래된 ‘햄릿증

후군(Hamlet Syndrome)’이라는 용어도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결정장애는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의사 결정시 정보과

잉으로 인한 지나치게 많은 선택 대안을 갖게 되는 경우가 과거보다 현저하

게 늘어났다는 점을 결정장애의 주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하영원, 2016). 

패션 산업에서도 온라인 채널에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패션 기업은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패션 정보 중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콘텐츠만 골라 볼 수 있게 지원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의류 코디네이션을 제안한다. 또한, 컨셉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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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아이템들과 패션 정보 및 브랜드들을 효율적으로 모아놓고 온라인상에

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등은 자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수 천벌의 옷을 검색하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

간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의류추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인 스티치픽스(Stitch Fix)는 소비자 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5벌

을 추천하여 집으로 배송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설립된 지 

6년만에 연 매출 1조에 다다르는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기업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광범위한 정보를 사전

에 선별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소비자는 자

신이 주체가 되어 정보를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주도하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정보를 통제 당한다는 제약감과 자신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연구 2에서는 큐레이션이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행복감은 기업에 대한 신뢰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제 3 절 개인화와 행복감  

 

본 절에서는 행복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소비자의 일상에서 자주 접

하게 되는 개인화 서비스가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설명

하는 이론적 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과 소비

자의 행복감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 1의 근간이 되는 자기 결정 이

론 이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온라인의 방대한 정보를 개인에 맞게 

선별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큐레이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자 하는 연구2의 근간이 되는 이론으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와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을 본 절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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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감의 개념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누가 언제 더 행복할까? 어떻게 행복감을 증진

시킬 수 있을까?”와 같이 행복의 원천을 밝히는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수

행 되어 왔다. 이는 인간의 삶을 사는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행복추구이기 

때문일 것이다(Russell, 1930). 최근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심리학 이외에 경

영학 분야에서도 주목 받았다(e.g., Diener, 2000; Diener & Biswas-Diener, 2002;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Easterlin, 1995; Frey & Stutzer, 2002a, 2002b; 

Kahneman, Diener, & Schwarz, 1999; Kahneman, Wakker, & Sarin, 1997; Lykken, 1999; 

Oswald, 1997; Peterson, Park, & Seligman, 2005; Stutzer, 2004; Updegraff, Gable, 

& Taylor, 2004; Veenhoven, 1991).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감이란 자신의 인생

을 인지적,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Diener, 1984).  

행복감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웰빙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행복감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한 심리학자 Diener(1984)는 이 두 개의 용

어는 서로 교체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

이라는 단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심리학에서 행복감은 개인의 삶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Diener et al., 2003; Myers & Diener, 1995).  

행복감을 구성하는 요소는 학자마다 약간 다르다. Bradburn(1969)은 심리

적 행복감을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사이의 차이라고 여겼다. 

Diener(1984)는 각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는지 

주관적 만족도, 즉 주관적 행복감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외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지표는 행복감의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10%, 타고난 기질이 50% 내적 태도 40%

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보다는 

개인의 내적 요인이 주관적 행복에 더 큰 부분을 차지 한다고 여러 선행연



31 

 

 

구를 통해서 밝혀져 왔다 (Andrew & Withey, 1976; Myers & Diener, 1995).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내적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 중에 학자

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연구되어 온 주제는 물질과 행복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화폐가 등장하고 난 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많으

면 행복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했지만, 돈과 행복은 반드시 

선형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e.g., Diener & Biswas-Diener, 

2002; Diener & Seligman, 2004). 그러나 Dunn, Gilbert, & Wilson (2011) 과 Dunn, 

Aknin, & Norton(2008)을 비롯한 몇몇 연구에서는 소비 행위는 행복감을 강화

시키며, 만족감을 지속시킨다고 밝혔다(e.g., Alba & Williams, 2013; Bigné, 

Mattila, & Andreu, 2008; Burroughs & Rindfleisch, 2002; Dhar & Wertenbroch, 2000; 

5). 소비자가 만약 소비를 하고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적절한 곳에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Dunn, Gilbert, & Wilson, 2011; Dunn, 

Aknin, & Norton, 2008). 또한 결혼, 졸업, 데이트와 같이 감정적으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은 소비자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한다(Bhattacharjee, & 

Mogilner, 2013). 이에 Carter & Gilovich (2012)와 Van Boven & Gilovich (2003)은 

경험과 물질 소유를 위한 소비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행복감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했고, 경험이 더욱 큰 행복감을 준다고 결론지었다. 물질재(e.g., 가

방, 신발 등)를 소유하는 것은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지만, 경험(e.g., 결

혼, 여행 등)은 소비자에게 더 큰 행복감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Guevarra 

& Howell(2015)은 물질재와 경험을 이분법으로 나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경험을 수반하는 물질재를 경험재라고 구분하여 물질재, 경

험재, 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물질재보다 경

험이 더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를 지지하였지만, 

경험재는 경험과 같은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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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특정 상황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을 밝히

기 위해서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1985)으로 설명하였다.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의 최적의 행복감(optimal well-being)은 기본적인 심리적인 욕구인 자율

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충족될 때 느낄 수 

있다는 이론으로, 세 가지 욕구 중에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자율성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하였다(Deci & Ryan, 2012). 자기결정이론은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이론으로 제 3절에서 추가로 고찰하였다. Ryff(1989)는 그의 논문에서 

행복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고찰을 비판하면서 행복감에 대한 그의 대안적

인 관점을 6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6가지 관점은 1) 자아수용, 2) 긍정적 대

인관계, 3) 자율성, 4) 환경에 대한 지배력, 5) 삶의 목적, 6) 개인의 성장으로, 

이 중에서도 자율성과 환경에 대한 지배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

율성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개인화와 행복

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제 3절에서 자율성과 제약감에 대해 더욱 깊

게 고찰하였다.  

행복감은 개인적이거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

을 포함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이고, 삶의 다양한 부분(e.g., 결혼, 일, 수입 

등)에서 인지하는 성취감과 만족감과 관련된 평가이다(Diener et al., 1985; 

Diener et al., 2003; Suh, Diener, & Fujita, 1996; Suh, Diener, Oishi, & Triandis, 1998; 

Myers & Diener, 1995).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경험이 수반되는 재화로 경험재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경험재는 경험과 같은 행복감을 소비자에게 가져다 준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경험하는 소비자는 행복

감을 인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큐레이션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게 된

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검색했던 상품은 인터넷 

창에 유사 상품과 함께 팝업창으로 계속 보여지기도 하고, 모바일 앱 푸쉬

기능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필요한 할인 쿠폰을 받기도 한다. 또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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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쇼핑몰에서 ‘나를 위한 추천’과 같은 큐레이션 서비스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일상에서 특별한, 혹은 일상적인 개인화 경험은 

소비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Baumeister et al. 

(2013)은 소비자를 더욱 행복한 소비자로 만드는 것은 기업의 좋은 마케팅 

전략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에 주목하여, 

행복감으로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적, 태도적 반응을 측정하

고자 한다. 

 

2. 개인화와 소비자의 행복감과의 관계 

 

(1) 자기 결정 이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경험이 긍정적인 감정, 생각,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Lyubomirsky 

& Layous, 2013). 인간의 심리적 욕구와 행복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기 결

정 이론(Self-Determinant Theory)을 제시한 Deci & Ryan (2002)은 인간의 최적

의 행복감은 기본적인 심리적인 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감

(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충족될 때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 결정 이론은 심리적 욕구와 행복감의 역동적 관계를 설명한 이론

으로 개인의 경험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 세 가지가 심리적 기

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경험에서 인지하게 되는 자율성, 유능감, 

타인과의 관계성은 행복감과의 관계를 매개한다(Deci & Ryan, 2000, 2010; 

Maltby & Day, 2001; Wilson & Rodgers, 2002; Wilson, Rodgers, Fraser, & Murray, 

2004).  

사실 자기결정성이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를 동시에 고려하여 개인이 처한 여러 상황적 맥락에서 개인이 가진 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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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개인간, 개인내 영향에 대하여 통찰력을 제공한 유기

체적 동기 이론이다(Deci & Ryan, 1985; 2002). 자기결정이론 내에 세 가지 인

간의 기본 욕구는 경험과 행복감과의 관계성을 명료화하기 위해 형식화된 

자기결정성이론의 소이론이다(Deci & Ryan, 2002). 세 가지의 기본심리 욕구를 

특정화 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Patrick, Knee, Canvello, & 

Lonsbary, 2007), 여러 연구에서 세 가지 기본심리 욕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지지되었다(e.g. Carver & Scheier, 2000; Deci & Ryan, 2012). 자기 결정 이

론에서 제안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

터 갖고 있는 선천적이고 고유한 것들이지만 이들 욕구가 자율적이거나 통

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음을 내포한다. 개인이 자율성을 경험

하고, 주요타자로부터 자율성을 강하게 지지 받는 상황에서 심리적 욕구 만

족과 자기결정성의 발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자기결정이론의 기본 

입장이다(Deci & Ryan, 1985; 2012). 

자율성 욕구는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조절할 때에 자기 스스로 결

정성을 가지고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이다(Ryan & Grolnick, 1986). 즉 자율성

은 행동선택의 자유와 그것을 유지해 갈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유능감 욕구는 특정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를 

말한다(Deci & Ryan, 1985). 유능감은 획득한 기술이나 역량자체라기보다는 개

인이 행동을 통해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성 욕구는 소속의 욕구처럼 대인 관계적 유대를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이다(Deci & Ryan, 2000).  

개인화는 개인화를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서 소비자 주도와 기업 주도로 

나뉜다. 기업 주도 개인화와 소비자 주도 개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소비자

가 필요한 것을 얻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노력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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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개인화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맞는 욕구와 필요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서 들여야 할 노력이 

최소화 된다(Montgomery & Smith, 2009). 반면 소비자 주도의 개인화는 소비

자가 스스로 자신이 선호하는 요소들을 명시함으로써 개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Arora et al., 2008). 소비자 주도와 기

업 주도 개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정

보 선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나 하는 점으로, 자율성에 있어 상반

된 특성을 보인다. 소비자 주도의 개인화는 소비자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반면, 기업 주

도의 개인화는 소비자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소비자

의 편의를 위해 정보를 선별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제약감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반되는 두 차원의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발현되는 심리적 기제가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1과 연구 2를 통해 본 연구는 규

명하고자 한다. 

자기결정 이론이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이유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경험 

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가 소비자의 일상의 행복감에 미치는 심리적인 기

제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생기게 되

는 이 행복감은 소비자의 행동적 반응의 외적, 내적 동기를 갖게 하여 곧 

리테일러에 대한 신뢰, 구매의도, 재구매 의도, 추가지불의도(willingness-to-

pay)가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 행동반응에 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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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라이버시 이론 

 

①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Privacy paradox) 

 

프라이버시(privacy)란 ‘자신의 사적인 생활환경에서 원치 않는 타인의 

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자신의 사적 영역에 대한 

외부의 침입을 통제하는 개념뿐 만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하는 사적인 행동에 외부가 개입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

리까지 포함하고 있다(나종연 외, 2009; Goodwin, 1991; Smith et al., 2011). 온라

인상에서,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기업이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축적

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사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 및 추적하는 것과 같다. 

비록, 기업이 소비자 개인을 감시 또는 추적하려는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

지 않을지라도, 소비자는 자신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클릭 했는

지에 관한 정보를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

적인 온라인 활동에 외부가 침입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게 된다(김재휘 외, 

2010; 방영석 외, 2009; 양지연, 2009; 전기홍 외, 2005; 한정희 외, 2001; Hui & 

Peng, 2006).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행위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그들 자신의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추

적되고 수집된다는 것을 의심하고(Phelps, Novak, & Ferrell, 2000; Sheehan & Hoy, 

2000), 개인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Andrade et al., 2002). 또한 

부정적 반응의 또 다른 원인은 기업이 소비자의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 있어서 정보의 주체인 소비자 자신이 결정하거

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김재휘 외, 2010; 나종연 외, 

2009; Hotaling, 2007; Son & Ki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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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개인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의성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

인화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역설적인 행동을 ‘프라이버시 

패러독스(Privacy paradox)’라고 지칭한다. Awad & Krishnan(2006)는 기업이 고

객에게 맞춤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활용함으로

써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개인화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의 선택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개인화-프라이버시 

패러독스’ 라고 정의했다. 실제로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 되어 프

라이버시 침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

로 생일쿠폰과 같은 개인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기꺼이 공개한

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Li, 2014). 이 외에도 개인정보 제공의도와 실제 

개인정보 제공행동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를 증명한 

실증연구들이 존재한다(e.g., Norberg, Horne, & Horne, 2007; Keith, Thompson, Hale, 

Lowry, & Greer, 2013; Hughes-Roberts, 2013). 

개인화 서비스의 일환인 큐레이션은 앞으로 더욱 정교해 질 것으로 전

망되는데, 이는 소비자의 누적된 개인 정보의 양이 앞으로 더욱 풍성해 질 

것이고,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소비자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 위치, 구매내역, 검색내용 등에 대

한 모든 구매여정이 데이터화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자신의 

이러한 개인 정보 노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를 지속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와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손실에 

대한 걱정은 기업활동에 대해 회피하게 되고(Mosteller & Poddar, 2017),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높아지기(Mohamed & Ahmad, 2012) 때문에 

기업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염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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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라이버시 계산 (Privacy Calculus Theory)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는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Privacy Calculus Theory)으

로 설명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은 소비자가 개인 정보 공개에 대

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자 발전된 이론이다(Awad & Krishnan, 2006). 프

라이버시 계산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기업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 공유여

부를 결정할 때, 위험/비용-혜택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된다(e.g., Laufer & Wolfe, 

1977; Xu, Luo, Carroll, & Rosson, 2011). 소비자는 기업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적인 희생이라고 인지(Milne & Gordon, 1993; Son & Kim, 

2008)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염려는 위험/비용요소

이다. 반면, 개인정보 공개라는 희생에 따른 개인화된 서비스는 혜택으로 인

지하게 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은 소비자가 왜 개인정보를 공개

하려고 하는지, 금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동기적 요인을 밝히는데 유용하

다(Awad & Krishnan, 2006).  

여기에서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는 앞서 

밝힌 정의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권리 중 하나이다. 반면, 몇몇 선행연구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권리와 상품으로 구분하여(e.g., Smith, Dinev, Xu, 2011; 

Smith, Milberg, & Burke, 1996), 프라이버시를 소비자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누

군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환 가능한 상품의 의미로 재개념화 하였다. 프

라이버시 계산 이론은, 프라이버시가 교환 가능한 상품이라는 전제 아래, 개

인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자신에게 발생할 위험보다는 돌아오는 이득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소비자는 개인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개인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이론을 바탕

으로, 소비자가 비록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염려 하지만, 

돌아오는 혜택이 더 크다고 생각할 경우 개인화를 채택한다는 것을 밝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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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가 존재한다(Awad & Krishnan, 2006; Berendt, Günther, & Spiekermann, 

2005; Chellappa & Sin, 2005; Dinev & Hart, 2006; Li & Unger, 2012; Phelps, Novak, 

& Ferrell, 2000; Xu et al., 2008).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론은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과 비슷한 맥락을 가진 정보경계이론(Information Boundary Theory)

이다(Stanton & Stam, 2002). 정보경계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타인

에게 공개되는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공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e.g., 

Petronio, 2002; Xu, Dinev, Smith, & Hart, 2011).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외부에서 이 경

계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 불편감을 느끼고 침해라고 인지하게 된다. 개인 

스스로 형성한 정보공간의 경계를 둘러싸고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개인은 

스스로 통제 가능한 상황인지, 위험한 상황인지를 판단하고자 위험-통제 분

석을 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다(Xu et al., 2008). 즉 위험하다고 판단하

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아지고, 스스로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할 경우 정보

를 공개하게 되는 것이다(Sutanto et al., 2013). 정보경계이론에서는 경계를 조

정하는 요인으로는 과거의 경험, 개인 성격 성향 등이 있다(e.g., Li, 2014; Xu 

et al., 2011).  

개인화 서비스의 일환인 큐레이션은 혜택과 위험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

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누적

된 구매이력이나 인구통계적 특성뿐만 아니라 더욱 자세한 소비자의 니즈

(needs)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는 더욱 정교한 높은 수준의 

큐레이션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신체 사

이즈를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는 단순히 평상시에 입는 옷 사이즈가 노출되

었다면, 최근 큐레이션 서비스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기반 기업인 스

티치픽스(Stitchfix)는 소비자의 신체적 특징(e.g., 신체비율)에 대한 정보까지

도 요구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한 더욱 상세한 분석을 위해 소비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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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관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SNS를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더욱 상세하게 요구되는 개인정보 공개로 인하여 여전히 소비자

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스티치픽스

와 같은 큐레이션 기반의 e-리테일러의 급격한 성장추이를 봤을 때, 여전히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을 바탕으로 큐레이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제 4 절 개인화 전략의 지속가능성과 행복감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목한 개인화 전략인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큐

레이션의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감에 대하여 이론

적으로 고찰하였다.  

 

1. 지속가능성의 개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념은 1962년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

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대중화 되면서 확산되었고, 이 책은 과학

기술의 발전과 환경, 사회의 관계에 대한 고찰의 시발점이 되었다(Carley & 

Kirk, 1998;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지속가능성

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된다(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 World Wildlife Fund, 1980). 

이 개념은 현 세대가 물려줄 환경과 자연 자원의 여건 속에서 미래 세대도 

최소한 현 세대만큼 잘 살 수 있도록 담보하는 범위 안에서 현 세대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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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연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은 1990년부터 농업, 경영 분야에서부터 시작하

여 현재까지 리더쉽, 커뮤니케이션 등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그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의류학도 예외는 아니다. 의류학 분야에서는 주로 친

환경 측면에 초점을 맞춘 재활용, 업사이클(up-cycle)에 관한 연구(e.g. 박주

희&김윤희, 2014; 박현희, 2015; 서인숙, 2016)가 있고, 친환경적 소비, 윤리적 

소비와 관련한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삶에 초점을 맞춘 연구(e.g. 유홍식, 

2012; 허은정, 2011; 허은정 & 김우성, 2012)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은 단순하게 친환경적 혹은 윤리적 의미만은 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류학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개인화 전략인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큐레이

션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큐레이션은 

소비자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혜택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

험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지속가능성의 구성요인 

 

지속가능성을 이루고 있는 하위 차원에 대한 논의는 학자, 글로벌 기구

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경제적, 사

회적 차원인 세 차원(TBL: Triple Bottom Line)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5). TBL의 세 가지 차원은 상호 

연관적이며, 차원끼리는 서로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준다(Daly, 1973; 

Elkington & Robins, 1994). Crane & Matten(2004)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경제, 

환경, 사회적인 면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사회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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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 차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은 다

음과 같다.  

  

(1)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게 되면

서 시작된 만큼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Delmas 

& Pekovic, 2013). Daly(1973)는 환경적 차원은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수단이며 

근간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는 몇몇

의 학자에 의해서 내려졌다. Gray & Bebbington(2001)는 환경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개선하고자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면서 동시에 환경 보존을 위해 지

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한 정헌배(1995)는 기업이 가진 고유한 산업활동으로 인해 발행되는 환경훼

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기업에게 요구되는 지속가능성의 환경적 차원의 수준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

람들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

로 환경문제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1997년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가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기업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위

해서 반드시 실제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Talay & Yoon, 2013). 환경보존에 대

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뿐만 아니라 규제도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환경윤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윤대혁, 2011; McDonald & Oates, 2006).  

산업의 내재된 속성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패션제품은 제작 단계부터 폐기단계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친환경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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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쓴다고 하더라고 목화를 재배하거나 누에를 기르는 과정에서 중금속과 

농약으로 생태계를 오염시킨다(신근정, 2009).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마다 늘어나는 의류쓰레기는 환경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패션제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 한 요소

로 패션제품의 소비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의복은 착장자의 정체성을 드

러낼 수 있는 의사소통의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는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그 동안에 패션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으로는 천연소재 사용, 헌 옷 수거 및 재판매, 업사이클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보호 및 유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은 크게 반응적 업적, 

예방적 업적, 치유적 업적 세 가지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이진규, 1995). 

반응적 업적은 기업이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하

고, 치유적 업적은 과거 생태계 훼손을 치유하고 보상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예방적 관점은 기업이 자사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게 될 문제를 미리 예측하

여 책임지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

속가능한 발전은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방적 관점이 중요하다(이진규, 1995).  

그 동안 기업의 환경적 차원을 평가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지, 산업 

폐기물을 감소했는지, 물 사용량, 이산화 탄소 배출량,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에너지 절약 등으로 해 왔다(차근호, 1994, ISO, 2010; Savitz & Weber, 

2006; Schmidheiny, 1992). 그러나 이 같은 차원의 평가는 반응적 업적이며, 앞

으로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의 예방적 관점에 적합한지

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화 서비스가 환경

의 예방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지속가능성을 가지는지 인지했을 때 소비자

의 감정, 태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Pedersen, 

Gwozdz, & Hvass(2016)은 소비자가 기업이 환경오염에 책임감을 인지하고 환

경개선에 목표를 둔다고 인지했을 때, 기업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44 

 

 

평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특정 기업이 환경적 책임 지각이 높을수록 

기업 신뢰가 높아지며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존

재한다(박종철 & 이광현,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소비자가 인지할 때, 소비자는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2) 경제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기업이 장기간 존속할 수 있도록 경영하고 있는지

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재무적 성과와 기업이 가진 경쟁력의 유무

로 평가한다(Konrad, Steurer, Langer, & Martinuzzi, 2006). 기업은 자사가 속한 

산업 분야에서 장기간 생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부분이 이 바로 경제적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기업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

인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게 되면 

더욱 경쟁력이 증대되고, 기업이미지가 향상되며, 장기간 존속하게 될 것이

다라고 여러 보고서나 학자들은 언급하고 있다(지속가능경영원, 2008). 즉 기

업은 자사가 갖추고 있는 경제적 자산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

다는 것이다.  

경제적 차원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얼마나 판매를 하여 이익을 창출하였

는지, 투자 대비 이익(ROI: Return of Investment), 시장 점유율 증대 여부, 일자

리 창출 정도 등을 의미하며(Savitz & Weber, 2006),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가치창출, 품질향상, 핵심역량, 정보투명성 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경제적 차원을 평가하는 연구도 있다(e.g., 윤대

혁, 2011; 이진 & 강현수, 2003; Elkington, 1997; Epstein & Roy, 2003). 예를 들어,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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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 호혜성을 지각하게 되며 이는 곧 구매행위를 통해 

기업에 보답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Goranson & Berkowitz, 1966; 

Morales, 2005). 또한 기업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인지하

게 되면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도 하며(박종철 & 이광현, 

2009), 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Pedersen, 

Gwozdz, & Hvass, 2016).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합해 봤을 때,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소비자로서

의 개인과 기업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게 모두 직접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차원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소

비자의 감정, 태도 및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3)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개인과 조직, 사회제도는 상호 의존적이라는 생각

을 바탕으로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가치의 틀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

한다 (McFarland, 1982). 이 외에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서 정의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책임활동과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한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윤대혁, 2011; Brown & Dacin, 1997), 기업의 이익을 기

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활동(Kotler & Lee, 2005), 사회

에 해악을 최소화하고 기여를 최대화 하는 기업의 노력(Petkus & Woodruff, 

1992) 등이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

적 지속가능성의 기본 전제는 기업과 사회는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상호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대 이후 여러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지역사회 기부, 후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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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정거래, 아동노동착취 반대 운동 등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는 노력

을 다방면으로 해왔다(Yoon, Gu r̈han-Canli, & Schwarz, 2006). 또한 사회적 지

속가능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의류학에서는 로하스 패션(하승연 & 박재옥, 

2009), 윤리적 패션(문희강 외, 2013), 슬로우 패션(노주현 & 김민자, 2011)이 

연구되어 오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기업에게 경제적 가치 외에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을 요구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수행하는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Hess, Rogovsky, & Dunfee, 2002). 국제표준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

인데, 2010년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환경보호, 인권보호, 공정한 조직 운영 

등 사회적 경영 인증 시스템인 ISO26000을 제정하였다(이창원, 2009). 

사회적 차원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품에 대한 책

임,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회 공헌 활동, 기부활동, 사회적 편익, 커뮤니티 참여 등에 관

한 연구가 있다(e.g., Carroll, 1979, 1991; Davis, 1973; Epstein & Roy, 2003; Hannan 

& Freeman, 1984; Hess, Rogovsky, & Dunfee, 2002; López, Garcia, & Rodriguez, 2007).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나 기부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Hess, Rogovsky, & 

Dunfee, 2002). 또한 소비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인지할 경우 기업 

신뢰와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박종철 & 이광현, 2009), 기업이 경제

적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인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Pedersen, 

Gwozdz, & Hvass, 2016). 따라서 소비자가 기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인지

하게 된다면, 소비자의 감정, 태도,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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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표: 행복감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기업의 성장의 방향성을 논의할 때 이

루어져 왔다. 전형적인 기업의 성장은 주로 산업 생태학에 근거하여 시스템

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있다(Jackson, 2005). 지속가능한 성

장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향상을 넘어서 경제, 환경, 사회적인 면을 고려

하여 자연환경과 사회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가능하다

(Crane & Matten, 2004).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기업이 장기간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오랜 시간의 공존을 의

미하기도 한다.  

반면, 소비자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는데 삶의 단순화, 로하스 철학에 근간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공정무역, 동물권익 보호 등)를 하거나 환경보호 운동을 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자연 

생태계와 자원의 보호와 증진, 경제적 생산성 증대, 일자리, 주거, 교육, 의

료, 복지, 문화적 기회 등의 사회적 기반 구축 등 세가지 상호의존 요소를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Bell & Morse, 2008). Daly(1973)는 이러한 역

동적인 균형은 기업과 소비자를 나누어서 지속가능성을 논하는 것보다는 사

람이 사는 한 사회 속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기업과 

소비자를 유기적 관계라 가정하고 지속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aly(1973)는 지속가능성을 세 가지 차원인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을 

위계적으로 분류하였다는데 특이점이 있다(그림 2-2).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수단으로써 환경적 차원은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전제조건으로 삼각형의 제

일 밑에 위치한다. 무절제한 환경 개발로 인한 현재 환경오염 문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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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삶의 질과 웰빙(well-being)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환경적 차원은 사회적 차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두 

차원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차원이다. 경제적 번영은 환경을 보존하

고 회복시킬 수 있고, 사회적 차원의 여러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서 궁극의 끝인 개인의 행복감을 성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며,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Daly(1973)는 주장

한다.  

 

<그림 ２-2> 지속가능성: 수단-목표 삼각형 (Daly, 1973) 

 

Daly(1973)와 Meadows(1998)는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감이며, 

이 행복감은 긍정적 감정, 자아실현, 만족감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지속가능

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언급했다. 기업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

이 사회 안에서 선순환 할 수 있는 경영을 할 때, 소비자이면서 기업의 노

동자인 인간의 삶의 질이 증가하게 되고 삶에 대한 만족이 커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행복감이 증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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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지하게 되는 삶의 질의 향상, 만족감 

증대로 인한 것이다. 심리학에서의 행복감 또한 기쁨, 슬픔, 즐거움과 같은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삶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에,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의 행복감과 지속가능

성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감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개인화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규명함으

로써 개인화 전략의 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

성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감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행복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더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4. 개인화 전략에 대한 지속가능성 논의 

 

우리는 장소와 시간, 네트워크나 컴퓨터의 종류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

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 있

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개인화 서비스를 마케팅의 한 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소비자

의 일상에 가깝게 다가온 개인화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었다.  

 

(1)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성 쟁점 

 

패션 산업에서 지속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

으로 패션산업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의류 쓰레기, 가죽이나 퍼(fur)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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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무자비한 동물학살, 마케팅 자극을 통한 낭비적 소비 조장 등으로 비판

을 받아왔다(Joy et al, 2012). 특히 ZARA 와 H&M과 같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

가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패스트 패션 그 자체가 가진 생산 패러

다임으로 인하여 생기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 때문이다. 패스트 패션은 저렴

한 가격에 빠른 신상품 주기로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 받고 있다. 그러나 패

스트 패션 브랜드의 필요 이상의 무분별한 생산으로 인한 섬유폐기물은 재

난적 수준으로 싸여가고 있고 이는 환경오염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랑 받는 

동시에 많은 논란의 도마 위에 서 있다(Joy et al, 2012). ZARA는 한 스타일당 

매장에 머무는 시간은 6주 밖에 되지 않아 소비자는 매 3주마다 매장에 방

문해서 새롭게 런칭한 스타일을 확인하고, 매장에서 발견한 즉시 사지 않으

면 구매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추구한다(Barnes & Lea-Greenwood, 2006). 

이러한 패스트 패션 생태계는 지금 사지 않으면 구매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불러 일으킨다(Bhardwaj & 

Fairhurst, 2010; Byun & Sternquist, 2008). 뿐만 아니라,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플래그쉽 스토어와 같은 대형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커다란 매장에 구비된 수 

많은 패션 제품은 소비자를 압도하고 구매를 강요하는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 옷을 구매하고 입게 되는 수는 

겨우 10번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Fletcher, 2013; Morgan & Birtwistle, 2009)는 자

신에게 딱 맞지 않지만, 가격대비 괜찮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하고

도 몇 번 입지 않은 채 자신의 옷장에 보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2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미국이 매년 버리는 의복의 양은 700만 톤에서 1400만 

톤으로 2배증가했으며, 이는 1인당 약 36kg 늘어난 셈이다(Wicker, 2016). 이

와 같이 과잉 생산 및 소비로 인한 의류쓰레기는 지구 환경에 심각한 부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 또한 저가의 대량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개발 도상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공장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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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거나, 아동 노동력을 싼 값에 갈취하는 등의 문제 등 패스트 패션 브

랜드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비판 또한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다(Joy et al., 

2012). 

최근 패션 산업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급

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의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Pedersen, 

Gwozdz, & Hvass, 2016). 예를 들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쉽게 썩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e.g., Levi’s Water < 

LessTM jean & Puma InCycleTM) (Pedersen, Gwozdz, & Hvass, 2016), 버리는 옷을 수

집하여 새로운 옷을 재생산(e,g., Marks & Spencer와 Oxfarm 협업)하기도 한다

(Morgan, 2015). 또한 최근에는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옷을 재활용하는 개념을 

넘어서 폐제품으로 가치를 더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업싸이클링을 

하기도 한다. 원가 절감을 위해 개발 도산국에 세운 공장에 어린이 노동자

를 고용하지 않거나, 공정무역에 힘을 쓰는 사회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에 대

한 노력을 한다.  

최근, 증가하는 의류쓰레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협력적 소비가 등장했다(Botsman & Rogers, 2010). 숙박업

체가 아닌 개인의 집을 여행객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게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에어비엔비(Airbnb), 택시가 아닌 개인의 차에 목적지

가 같은 타인을 태워주고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는 승차공유 플랫폼인 우버

(Uber)와 같은 패션기업이 생겨났다. 우리나라 기업인 더클로젯(The Clozet)은 

기업-소비자, 소비자-소비자 간 의류대여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한

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는 소비를 하지만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 내는 과정

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기업은 경제적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내재된 기본적인 욕구로, 물건에 자신에 대한 자아를 투영한



52 

 

 

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져 왔다(Belk, 1988). 

Belk(1988)의 확장된 자아 관점에서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빌리는 것

에 대한 소비를 의미하는 협력적 소비는 소유권을 갖는 소비를 완전히 대체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Belk, 2014). 특히 패션은 개인

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의

복 소유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산업에서 지속

가능성은 기업이 구축한 생산 시스템, 마케팅 전략, 제품 등이 지속가능성의 

세 차원이 모두 고려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소비를 가능하게 해 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진다. Jackson(2005)은 소

비자 입장에서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면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 했다.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 소비를 줄이는 

것은 소비자의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적게 주는 선에서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

장했다(Jackson, 2005). 따라서 그는 이것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

으로 소비자와 기업에게 모두 유리한 윈-윈(win-win)전략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Jackson, 2005).  

영국의 지속가능 패션센터(Center for Sustainable Fashion, UK)의 Fletcher가 

슬로우 패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패션의 지속가능성을 논하고자 하였

다(Clark, 2008; Holt, 2009; Pookulangara & Shephard, 2013). 슬로우 패션의 목적

은 단순히 옷의 기획에서 공정까지를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 계획, 

소싱, 생산 및 소비자 교육을 포함하여 좀 더 지속 가능한 과정을 개발하는 

전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Clark, 2008; Fletcher, 2010; Holt, 2009; 

Pookulangara & Shephard, 2013). 또한, 슬로우 패션은 자신의 구매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환경과 사회까지 고려하여 전체론적인 방법으로 



53 

 

 

구매결정을 내리는 양심적인 소비자들을 장려한다(Henly, 2010; Pookulangara 

& Shephard, 2013).  

그러나 슬로우 패션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

더라도 기업에게 경제적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방향이고, 지속가능한 방향도 아니다. 그러나 패션 산업이 언제까지

나 소비자의 물질주의, 속물근성을 자극하는 전략만으로 장기적으로 살아남

을 수 없을 것이다. 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향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가 패션산업에 지속가능성을 가져다 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전략의 유효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품 중심-소비자 주도의 개인화와 서비스 중심- 기업주도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품 중심-소비자 주도의 개인화는 소비자가 스

스로 제품 제작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정보를 선별하는 과

정을 거치는 반면, 서비스 중심-기업주도 개인화는 기업이 소비자를 대신하

여 정보를 선별한다. 소비자에게 개인화된 패션 제품을 제공하는 두 차원의 

서비스가 서로 상반된 특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기제를 가지고 있어 두 개의 

연구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두 차원의 개인화 서비스가 기

업의 지속가능성과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밝히고 논의해보

고자 한다.  

 

(2) 커스터마이제이션과 지속가능성 

 

Black(2013)은 패션이 지속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1)소재, 장식, 포장은 

지구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하고 2)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지속가

능한 생산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하며 3)소비자의 요구와 욕구가 깊게 탐

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1)과 2)는 기업에서 생산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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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면 3)은 소비자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3)과 유사한 맥락으로 Fletcher(2013)는 지속가능한 패션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옷을 기술이나 상상력 또는 타고난 솜씨들로 완성할 수 있도

록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개개인의 소비자에게 창

의성, 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스스로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Fletcher, 2013).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세 번째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패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자신이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기술력의 도움을 받아 디

자인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재미와 자부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사람들은 손으로 직접 만든 제품에 대해서 기계로 제작한 제품보다 

더 큰 감정적 애착을 느낀다(Fuchs, Schreier, & Van Osselaer, 2015; Simonson, 

2005). Joy et al.(2012)는 장인정신이 깃든 제품은 지속가능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패션 브랜드에서 소비자들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서 

장인정신이 깃든 제품을 제작하고, 제품의 진정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장인정신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을 전

공하여 그 일에 정통하려고 하는 철저한 직업 정신을 지칭하는 말인데, 일

반적으로 사람들은 손으로 직접 만든 수공예 제품에서 장인정신을 인지한다

(Kapferer & Michaut-Denizeau, 2017). 또한 소비자는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함으

로써 자신의 노동력이 깃들게 될 경우 더 큰 애착을 느끼게 되는데(Fuchs, 

Schreier, & Van Osselaer, 2015; Norton, Mochon, & Ariely, 2011), 이와 같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 산 제

품처럼 몇 번 입지 않고 버리게 되는 경향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따라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가 

직접선택하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때 자신과의 맞음새에 대한 불확실성을 



55 

 

 

낮춰준다(Boër, Pedrazzoli, Bettoni, & Sorlini, 2013; McCarthy, 2004). 또한 

Johansson(2010)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개인이 소유한 몇몇의 특정 의복은 소

비와 사용을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에게 더욱 특

별한 옷이 되어 자신만의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덜 담긴 옷보다 오랫동안 착

용하게 된다고 한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제품에 자신의 정체성을 담는 과

정을 반드시 동반하는데, 제작과정에서부터 생기게 된 소비자 자신만의 이

야기가 담긴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은 소비자와의 유대감이 기성복에 비해 

더욱 강하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두 번째 지속가능한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관점을 넓은 의미로 생

각해 봤을 때,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지속가능한 패션이 될 수 있다(Boër et al., 

2013).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대중화가 되면 패션산업의 패러다임도 대량생산

에서 소량생산으로의 전환이 이루어 질 것이다(Pedersen, Gwozdz, & Hvass, 

2016). Anderson(2004)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기존의 대량생산의 문제점을 커

스터마이제이션 전략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매장에서 기본이 되는 상품과 매장의 다양성을 위한 신제품을 매장

에서 동시에 판매하는데, 기본적인 상품과 신제품의 생산의 동시 운용으로 

인한 재고의 수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부담이다. 즉,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반의 리테일러는 개개인에게 맞춤 상품을 제공하기 때

문에, 브랜드 하나가 유지해야 할 수 많은 스타일 수로 대량생산을 해서 낮

은 단가로 많은 수량을 판매하는 기획상품을 덜 생산하게 될 것이고, 매장

을 채우기 위해 일정 수의 스타일을 기획 생산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Anderson(2004). 또한 기업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은 추가로 보유하게 되

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추가 할인을 할 필요가 없고, 남아있는 재고를 아울

렛과 같은 할인매장에 보내어 제품을 손상시킬 필요도 없어 효율적이다

(Chin & Smithwick, 2009). 신발 카테고리에서, 대량생산 신발은 평균적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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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처분 되는 반면,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은 이

와 같이 버려지는 신발이 존재하지 않는다(Boër et al., 2013). 또한 자신의 신

체와 더욱 잘 맞는 맞음새는 상품을 더욱 오래 사용하게 만들어 의류쓰레기

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Boër et al.(2013)은 주장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은 불필요한 의류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환경에 해를 덜 끼치는 하나의 생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며, 의류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 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중 연구 1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며, 

소비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행복감과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3) 큐레이션과 지속가능성  

 

큐레이션을 단순하게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정보를 선별해서 보여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날 과잉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접

근방식이자 전략으로 보는 Bhaskar(2016)는 큐레이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산과 창조성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기업 주도의 큐레이션은 기업에게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상품이나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주고 또한 기업에게는 경제적 이익

을 가져다 준다. 또한 과잉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닌, 보다 큰 가치를 찾아 생

산하고, 많은 것이 아닌 적합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큐레이션은 결

국 환경보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이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력까지 더해져

서 대량생산은 더욱 지양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회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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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관점에서 큐레이션은 긍정적 측면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노출의 문제와 맞물려 개인 프라

이버시 침해의 문제로 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많이 논

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레이션 서비스가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활

용되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과잉 시대의 

정보 과부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

인다.   

연구 2에서는 큐레이션 과정을 간접경험함으로써 인지하게 된 큐레이션

의 특성이 행복감, 기업신뢰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큐레이션의 간접경험을 통해 인지하게 된 기업의 지속가

능성이 행복감과의 관계와 큐레이션의 특성과 기업의 인지된 지속가능성과

의 관계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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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연구 1: 커스터마이제이션 

 

본 장에서는 생산단계에서 소비자 참여로 이루어지는 개인화 서비스인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소비자의 행복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기결정이론을 바탕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지고 있는 

인지된 혜택을 통합하여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과 행복감과의 관계의 심리

적 기제를 밝히고자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이를 통해 가설과 연구모델을 

제안하였고, 설문을 통한 실증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자 하였다. 양적연구를 통한 연구모델 검증과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1 절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과 행복감 
 

본 절에서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혜택

을 고찰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행동적 반응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으로 얻어지는 혜택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은 일반 물질재와 다르게 소비자가 자신의 제품

을 직접 디자인 하는 경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경험적 구매(Experiential 

purchase)라고 할 수 있는데, 경험적 구매는 일반 물질적 구매(material 

purchase)와는 달리 더욱 자기정의(self-defining)적이고(Carter & Gilovich, 2012), 

독특함(Rosenzweig & Gilovich, 2012)을 가져다 준다.  

여러 선행 연구들은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고찰해 왔는데, 그 중에서 Trentin, Perin, & Forza(2014)는 두 차원으로 구분하

였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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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생산자로써 일부 참여하여 제품을 구매하

기 때문이다. 첫 번째 혜택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을 소비자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지하는 심리적 혜택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 디자인을 끝마

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완성품을 중심으

로 인지하게 되는 심리적 혜택으로, 이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에 기인한

다(Schreier, 2006). 위의 두 차원을 커스터마이제이션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커스터마이제이션 제작과정에서 소비자가 인지하

는 혜택에는 1) 성취감(Franke, Schreire, & Kaiser, 2010), 2) 자율성(Trentin, Perin, 

& Forza, 2014), 3) 자기 효능감(Franke, Schreire, & Kaiser, 2010; Franke, Keinz, & 

Steger, 2009)가 있고,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 자체에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심

리적 이점에는 1) 작가적 자부심(Trentin, Perin, & Forza, 2014) 2) 높은 상품의 

질(Franke, Schreire, & Kaiser, 2010), 3) 유일함/타인과 차별화(Bellis, Sprott, 

Herrmann, Bierhoff, & Rohmann, 2016), 4) 자기표현(Franke, Keinz, & Steger, 2009)

이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의 경험과 제품

을 통해 인지하게 되는 혜택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경험

을 통해 얻은 심리적 혜택은 곧 커스터마이제이션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Schreier, 2006),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과 행복감과의 관계는 자기결

정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을 통해 인지

하게 되는 혜택은 행복감을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자기결정이론에서

는 최적의 행복감에 선행되어야 할 변수로 자율성과 유능감을 제안하는데, 

이 두 변수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혜택과 일맥

상통한다. 작가적 자부심은 자기결정이론에서 주목한 변수는 아니지만, 작가

적 자부심은 자율성과 유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커스터마이제이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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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서 기인하는 심리적 혜택인 유일성, 자기표현 과도 상관이 높은 변수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한 세 가지 

인지된 혜택인 자율성, 유능감, 작가적 자부심을 고찰하였다.  

 

(1) 자율성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스스로 제품을 디자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경험

은 소비자 스스로가 많은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인지하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개인적 지배감을 높여준다(Marathe & 

Sundar, 2011). 기업에서 선 기획되어 생산된 완제품을 구매할 경우 선택의 

폭이 좁고 완벽하게 소비자의 취향과 필요에 부합하는 경우의 수는 비교적 

적다. 반면, 수 많은 디자인 요소를 직접 선택하여 조합함으로써 자신에게 

더욱 맞는 디자인을 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은 소비자에게 제품 한 개

를 구매하는데 제약이 적기 때문에 자율성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신발

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다면 소재, 색상, 앞 코, 뒤꿈치, 굽 높이, 장식 등을 

포함한 20가지 이상의 요소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자율성뿐만 아니라 소

비자는 자신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많은 부분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생

각이 들게 해 준다.  

자기 결정 이론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자율성은 

행복감의 중요한 선행변수로써, 특정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조절할 때 

자기 스스로 결정성을 가지고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이다(Ryan & Grolnick, 

1986). 자율성은 세 가지 기본 욕구 중 다른 하나인 유능감을 촉진시키는 

선행변인이며(Ryan, 1982),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세 가지 중 가장 핵심 욕구

이다(허예빈 & 김아영, 2012). 자기 결정 이론을 바탕으로 한 행복감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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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율성이 소비자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지지되었다

(Chirkov, Ryan, Kim, & Kaplan, 2003; Chirkov, Ryan, & Willness, 2005; Levesque, 

Zuehlke, Stanek & Ryan, 2004)). 또한 개인이 선택을 할 때 자율성이 더 많이 

보장된다면 만족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것도 밝혀진 바 있다(Inglehart, Foa, 

Peterson, & Welzel, 2008; Welzel & Inglehart, 2010). Bhattacharjee & Mogilner(2013)

가 경험으로부터 얻게 되는 행복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삶 속에서 

하게 되는 경험은 개인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이때 자율성이 

두 변수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커스

터마이제이션 경험을 통해 소비자가 자율성을 인지하게 된다면 행복감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2) 유능감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경

험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스스로 창작활동을 했다는 것에 소비자는 보람

을 느끼게 된다(Freitag & Higgins, 2002). 이 보람은 특정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인지하게 되는 유능감으로부터 

발생된다(Deci & Ryan, 1985). 자기 결정 이론에 따르면, 유능감 욕구는 특정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를 

말하며(Deci & Ryan, 1985), 획득한 기술이나 역량자체라기보다는 개인이 행동

을 통해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커스터마

이제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가 스스로 디자인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판매구성기(sales configuration)를 통해서 단계 별 디자인을 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 일반적으로 자사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에 커

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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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비자가 쉽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조작이 용이한 판매구성기를 구축

해 두었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판매구성기로 선택한 디자인 요소들이 

반영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창작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판매구성기를 통한 창작활동은 비교적 쉽게 자신만

의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된

다(Franke, Schreier, & Kaiser, 2010). 또한 자신의 노력을 더함으로써 본인의 필

요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개인화된 제품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완제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가 효율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Franke, 

Schreier, & Kaiser, 2010; Schreier, 2006). 이와 같이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을 

통해 인지하게 되는 자신감과 효율성을 통해 소비자는 유능감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유능감은 타인이 개인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인지하게 되는 것 보다, 개인 스스로가 인지하는 자신감과 효

율성을 의미한다(Deci & Ryan, 2000).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이 한 디자인의 결

과물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평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능감을 인지할 수 있

다.  

유능감은 자기 결정 이론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기본 욕구 중 하나로 

자율성과 마찬가지로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eci & Ryan, 2002; Reis, 

Sheldon, Gable, Roscoe, & Ryan, 2000). 따라서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에서 

지각되는 유능감은 소비자에게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작가적 자부심 

 

자부심은 일반적으로 시험이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도전적인 상황에

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들인 노력으로 얻은 긍정적인 결과로부터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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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능감과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유능감에 대한 평가에 따른 성취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이다(Franke & Schreier, 2010; Lea & Webley, 1997; Weiner, 1985). 

작가적 자부심은 특별히 개인이 무언가를 스스로 창조했을 때, 즉, 창작자의 

존재가 되었을 때 경험하는 감정이다(Franke & Schreier, 2010). 창의적인 활동

을 함으로써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데,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을 통

해서도 개인은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 냈다는 창의적 성취감을 얻을 수 있

다(Schreier, 2006; Trentin, Perin, & Forza, 2014). 일반적으로 작가적 자부심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느낄 수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물건을 만들면서 만든 물건은 스스로의 통

제아래에서 완성되었다고 인지함으로써 그 물건을 통해 확장된 자아

(extended-self)를 경험해야 함 2) 개인이 창조한 물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이 도출되어야 함(Franke & Schreier, 2010).  

첫 번째 작가적 자부심의 조건은 자율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소재, 칼

라 등을 제품의 기본형에서 바꾸어서 자신만의 제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의

미한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선택사항 중에서 소비자는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조합하여 자신의 통제아래 제품을 디자인한다. 즉, 소비자는 커스

커마이제이션 제품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디자인을 함

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작한다고 인지하게 되고,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나만의 것임을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확장된 

자아를 경험하게 한다(Schreier, 2006). 무언가를 창작하는 것은 만들어낸 대

상을 확장된 자아 안에 통합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 하나이다(Belk 

& Coon, 1993). 또한 Sartre(1943)은 특정 대상은 통제, 지배를 통해서 확장된 

자아로 통합될 수 있으며, 그 예가 바로 창작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커스터

마이제이션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여러 디자인 요소를 조합하는 창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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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통해 확장된 자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확장된 자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성(Uniqueness) 욕

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한 개 밖에 없는 나만

이 가진 독특한 것을 소유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충족시키

기 위해 물질적 재화로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고자 한다(Belk, 1988). 이러한 

유일성은 희소 가치가 있는 명품을 구매하거나, 디자이너 제품을 구매하거

나, 개인화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Snyder, 1992; Ruvio, 2008). 

개인이 직접 디자인 과정에 참여해서 얻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은 자신만

의 선호와 취향을 담은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충분히 유일성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노력, 시간, 등이 투자된 제품을 통해서 자신

의 부분으로 간주하고, 확장된 자아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작가적 자부심을 

인지하게 한다.  

두 번째 작가적 자부심의 조건은 유능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Harter, 1985).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스크린 중앙에 제품 이미지를 배치하고 좌측이나 

우측에 놓인 판매구성기를 통해 디자인의 요소를 선택할 때마다 디자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디자인하도록 한다. 소비자는 어렵

지 않게 스스로가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은 소비

자가 스스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지하게 하여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게 할 것이다. 유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주어진 일을 잘 해냈는

지에 대하여 타인의 평가를 통해 인지하는 것이라기 보다, 개인이 인지하는 

자신감과 효율성을 의미한다(Deci & Ryan, 2000). 따라서 소비자가 디자인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에 대해서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경험을 통한 

창작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효율성을 인지한다면 소비자는 작가적 자부심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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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을 통한 소비자 행동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예상된 또는 계획된 미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도가 행위로 옮겨질 가능성으로 행동의 지표를 나타낸다(Engel, 

Blackwell, & Miniard, 1995). 구매의도는 행동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단계이며 

행동의 지표로 간주된다. 구매대상에 대한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한은

경, 류은아, 2003). 그 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 구매행동 자체에 대한 태도로

써의 구매의도와 실제 구매행동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왔다

(Morrison, 1979; Morwitz, Johnson, & Schmittlein, 1993; Infosino, 1986; Jamieson & 

Bass, 1989; Bemmaor, 1995; Young, DeSarbo, & Morwitz, 1998). 즉 구매의도는 소

비자의 구매행동을 예측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을 통해 소비자가 인지하게 되

는 혜택과 행복감이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보고자 한다.  

위의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한

다. 

<그림 ３-1> 연구 1의 연구모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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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 설정 및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증을 위한 연

구 가설을 도출하고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1. 가설 도출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여 제품의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컴퓨터, 타블렛 PC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상에 있는 메뉴, 툴 이라고도 불리는 

판매 구성기(sales configuration)를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는 자신

이 기업 혹은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완성된 상품이 아닌, 자신의 선호가 반

영되었다고 느끼고, 수 많은 옵션 중에서 자신이 선택하기 때문에 자신이 

디자인 하는 상황을 통제했다고 인지하게 되고 자율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은 소비자의 자율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유능감은 획득한 기술이나 역량자체라기보다는 개인이 행동을 통해 자

신감과 효율성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Deci & Ryan, 2000). 즉 

잘 해야지만 유능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 해보지 않았던 특별한 경험을 통

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때 유능감을 느끼게 된다. 따

라서 소비자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경험하는 동안에, 디자인이 완성되어 가

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디자이너가 아님에도 불구



67 

 

 

하고 자신만의 디자인을 입고 신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유능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 2: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은 소비자의 유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 중에서 인지하게 되는 심리적 혜택이 자율성과 

유능감이라고 한다면, 커스터마이제이션 상품 자체에서 소비자는 심리적 혜

택을 인지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높은 상품의 질 (Franke, Schreire, & 

Kaiser, 2010), 유일함 / 타인과 차별화(Bellis, Sprott, Herrmann, Bierhoff, & 

Rohmann, 2016; Franke & Schreire, 2006), 자기표현 (Franke, Keinz, & Steger, 2009), 

창의적 제품의 획득감(Trentin, Perin, & Forza, 2014) 등을 소비자는 커스터마이

제이션 제품에서 인지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위의 변수들은 커스

터마이제이션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일부만을 설명하고 있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확장된 의미를 내포하는 변수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였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은 소비자 자신이 직접 디자인 했다는 가장 큰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소비자 자신이 반영되어 있다는 의

미로 확장된 자아를 제품 자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디자

이너, 창작자의 존재가 되어 잠시나마 창작자로써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설명하는 용어인 작자적 자부심(Franke & Schreier, 2010)을 소비자는 커스터마

이제이션 제품에서 인지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

설이 도출되었다.   

 

가설 3: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은 소비자의 작가적 자부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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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사람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e.g. 

Bhattacharjee & Mogilner, 2013; Lyubomirsky & Layous, 2013), 몇몇의 연구에서는 

자기 결정 이론(Deci & Ryan, 2012)을 중심으로 경험(e.g., 여행, 결혼, 창작활

동 등)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

능감, 관계성의 매개효과를 증명 하였다(e.g. Maltby & Day, 2001; Wilson & 

Rodgers, 2002).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을 통해 소비자는 기본적 욕구인 자율

성과 유능감을 인지하며, 이 두 가지는 최적의 행복감을 매개한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 4: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 중에서 인지하게 된 자율성은 행복감에 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 중에서 인지하게 된 유능감은 행복감에 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 감정인 자부심은 개인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왔다(e.g. Bagozzi, Gopinath, & Nyer, 1999; Kitayama, 

Markus & Kurokawa, 2000). 작가적 자부심은 무언가를 창조했을 때 느끼는 

작가, 창조자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 낸 창조물이 자신의 일부

임을 느끼는 성취감, 자랑스러운 감정이다. Emmons(1986, 1991)는 성취감은 

행복감의 예측변수라는 것을 그의 연구에서 밝힌바 있다. 작가적 자부심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지만, 국내 연구 중에서 드라마 작가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한 김미숙 & 이기형(201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가들의 자부

심이 그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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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에서 인지한 작가적 자부심은 행복감에 정적

인 영향을 줄 것이다. 

 

행복감은 곧 소비자가 만족을 했다는 뜻이며, 다시 말해서 커스터마이

제이션을 경험한 소비자가 만족감을 지각한다는 것은 제품과 기업에 대해서

도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자신

의 노력이 가미된, 즉 자신의 노력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의도가 

높다(Fuchs, Schreier, & Van Osselaer, 2015; Norton, Mochon, & Ariely, 2011). 따라

서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으로 소비자가 행복감을 인지하게 된다면 이는 곧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7: 행복감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2. 연구모델 제안 

 

연구 1의 연구모델은 <그림 3-2>과 같다.  

 

<그림 ３-2> 연구모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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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절에서는 연구 1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실시한 설문을 통한 실증 연

구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직접 경험하게 하

기 위하여 자극물을 선정 과정과, 그 후 수행한 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였으

며, 설문의 구성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자극물 선정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제공하는 패션 기업은 여럿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

분 간단하게 소재를 바꾸거나,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수준의 간단한 커스터

마이제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3D 프린팅, 사이즈 

계측 등 여러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에 따라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정교해 질 

것이라고 보인다. 여성 신발을 판매하는 호주 브랜드 슈즈오브프레이

(Shoesofprey)<그림 3-3>는 소비자에게 완제품 및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

를 제공하는 리테일러로 본 연구의 실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자극물로 선

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신발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신발의 20부분 이

상<그림 3-4>을 소비자가 스스로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만의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매구성기는 오른쪽에 위치하여 클릭만 하면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놓았으며, 디자인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옵

션을 클릭하면 화면 중앙에서 디자인이 변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게 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는 이보다 더 높

은 수준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디자인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호주 브랜드인 슈즈오브프레이의 온라

인 사이트가 자극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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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의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 응답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

어 약 10명 정도가 실험 사전에 경험 하게 하였고, 그 결과 단어의 뜻이 정

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으나 모두 소재, 칼라 등 모두 이미지로 제시

하기 때문에 디자인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패션제품의 구매가 늘고 있어 해외 직구 환경이 더욱 보편적일 

것이므로 충분히 자극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３-3> 연구 1 자극물: 슈즈오브프레이 

            (http://www.shoesofpr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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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4> 커스터마이제이션 단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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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절차 

 

설문의 대상은 인터넷 쇼핑 경험이 있고, 온라인 사용에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20~30대로 하였다. 슈즈오프프레이는 여성 신발만을 판매

하기 때문에 여성으로 성별은 제한하였다.  

사전에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실험실에 입장한 응답자는 실험 참여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 한 후, 실험실 조교에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

를 안내 받았다. 호주 브랜드로 온라인 사이트의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 

응답자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응답자들의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혼합하여 만

든 설명서를 제작하였다. 이 설명서는 실험실 조교가 자리를 안내할 때 고

유 번호와 함께 응답자에게 배부하였다. 자리에 앉은 응답자는 온라인 설문

을 시작하게 된다. 온라인 설문은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작된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는 슈즈오브프레이의 링크를 클릭

하여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을 시간에 제약 없이 직접 디자인한다.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현재 시간을 기입하게 하고, 다시 온라인 설문으로 돌아온 

시각을 기입하게 하여 총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게 하

였는데, 일반적으로 5분에서 40분 사이 소요되었다. 이때, 언제든지 영어로 

인한 불편한 점은 실험 조교에게 물어볼 수 있다. 완성된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 이미지를 바탕화면에 처음에 배부 받은 고유번호를 파일 이름으로 하

여 저장한다. 다시 온라인 설문지로 돌아와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면 실험은 

끝나게 된다. 실험자들에게 실험이 끝난 후에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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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문항의 구성  

 

양적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크게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 커스터마이제이션 혜택, 행복감, 지불의도, 개인의 성격 성향, 인구통

계학적 특성의 6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다른 문

항들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확실히 그렇다’)를 사

용하였다. 이상의 설문지의 구성은 <표 3-1>과 같다. 

 

<표 ３-1> 연구1의 설문 구성 및 설문 순서  

분류 측정내용 측정변수 문항수 측정방법 

자극물  

경험 전 
현재시각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을 위한 온라인 링크를 클릭 전

에 현재시각을 설문지에 입력 

자극물 경험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 디자인 

자극물  

경험 후 

 

현재시각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후 시각을 설문지에 입력 

인지적 평가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3 
7점 

리커트 척도 

커스터마이제

이션 혜택 

자율성 4 
7점 

리커트 척도 
유능감 4 

작가적 자부심 3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표 
행복감 2 

7점 

리커트 척도 

구매의도 3 
7점 

리커트 척도 

통제변수 

Shoesofprey 인지 여부 1 

7점 

리커트 척도 

커스터마이제이션 구매여부 2 

자기 효능감 4 

표현능력 3 

인구통계학적 특성 6 선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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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경험을 통해 인지하게 되는 자율성, 유능감은 경험과 행복감을 매개한다

(Deci & Ryan, 2012). 커스터마이제이션 활동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일상생활

에서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디자이너가 되어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특

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물질재를 구매하면서 동시에 경험을 주

는 경험재로서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

한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의 경험은 행복감과 소

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커스

터마이제이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 정의를 설문 문항

으로 사용하였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정의는 Heizer & Render(2011)와 Gandhi, 

Magar, & Roberts(2014) 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

하였으며 이는 <표 3-2>에 제시하였다.  

 

<표 ３-2>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문항번호 출처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나는 조금 전 나에게 맞는 맞춤

형 신발을 제작하는 경험을 하

였다. 

1-1 

Heizer & Render, 

2011; Gandhi, 

Magar, & Roberts 

et al., 2014 

나는 조금 전 나의 취향이 반영

된 신발을 디자인하였다. 
1-2 

나는 조금 전 색상 팔레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색상을 골라 신

발에 반영하였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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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성 

 

자율성은 인간의 최적의 행복감에 미치는 선행변수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연구한 Vlachopoulos & Michailidou(2006)의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

구의 실험 상황에 맞는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표 3-3>에 제시하였다.  

 

<표 ３-3> 자율성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문항번호 출처 

자율성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동안 내가 선호하

는 신발 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했다고 느

낀다. 

2-1 

Vlachopoulos & 

Michailidou, 2006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했다고 느낀다. 
2-2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동안 내가 평상시 

관심 있었던 디자인 요소를 선택했다고 생

각한다. 

2-3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동안 타인에 의해 

통제 받고 억압 받는다고 느꼈다. ®  
2-4 

 

 

(3) 유능감 

 

자율성과 마찬가지로 Vlachopoulos & Michailidou(2006)의 척도를 바탕으

로 본 연구 상황에 맞는 문장으로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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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３-4> 유능감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문항번호 출처 

유능감 

커스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

안 성취감을 느꼈다. 
3-1 

Vlachopoulos & 

Michailidou, 2006;  

Bandura, 1980 

커스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훌륭히 수행

했다고 생각한다. 
3-2 

이번 경험을 통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긴다. 
3-3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경험함으로써 무언가를 

만들어 냈다는 느낌을 받았다. 
3-4 

 

 

(4) 작가적 자부심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은 소비자에게 작가적 자부심을 인지하게 한다는 

Trentin, Perin, & Forza(2014)와 Franke, Keinz, & Steger(2009)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이는 <표 3-5>에 제시하였

다.      

    

<표 ３-5> 작가적 자부심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문항번호 출처 

작가적 

자부심 

내가 스스로 디자인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한다. 
4-1 

Franke, Keinz, & 

Steger, 2009; Trentin, 

Perin, & Forza, 2014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은 나에게 작가로

서의 자부심이 들게 한다. 
4-2 

내가 디자인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은 

미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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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복감 

 

행복감은 특별한 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Bhattacharjee & 

Mogilner(2013의 척도와 행복감을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했던 행복감에 관한 

연구(Millar & Thomas, 2009; Van Boven & Gilovich, 2003; Thomas & Millar, 2013)

의 척도를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아래 문항과 같

이 경험을 통해 현재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지, 

또한 인생에 만족감을 얼마나 느끼게 하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표 3-6>

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３-6> 행복감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문항번호 출처 

행복감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후, 나는 지

금 행복감을 느낀다. 
5-1 

Bhattacharjee & Mogilner, 

2013; Millar & Thomas, 

2009; Van Boven & 

Gilovich, 2003; Thomas & 

Millar, 2013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은 나를 기쁘

게 했다. 
5-2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은 나의 일상

생활을 즐겁게 했다. 
5-3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은 내게 인생

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증가시켰다. 
5-4 

 

 

(6) 구매의도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예상된 혹은 계획된 미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도가 행위로 옮겨질 가능성을 의미한다(Engel, Blackwell, & Miniard, 

1995). 마케팅관련 선행연구에서 구매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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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사를 질문하여 측정하기도 하고, 구매의향을 측정(e.g. 한상린 & 박천

교, 2000)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매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직접적인 

질문과 구매의향을 혼합하여 Holzwarth, Janiszewski & Neumann(2006)의 연구

를 바탕으로 본 연구 실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표 3-7). 

 

<표 ３-7> 구매의도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문항번호 출처 

구매

의도 

방금 내가 디자인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을 구

매할 의사가 있다. 
6-1 

Holzwarth,  

Janiszewski 

& Neumann, 

2006 

방금 경험해 본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향후 

이용해볼 의사가 있다. 
6-2 

다음 번에 신발을 구매해야 한다면, 커스터마이제

이션 신발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6-3 

 

 

(7)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직업, 교육 수준, 월평균 

수입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여성으로, 연령은 

2-30대로 한정하였다.  

 

 

(8) 통제변수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을 디자인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행복감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경험 시간 자체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

하기 위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통제변수를 함께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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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변수는, shoesofprey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 구매 여부, 

shoesofprey 브랜드 인지 여부,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 구매 여부, 자기효능

감, 표현능력으로 <표 3-8>과 같다.  

 

<표 ３-8> 통제변수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문항번호 출처 

Shoesofprey 

인지 여부 

방금 이용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웹 사이트가 브랜

드 shoesofprey 라는 것을 알고 있다. 
7-1 연구자 

커스터마이

제이션 구매

여부 

방금 이용한 shoesofprey 온라인 사이트에서 커

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7-2 연구자 

나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 
7-3 연구자 

자기 효능감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잘 적응하는 편이

다. 
7-4 

윤승욱, 

2009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하

는 편이다. 
7-5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때 스스로 활용방법을 습

득할 자신이 있다. 
7-6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자신이 있다. 
7-7 

표현능력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발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7-8 

Franke, 

Keinz, & 

Steger, 

2009 

어떤 물건을 설명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속성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7-9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의 종류를 타인에게 설

명하는 것은 쉬운 편이다.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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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서울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이 사용하는 온라인 사이트(http:// snulife.com)

에 실험 공고를 올려 실험 참여자를 약 일주일간 모집하였다. 실험에 참여

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문자로 실험 참여 시간을 예약하였다. 실험은 

2018년 상반기에 서울대학교 222동 CAD 실에서 진행되었다.  

설문은 온라인 사이트 Qualtrics에서 제작하여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설문 문항에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

문에 누락된 응답은 없었다. 그러나 전체 180명의 응답 가운데 불성실한 응

답 12부를 제외한 168명의 응답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귀분

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부석,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을 실시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커스터마에제이션 경험, 

커스터마이제이션 혜택, 행복감, 지불의도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를 사용하여 연구 모델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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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결과 

 

1. 측정모형   

 

(1)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전체 분석에 사용된 168부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3-9>와 같다. 성별

과 연령을 한정한 결과, 20대와 30대가 132명(78.6%)과 36명(21.4%)으로 분포

되었다. 결혼여부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보면, 응답자 중 미혼자가 155명

(92.3%), 기혼자가 13명(7.7%)으로 미혼자가 대부분이었다. 직업에 따른 분류

에서는 학생이 157명(93.5%)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은 학생으로 나타났다. 가

구당 월평균 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58명(34.5%), 2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13명(7.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1명(6.5%), 400만원 이

상 500만원 미만이 17명(10.1%),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18명(10.7%),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이 25명(14.9%), 800만원 이상이 26명(15.6%)로 나

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158명(94%)로 나타나 응답자

의 대부분은 대학교 재학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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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３-9>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항목 범주 n % 

연령 
20대 132 78.6 

30대 36 21.4 

결혼여부 
미혼 155 92.3 

기혼 13 7.7 

직업 
학생 157 93.5 

사무직 11 6.5 

월평균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58 34.5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3 7.7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1 6.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7 10.1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8 10.7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25 14.9 

800만원 이상 26 15.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0 6.0 

대학교 재학 83 49.4 

대학교 졸업 25 14.9 

대학원 재학 이상 50 29.7 

 

 

(2)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한 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요인분석과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뢰성 분석을 위해 Varimax 회전을 통해 주성

분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표 3-10>로 제시하였다. 크론바흐 알파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뢰성이 검증된 

각 변수들의 측정 문항에 대해 타당성 분석을 위해 Varimax 회전을 통해 주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전체 변수에서 요인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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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0.93의 범위를 보였으며, 고유치가 1 이상의 값을 가져 각 변수가 단일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표 ３-10>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Cronbach’s 

α 

평균 

(표준편차) 

커스터마

이제이션 

경험 

CE1 .85 

2.10 70.12 0.77 
6.10 

(0.96) 
CE2 .89 

CE3 .78 

자율성 

A1 .93 

2.65 66.19 0.81 
5.57 

(1.02) 

A2 .92 

A3 .85 

A4 .74 

유능감 

C1 .88 

2.97 74.24 0.88 
5.33 

(1.15) 

C2 .89 

C3 .84 

C4 .84 

작가적  

자부심 

AP1 .91 

2.35 78.48 0.86 
5.69 

(1.27) 
AP2 .86 

AP3 .88 

행복감 

H1 .89 

3.12 78.04 0.90 
5.26 

(1.19) 

H2 .83 

H3 .91 

H4 .91 

구매의도 

PI1 .91 

2.31 76.87 0.85 
4.94 

(1.35) 
PI2 .91 

PI3 .80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Customization Experience(CE); 자율성: Autonomy(A); 유능감: 

Competence(C); 작가적 자부심: Pride Authorship(AP); 행복감: Happiness(H); 구매의도: 

Purchase Intention(PI)   

 

 

모형의 구성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AMOS 18.0을 이용

하여 모든 요인을 반영한 전체 측정모형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모델 적합도 지수들이 적절한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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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χ2(d.f)= 351.655(174), Normed χ2=2.02, 

GFI=0.84, CFI=0.93, TLI=0.91, RMSEA=0.08).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는 <그림 3-5>와 <표 3-11>에 제시하였다. 

 

 

 

<그림 ３-5> 연구모델1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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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３-11> 측정모델1의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변인 측정변수 
요인 

부하량 
t-value 

Cronbach’s 

α 
AVE CR 

커스터마

이제이션

경험 

CE1 .73 7.63 

0.77 0.57 0.96 CE2 .86 8.37 

CE3 .63 ._b 

자율성 

A1 .93 18.21 

0.81 0.60 0.96 
A2 .92 ._b 

A3 .76 12.75 

A4 .74 10.31 

유능감 

C1 .84 10.66 

0.88 0.66 0.97 
C2 .88 11.06 

C3 .78 9.87 

C4 .73 ._b 

작가적 

자부심 

AP1 .90 11.54 

0.86 0.68 0.95 AP2 .76 ._b 

AP3 .81 10.62 

행복감 

H1 .82 ._b 

0.90 0.71 0.97 
H2 .91 14.45 

H3 .91 14.49 

H4 .71 10.23 

구매의도 

PI1 .93 9.44 

0.85 0.67 0.94 PI2 .85 9.23 

PI3 .65 ._b 

적합도 

지수 

χ2(d.f)= 351.655(174), Normed χ2=2.02, GFI=0.84, CFI=0.93, TLI=0.91, 

RMSEA=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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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비표준화계수(unstandardized estimates)를 1로 고정, t값이 도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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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변수들 간의 수렴 타당성 및 판별 타당성 확인 

 

측정 모델의 수렴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균 분산 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을 계산한 결과 <표 3-1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모두 0.57 에서 0.71 사이 값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0.5 이상으로 모두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ornell & Larcker, 1981). 측정모델의 판별 타당성은 

Fornell & Larcker(1981)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각 잠재변인의 평균 분산 

추출지수(AVE)와 각각의 두 변인간 상관계수의 제곱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조합의 변인간 상관관계 제곱은 0.18-0.44 의 

범위를 보여, 변수별 평균 분산 추출지수보다 모두 작게 나타났다. 이로써 

변인 각각이 측정변수로 설명되는 부분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어, 6 개 

변인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표 ３-12> 측정모델1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 및 상관계수 제곱값  

변수 
커스터마이

제이션경험 
자율성 유능감 

작가적 

자부심 
행복감 구매의도 

커스터마

이제이션

경험 

0.57
a
      

자율성 0.36b 0.60     

유능감 0.39 0.36 0.66    

작가적 

자부심 
0.25 0.20 0.44 0.68   

행복감 0.21 0.30 0.39 0.28 0.71  

구매의도 0.23 0.20 0.28 0.22 0.18 0.67 

a)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 

b) 두 변수간 상관계수의 제곱 



88 

 

 

2.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이 자율성, 유능

감, 작가적 자부심, 행복감,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3>와 <그림 3-6>에 제시

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𝜒2/df: 2.23, NFI: 0.84, CFI: 0.92, GFI: 0.81 TLI: 

0.91, RMSEA: 0.08으로 만족되었다. 

 

<표 ３-13> 측정모델1의 경로모형 지수 

가설 경로 β t 채택여부 

가설 1-1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 자율성 0.72*** 7.28 채택 

가설 1-2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 유능감 0.81*** 6.98 채택 

가설 2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 작가적 자부심 0.68*** 6.30 채택 

가설 3-1 자율성 -> 행복감 0.23** 2.85 채택 

가설 3-2 유능감 -> 행복감 0.40*** 4.24 채택 

가설 4 작가적 자부심 -> 행복감 0.25** 2.97 채택 

가설 5 행복감 -> 구매의도 0.48*** 5.19 채택 

적합도 

지수 
𝜒2/df: 2.23, NFI: 0.84, CFI: 0.92, GFI: 0.81 TLI: 0.91, RMSEA: 0.08 

*** : p<.001 ** : p<.01  

 

 

첫째,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은 자율성과 유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신발을 제작했고, 이 신

발은 자신의 취향과 색상이 반영되었다고 인지하게 되면 자율성과 유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설 1과 가설 2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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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은 작가적 자부심에 정적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스스로 맞춤형 신발을 디자인하고, 원하는 색상을 반영했다

고 인지하게 되면 작가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에 가설 3이 채택되었다. 

셋째,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는 표현에 대한 자

율성과 자신이 스스로 디자인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신감과 같은 유능감

은 행복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

와 가설 5가 채택되었다. 

 

*** : p<.001 ** : p<.01 

<그림 ３-6> 연구 1의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결과 

 

넷째, 작가적 자부심은 소비자가 스스로 디자인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신만의 유일한 대상에 대해서 지각하게 되는 작가로서의 자부심과 결과물

에 대한 창의성, 미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데, 이는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적 자부심은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



90 

 

 

문에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로써 가설 6이 지지

되었다. 작가적 자부심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바 없지만, 본 연구에서 작가적 자부심(β=0.25**)은 자율성과 유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각각 β=0.23**, β=0.40***)와 비슷하게 행복감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복감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7이 지지되었다.  

 

3. 추가분석: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시간과 행복감과의 관계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고

자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시간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원하는 제품을 손쉽게 디자인하는 과정은 소비자의 행복감

과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을 디

자인하는데, 옵션을 선택하는 동안 긴 시간을 고민하거나, 옵션을 변경함으

로써 스크린에 반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을 디자인하는 총 시간과 행복감과의 관계는 역 U자

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총 시간과 행복감과의 역U자형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커스터마이제이

션 경험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1)슈즈오브프레이에서 커스터

마이제이션 신발 구매여부, 2)슈즈오브프레이 사전 인지 여부, 3)커스터마이제

이션 제품 구매 경험 여부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한 판매구성기 사용 경험이 있거나, 판매구성기를 통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다면, 사전 경험으로 인한 판매 구성기의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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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총 경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개인이 

뭘 선호하는지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커스터마이제이션

이 주는 혜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Franke, Keinz, & Steger, 2009)가 

있어 개인이 가진 선호를 표현능력은 통제변수로 고려되었다. 또한, 개인이 

가진 자기효능감도 총 소요시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의 소요시간과 행복감과의 역 U자형 관계는 커

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시간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의 크기도 증가하

다가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다시 감소하는, 즉 중간 수준의 커스터마이제이

션 경험 시간을 소비자가 갖게 될 때 행복감이 가장 큰 것임을 의미한다. 

이 관계를 밝히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역 U자형 관계가 지

지되기 위해서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시간의 회귀계수가 정(+)의 부호를 

나타내야 하며,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시간을 제곱하여 새로운 변인으로 

투입한 경우 회귀계수의 부호가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면서 모형

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어야 한다(Oh, Chung, & Labianca, 

2004; Muse, Harris, & Field, 2003).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시간과 행복감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변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순수한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시간이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해 1단계로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시간과 행복감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

되는 통제변인인 1) 슈즈오브프레이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 구매여부,  

2) 슈즈오브프레이 사전 인지 여부, 3)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 구매 경험 여

부, 4) 자기 효능감, 5) 표현능력을 입력하였다. 2단계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경험한 시간을 투입하였고, 3단계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경험한 시간의 제곱

항을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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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３-14>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시간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행복감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β β 

Control 

variables 

Sheosofprey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신발 구매여부 
-0.085 -0.083 -0.058 

Sheosofprey 브랜드 인지 여부 0.105 0.106 0.116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 구매여부 -0.186 -0.186 -0.188 

자기 효능감 0.207 0.208 0.216 

표현 능력 0.278 0.279 0.264 

Independent 

variables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시간 (Linear)  0.009 0.364*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시간2 (Curvilinear)   -0.381* 

ΔF 7.504 0.015 4.605* 

R2 0.163 0.158 0.176 

*: p < .05 

 

 

<표 3-14>에서 알 수 있듯이,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시간을 투입한 경

우 회귀계수가 0.364(p<0.05)로 정의 부호를 보이며, 시간의 제곱항을 투입한 

경우 회귀계수가 -0.381(p<0.05)로 음의 부호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

형의 변량이 4.605(p<0.05)로 모형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미하여 커스터마이

제이션 경험 시간과 행복감과의 역U자형 관계는 지지되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

치지만, 경험의 평균시간 8.58분을 넘어가면 행복감이 감소하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을 디자인 하는데 평균 

경험시간은 8.58분이었고, 경험의 평균시간을 중심으로 좌우방향에 행복감의 

최고값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8~10분사이가 행복감을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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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하는 시간의 적정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실험 상황에 따라 적정수준

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에게 특정 과업이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흥미, 도전감 등이 유발되

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스트레스 개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개

념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Meglino(1977)는 특정 과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인

간에게 도전감을 유발하며, 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한 필요한 자극이라고 주

장한다. 또한 스트레스의 역U자형 이론을 지지하는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e.g., Hellriegel, Slocum, & Woodman, 1998), 이는 특정 과업에 대하여 스트레스

는 흥미, 도전감, 성취감을 유발하게 되는 자극이 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

서면 스트레스는 부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Anderson(1976, 

1990)은 각성(arousal)은 성취(performance)와의 역U자형 관계를 밝혔는데, 이 

는 특정 과업에 대하여 인지된 각성과 성취는 일정 수준까지는 정적 관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이 일정 시간까지는 소비자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에 대한 흥미, 도전감, 성취감이 유발되어 긍정적 태도인 행복감

에 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일정 시간을 넘어서면 어떠한 요인에 의하

여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판매구

성기 사용의 어려움, 긴 로딩시간과 같은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부적 요인

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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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논의 

 

1. 요약 및 결론 

 

ICT의 발달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더욱 개인화 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예전부터 기업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주목해 왔던 마케

팅 전략 중 하나다.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에 따른 부담감과 쉽

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여 상용화가 되지 못했지만, 정보통신기술

을 비롯한 3D 바디스캐닝, 3D 프린팅 기술 등의 발달은 기업이 비교적 용이

하게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또한 소비자

들의 기술수용수준이 높아지고, 특히 1981년 이후 출생자인 밀레니얼 세대

는 더 이상 전자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소비자의 성향도 

수동적으로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상품보다는, 자신 스스

로 제작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슈머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커스터마이

제이션에 대한 관심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Gandhi, Magar, & Roberts (2014)

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재의 미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

기도 했다. 이는 더욱 정교해진 패션제품 커스터마이제이션은 패션산업의 

기획 및 생산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게 될 뿐만 아니라(Henke,et al, 2016),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만족이 높아져 소비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 1은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이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그 실증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 번째,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을 통한 혜택인 자율성, 유능감, 작가적 

자부심이 행복감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유의미하게 밝혀지고, 행복감은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행복감은 소비자의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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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감정과 만족감을 포함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평가하는 변수로,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는 소비자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으로부터 인지한 행복감이 구매의

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전략이 기업에게 경제적 이익

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적합한 경영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작가적 자부심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에서 밝혀진바 없지만, 본 연구에서 작가적 자부심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력은 자율성과 유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가적 자부심 또한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선행변수임

을 증명한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인이 스스로 자신만

의 디자인을 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인이 일상생

활에서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행

복감에 더욱 큰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Bhattacharjee & Mogilner, 

2013)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재로서의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

은 긍정적 감정을 넘어선 삶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케팅에서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추가분석은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시간은 행복감에 역 U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 결과에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응답자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경험할 때 얼마나 많은 단계를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단계의 정도와(그림 3-4) 행복감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

재하지 않았다. 즉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많은 단계를 이용하여 높은 수준으

로 이용했다고 더 행복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이용했다고 낮은 행복감을 주

지는 않았다. 따라서 추가 분석의 결과는, 소비자가 디자인을 너무 고민하여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어, 일정 시간을 넘어서면 커스터마이제이션 활동을 

과업(task)로 인지하게 되어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기업



96 

 

 

에서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구성기를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최대한 쉽게 가시화 해야 할 것이며, 디자인 요소를 추가, 제거하는 과정에

서 전체 디자인에 반영되어 화면에 보여주는 로딩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필요없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샘플이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과 여성만 참여 했다는점

에서 모집단을 설명하는 대표성이 떨어진다. 또한 자극물로 사용한 슈즈오

프프레이가 여성 신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차이를 밝힐 

수가 없었다. 본 연구는 자신이 평상시에 가지고 싶었던 구두를 디자인 하

라는 상황에서 진행되어 특정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 다양한 직업과, 연령, 

성별을 대상으로 웨딩, 졸업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의 디자인 했을 때 어

떻게 달라지는지에 대 후속연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자극물을 신발로 정하였는데, 

신발은 모든 소비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신발은 기

본적인 발바닥 틀을 가지고 사이즈와 디자인을 변형하여 생산하는데, 옷에 

비해서 기본적 패턴이 단순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용이한 패션 아

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드레스 셔츠의 경우도 신발과 마찬가지로 원

형 패턴에서 사이즈, 소재, 색상, 칼라, 소매, 주머니 등을 변형하는 모듈생

산이 가능한 패션 아이템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비교적 용이하다. 이 밖

에 다른 패션 아이템은 기본 원형에서 변형할 수 있는 수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여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로 형태를 커스터마이제이션의 과정이 비교적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아이템의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소비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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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소비자의 개인차 변수에 의한 조절 변수가 본 연구에서는 밝

히지 않았으나, 조절변수를 찾아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에게 실무적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유형에 따른 커스터마이제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제품을 생산하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공

유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와 X, Y 세대와의 비교

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98 

 

 

제４장 연구 2: 큐레이션 
  

본 장에서는 개인화서비스인 큐레이션이 소비자의 행복감과 기업태도 

및 행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와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중심으로 큐레이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

지적 반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가설과 연구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한 실증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큐레이션 기반의 기업의 인지된 지속가능성이 행복감에 미

치는 영향과 큐레이션의 특성과 기업의 인지된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밝히

고자 하였다.  

 

 

제１절 큐레이션과 행복감 

 

본 절에서는 큐레이션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큐레이션을 받은 소비자는 자신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축소해주는 큐레이

션의 편의성을 인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개인화 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노

출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이에 대

한 자세한 고찰을 통해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의 행복감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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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큐레이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 

 

(1) 큐레이션의 인지된 혜택 

 

① 유용성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

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믿음의 정보를 의미한다(Davis, 1989). 소비자는 자신

이 처리해야 할 정보 총량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인지하면 정보 과부하

(information overload)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Jacoby, Speller, & Berning, 1974; Jacoby, 

Speller, & Kohn, 1974; Eppler & Mengis, 2004). 정보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는 이

유는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인지적 용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Payne, 

Bettman, & Johnson, 1991). 기업에서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소비자의 

정보 과부하 현상을 줄여주어 의사결정과정의 시간을 줄여주고, 맞춤형 제

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면서 효율적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도

움이 될 것이다. Sebald & Jacob(2018)는 큐레이션 리테일링의 채택 및 거부 

동기를 밝히기 위해 질적연구를 수행한 결과 노력절감과 시간절감을 상위 

채택동기로 밝혔다. 즉, 선택하고 정제하며 배열해서 정보의 가치를 더하는 

행위인 큐레이션은 오늘날의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Bhaskar, 2016).  

유용성은 기술수용모델의 선행변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기술수용모델

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용성을 인지하게 된다면 새로운 기술

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큐레이션은 

또한 더욱 정교화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의 진화로 새로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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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이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추천이 가능해졌다. 기술수용모델에서

와 같이 소비자가 큐레이션에 유용성을 인지한다면,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

의도는 변할 것이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 시간 및 비용절감과 

같은 혜택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혜택은 

개인화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Xu, Luo, Carroll, & Rosson, 

2011). 

소비자는 기업 주도의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선호가 반영되어 

향상된 제품과 서비스를 즐기고(Vesanen, 2007), 개인화된 정보의 유용성을 

인지(Kalyanaraman & Sundar, 2006)하게 된다. 제품 추천시스템은 제품 정보 

탐색 시 기울여야 하는 인지적 노력(cognitive effort)을 줄여주기 때문에

(Ansari & Mela, 2003; Senecal, Kalczynski, & Nantel, 2005), 즉 유용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Yoo & Kim, 2012). 

이는 충성도를 증가시키며(Ansari & Mela, 2003), 만족감이 증가된다(Rust & 

Chung, 2006)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존재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가 유용성을 인지하게 되면 긍정적 감정과 만족감이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되며, 즉 삶에 대한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행동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② 큐레이션 확실성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한 인지된 혜택으로 구매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

절감을 통한 효용성이 높아지는 유용성 이외에 개인화된 콘텐츠의 정확도와 

완성도에 따른 혜택이 있다. 개인화된 서비스는 고유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독점적인 대우를 제공하

는 것을 말한다(Kim & Ammeter, 2014). 개인화 서비스가 소비자의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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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도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는데, 이때 개인

화 서비스 수준의 정도를 표현하는 변수 이름은 통일되지 않았다. Yi & Gong 

(2013)의 연구에서는 ‘정보의 질’이라고 명명하고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소

비자가 정보의 정확도와 완성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라고 정의 내렸다. 질 

좋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 평가와 온라인 행동의 선행변수(Miranda & 

Saunders, 2003)가 된다. 또한 개인화된 정보는 정보의 질을 높인다(Xu, 

Benbasat, & Cenfetelli, 2013)는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다른 명칭의 

변수인 ‘개인화 서비스’는 Wang, Duong, & Chen(201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는

데, 높은 수준의 개인화 서비스는 인지된 혜택의 선행변수임을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 서비스의 정확도와 완성도를 ‘큐레이션 확실성’

이라고 명명하였다. 확실성은 Parasuraman, Berry, & Zeithaml(1988)의 서비스 

품질(SERVQUAL)의 다섯 차원인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중 

한 차원으로 물리적 매장에서의 직원의 지식과 기술, 고객에 대한 예절, 운

영의 안정성, 신뢰와 자신감을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확실성은 이후 온

라인 상에서의 서비스 품질(E-S-QUAL)에서는 확실성이라는 차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만족과 시스템 효용이라는 차원으로 바뀌었다(Parasuraman, 

Zeithaml, & Malhotra, 2005). 또한 모바일 맥락에서는 확실성이 콘텐츠라는 

차원으로 바뀌었다(Huang, Lin, & Fan, 2015). 본 연구의 대상인 큐레이션은 과

거의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판매하고자 하는 옷의 정보를 온라인 상에 제공

하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과 전문인력인 스타일리스트가 소비자에게 옷을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이 추천해주는 패션 제

품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느끼는지, 큐레이션 서비스가 얼마나 안정적으

로 자신의 정보를 분석했는지 등에 대한 인지적 반응을 측정하고자 하기 때

문에 기존의 서비스 품질의 하위 차원인 확실성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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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 확실성으로 명명하였다.  

정보의 질은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증가시키고 이는 태도와 행동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Xu, Benbasat, & Cenfetelli, 2013). Wang, Duong, & 

Chen(2016)의 연구에서는 개인화 서비스의 수준을 높게 인지하면 이는 소비

자가 혜택이라고 인지하며, 정보공개 의도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

졌다. 온라인 환경에서 서비스의 질은 소비자의 만족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Kuo, Wu, & Deng, 2009; Wang & Liao, 

2007). 추천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져 소비자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Knijnenburg, Willemsen, Gantner, Soncu, & 

Newell, 2012), 사용자의 행동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erkovsky, 

Freyne, & Oinas-Kukkonen, 2012). Sebald & Jacob(2018)은 소비자의 큐레이션 

서비스 채택 동기는 제품검색, 제품 조합에 대한 관심 또는 변화의 열망과 

혁신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개인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감각적인 옷을 입고 개인 스타일을 갖는 것을 기대하며, 제안된 스타

일이 확실히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일 것을 기대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누적된 소비자의 개인적 데이터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

용하여 더욱 정교해 질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는 더욱 정교하게 분석된 맞

춤형 큐레이션을 더욱 혜택으로 인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큐레이션 확실성을 소비자가 인지하게 되면, 긍정적 감정과 만

족감이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행복감과 행동의도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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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큐레이션의 인지된 위험  

 

① 프라이버시 염려 

 

프라이버시 염려(Privacy concern)는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손실

에 대한 개인의 염려라고 정의할 수 있다(Dinev & Hart, 2004). 프라이버시 염

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소비자가 가진 프라이버시 

신념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Malhotra, Kim, & Agarwal, 2004; Milne & Gordon, 

1993; Son & Kim, 2008).  

프라이버시 염려는 인터넷이 상용화 되기 시작한 이래로 늘 논의되어 

왔고, 프라이버시 염려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여러 연구에

서 밝혀져 왔다. 그 예로, 프라이버시 염려는 충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고(e.g, Demoulin & Zidda, 2009; Leenheer, Van Heerde, Bijmolt, & Smidts, 2007), 온

라인 구매행동에도 부적인 영향(e.g., Culnan & Armstrong, 1999)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 또한 프라이버시 염려는 광고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형성하

고 광고 회피 현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Baek & Morimoto, 2012). 개인

화 서비스 맥락에서는, 소비자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높을 수록 프라

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이 증가하여 개인화 서비스 이용을 회피하거

나, 개인 정보 제공 의도가 감소한다(Dinev & Hart, 2006; Malhotra, Kim, & 

Agarwal, 2004; Son & Kim, 2008; Wu, Huang, Yem, & Popova, 2012; Youn, 2009; 

Zhao, Lu, & Gupta, 2012).  

이러한 부적인 영향에 대해서 더욱 심화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통제권을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부여했을 때, 소비자

의 반응에 대한 것이다. 소비자는 기업이 소비자의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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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 있어서 정보의 주체인 소비자 자신이 결정하

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프라이버시를 염려하기 

때문이다(김재휘 외, 2010; 나종연 외, 2009; Hotaling, 2007; Son & Kim, 2008). 먼

저 Culnan & Bies(2003)는 고객은 특정한 상황에서 그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하

고 공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프라이버시 염려가 낮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전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 공

개의 통제권을 소비자에게 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소비자에게 통제권을 주게 될 경우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이었다(Mosteller & Poddar, 2017).  

프라이버시 염려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행동을 유발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이며, 큐레이션 서비스 상황에서 더 개인화 된 큐레이션을 

제공받기 위해서 상세한 개인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 프라이버시를 더욱 크게 인지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소비자의 부정

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② 인지된 제약감: 필터 버블 

 

통제(control)의 개념에서 기인하는 제약감(perceived constraint)은 개인에

게 주어진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Lachman & Weaver, 1998). 통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

제하고 통제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지칭한다(Pearlin & Schooler, 

1978). Skinner(1996)는 그의 연구에서 두 차원으로 통제를 구분하였는데, 개

인이 실제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실제적 통제(actual control) 혹은 객관적 

통제(objective control)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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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주관적 통제(subjective control)로 구분하였다. Lachman, 

& Weaver(1998)는 같은 맥락에서 객관적 통제를 개인지배(personal mastery)라

고 명명하였고, 개인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효능(efficacy) 혹은 유효

(effectiveness)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 연구자들은 주관적 통제를 인지된 제

약감으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

물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을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보과부화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내가 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내가 노력해서 거르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걸러진 

정보를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하게 느껴진다. 이와 같이 개인에게 

관련 있는 콘텐츠를 걸러주는 개인화 서비스인 큐레이션은 정보 과잉의 시

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주는 유용성이 존재하지

만, 간과 할 수 없는 위험이 상존한다. Pariser(2011) 는 그의 저서 ‘Filter 

Bubble’에서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의 위험을 지적하였는데, 개인에게 제공되

는 맞춤형 정보와 뉴스는 결국 ‘버블’속에 인간을 가둔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구글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동일한 단어를 검색하더라도 이용자마다 

그 동안의 사용 이력에 따라 다른 검색 결과가 뜨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용률이 높은 페이스북에서도 자체적으로 개개인의 취향, 선호, 정치

적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기사를 링크해 준다. 이는 나에게 관련 있는 뉴스

와 콘텐츠를 필터링하여 나에게 맞는 정보를 큐레이션 해주는 알고리즘으로 

설명된다. 편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보는 세상은 

갇히게 될 수도 있다고 Eli Pariser는 경고하고 있다. 특히 구글, 네이버와 같

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는 소비자의 동의과정 없이 정보를 선별하여 제

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개인이 느

끼는 제약감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탐색해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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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접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개인적 지배감을 높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

고, 큐레이션 서비스의 과정에 있어서 정보의 주체인 소비자 자신이 결정하

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나종연 외, 2009; 김재휘 외, 

2010; Hotaling, 2007; Son & Kim, 2008)을 통해 인지된 제약감을 더욱 크게 느

낄 것으로 예상된다. Evans, Shapiro, & Lewis (1993)의 연구에서는 통제 불가능

한 사건이 발생한 상황 속에서 높은 통제 욕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통제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의 차이가 클 경우 더욱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인지된 개인적 지배감과 인

지된 제약감의 차이가 클수록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통제욕

구를 가진 개인이 자신이 통제를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부정적 감

정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한다(e.g., 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Flett, Hewitt, Blankstein, & Mosher, 1995; Lachman & Weaver, 1998; Mazure & 

Maciejewski, 2003). 자신이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인지하게 되면 행복

감, 학업성취, 특정 상황에 적응 등에 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e.g., Aspinwall & Taylor, 1992; Bandura, 1977; Burger, 1985; Cohen & 

Edwards, 1989; Cooper, Okamura, & McNeil, 1995; Taylor et al., 1991). 반면, 특정 

상황 속에서 인지된 제약감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부적으로 높은 연관성

을 보인다(Affleck, Tennen, Pfeiffer, & Fifield, 1987; Gebhardt & Brosschot, 2002). 

누적된 개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정보를 필터

링하여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혜택이 존재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자신이 보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서 제약감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저하될 것이라고 예상된다(Jang, 

Chiriboga, & Small, 2008; Dion, 2002; Kessler, Mickelson, & Williams, 1999).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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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끊임없이 큐레이션 되는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지한다면 일상생활에서의 행복감은 저하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2. 큐레이션을 통한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 
 

(1) 기업신뢰 

 

신뢰는 상대방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신임,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 혹

은 마음가짐을 말하는 복잡한 개념이다(Morgan & Hunt, 1994). Berry(1995)는 

신뢰를 기업이 마케팅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하

면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신뢰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람

이 아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특정 대상을 신뢰를 하게 되면 특정 대상

으로 인한 위험도 감수하게 되기 때문이다(Dorsch, Swanson, & Kelley, 1998; 

Puligadda, DelVecchio, & Gilbreath, 2014). 큐레이션과 같이 맞춤형 정보를 제공

해 주는 개인화 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가 편의성을 지각할 

수도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나 제약감과 같은 위험을 지각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하는 편의성이 프라이버시 침해와 제약감과 같은 인지된 위

험성보다 높게 인지한다면 소비자에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인지된 위

험과 혜택의 계산을 통해 만족감은 소비자가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불

확실성을 낮게 해 줄 것이고 이는 곧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Prince & Arnould, 1999).  

신뢰는 브랜드 혹은 리테일러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Gotlieb, Grewal, & Brown, 1994)으로 구매의도, 충성도 

등이 높아진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Berry, 1993; Delgado-Ballester & Munu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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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man, 2001; Doney & Cannon, 1997)를 통해서 밝혀져 왔다. 또한 신뢰는 소비

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때문에(Chaudhuri & Holbrook, 2001), 기업에 신뢰

가 일단 형성되면 소비자는 앞으로 제공될 큐레이션 정보에 대해서 더욱 신

뢰하게 될 것이며, 추가로 개인정보 공개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

인화 서비스를 경험한 후에 소비자의 행동적 변화를 예측하는 영향력 있는 

변수라고 사료되어 연구 2의 종속변수로 결정하였다. 

 

 (2) 구매의도  

연구 1과 마찬가지고 연구 2의 종속변수로 구매의도를 채택하였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예상된 또는 계획된 미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성된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의미한다(Engel, 

Blackwell, & Miniard, 1995). 본 연구에서 큐레이션 경험을 통한 인지와 감정, 

태도형성의 관계를 거처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케팅 맥락에서, 만족과 긍정적 감정은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에서 특정 기술(e.g., 아바타)을 

사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더 높은 구매의도를 형성하게 된다 (Holzwarth et al., 2006). 소비자는 

자신의 특정 욕구와 선호를 반영한 리테일러의 추천에 의해서 쇼핑경험에 

도움을 받는다고 여기며 이는 구매의도로 연결된다(Jai, Burns, & King, 2013). 

소비자는 추천서비스를 받을 때, 양보다 질을 선호하며(Lee & Kwon, 2008), 

양질의 개인화는 소비자의 설득에 영향을 주고 사용자의 행동을 강화시킨다

는 연구 결과가 있다(Berkovsky, Freyne, & Oinas-Kukkonen, 2012). 따라서 큐레

이션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는 인지된 혜택과 위험의 계산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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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가설 설정 및 연구모델  

 

본 절에서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가진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인지하게 

되는 행복감, 기업신뢰 및 구매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고 연구

모형을 제안하였다.  

 

1. 가설 도출 

 

큐레이션 서비스의 혜택 중 하나는 유용성으로, 이 특징은 기업이 소비

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매과정에서 필요한 방대한 정보의 양을 줄여 

제공해주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보 과부하 현상을 줄여줄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소비자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정보 총량이 너무 많다고 인지하게 되면 

정보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고(Jacoby et al., 1974), 이는 소비자의 부정적인 감

정을 유발한다(Eppler & Mengis, 2004). 소비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

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유용하다고 느끼며(Senecal, Kalczynski, & Nantel, 2005; 

Kalyanaraman & Sundar, 2006), 이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며 

(Knijnenburg et al., 2012), 소비자는 만족감을 얻게 된다(e.g. Kalyanaraman & 

Sundar, 2006; Henke et al., 2016). 만족은 행복감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소비자가 큐레이션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여길수록 행복감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 1: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인지된 유용성은 소비자의 행복감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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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 확실성은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높은 수준의 개인화를 제공한

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높은 수준의 개인화는 소비자의 만족감에 

정적 영향을 준다(Kuo et al., 2009; Wang & Liao, 2007). 최근 빅테이터 분석 기

술의 발달과 인공지능이 합쳐 소비자에게 높은 수준의 개인화된 서비스인 

큐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경험을 통한 삶의 

만족감과 긍정적 감정으로 평가되는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의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 2: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얻은 큐레이션 확실성은 소비자의 행복감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 된 이래로 소비자의개인

정보가 온라인상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원치 

않는 곳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었다(Phelps, Novak, & Ferrell, 2000; Sheehan & Hoy, 2000). 

모든 소비자는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 자신은 자신의 자유의

지에 따라서 결정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정할 때 외부의 개

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나종연 외, 2009; Goodwin, 1991). 

그러나 큐레이션과 같은 개인화 서비스 환경에서는 소비자의 모든 행동이 

기록된 소비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의 자유 의지와 관계 없이 기

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광고나 상품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전기홍 외, 2005; 김재휘 외, 2010). 소

비자는 개인화 서비스가 점차 정교해 짐에 따라, 기술 발전에 대한 새로움

이나 놀라움을 느끼는 동시에, 과거보다 더욱 상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 염려를 더욱 크게 지각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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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 염려는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는 선행연구(e.g., Culnan & Armstrong, 1999; Baek & Morimoto, 2012)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인지된 프라이버시 염려는 소비자의 행복

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소비자를 대신하여 기업에서 

정보를 여과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제

한적이며, 소비자는 이러한 온라인 환경을 소비자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기업으로부터 정보 통제를 당한다고 지각하게 될 것이다. 

제약감은 일반적으로 자율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율성이 행복감에 정적

인 영향(Levesque et al., 2004)을 주는 반면, 일상에서 지각하게 되는 제약감은 

행복감을 저하시킬 것이다(Jang, Chiriboga, & Small, 2008; Dion, 2002; Kessler, 

Mickelson, & Williams, 1999).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 4: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인지된 제약감은 소비자의 행복감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복감은 소비자의 긍정, 부정의 감정과 만족감을 측정해서 평가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행복감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은 

소비자가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만족감은 소비자가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낮게 해주게 되고 

이는 곧 신뢰로 이어진다(Prince & Arnould, 1999). 또한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

하는 서비스로부터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

성된다(Pappas, Kourouthanassis, Giannakos & Chrissikopoulos, 2017). 따라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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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 5: 행복감은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신뢰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행복감은 특정 경험을 통한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 감정을 평가하

는 소비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Gray, 1990; 최인철, 2016). 만족감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itner, 1990; Cronin & Taylor, 1992), 또한 긍

정적 감정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

혀졌다. 따라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한 행복감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설 6: 행복감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뢰는 브랜드 혹은 리테일러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Gotlieb et al., 1994)으로 구매의도, 충성도 등이 높아진

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Berry, 1995; Delgado-Ballester & Munuera-Aleman, 2001; 

Doney & Cannon, 1997)를 통해서 밝혀져 왔다. 따라서 큐레이션 맥락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의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 7: 신뢰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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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델 제안 

 

앞에서 살펴본 가설을 바탕으로 큐레이션의 특성, 행복감, 기업신뢰, 구

매의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4-1>

과 같다.  

 

 

<그림 ４-1> 연구모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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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절에서는 연구모델 2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설문을 통한 실증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자극물로 사용하기 위해 큐레이션 기반의 온

라인 패션 리테일러 선정과정과, 그 후 수행한 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설문의 구성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자극물 선정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진보된 테크놀로지를 활

용하고 있다고 판단 되는 미국의 큐레이션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인 

Stitchfix(www.stitchfix.com, 이하 스티치픽스로 명명)를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스티치픽스는 설립된 지 6년 된 신생의류기업으로 연 매출 1조에 기업 가치

는 4~5조로 추산될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냈다. 스티치픽스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고객들의 신체사이즈와 옷을 입는 취향,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고객이 요청할 때마다 인공지능이 1차 추천하고, 그 중에서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2차로 추천하는 5개의 패션 제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

공한다. 고객은 위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받으려면, 20달러의 스타일링 비용

을 지불해야 한다. 수 일 내로 추천하는 5벌의 옷이 배송되는데, 이 중에서 

한 벌이라도 구매하게 되면 옷 값에서 지불했던 스타일링 비용 20달러는 제

외하고 나머지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즉, 스티치픽스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류, 신발, 악세서리를 모두 포함한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 수익을 얻는다. 최근에는, 고객이 허용한다면 소셜미디어 활동까지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 분석을 통해 더욱 세밀한 개인화 된 큐레이션

이 가능해졌다. 또한 고객들의 후기가 누적되어 추천 알고리즘은 지속적으

http://www.stitchf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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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교해 지고 있다.  

스티치픽스 온라인 사이트를 바탕으로 하여 마이스타일리스트(MY 

STYLIST)라고 새롭게 명명하여 소비자가 마이스타일리스트에 처음 가입하

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그림 4-2). 스티치픽스의 가입 시간은 

20~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과정은 소비자의 신체사이즈 체크(그림 4-3), 선

호하는 핏(그림 4-4),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그림 4-5), 코디 하고 싶은 본인

의 옷장 안의 옷 공유(그림 4-6), 평상시 라이프 스타일(그림 4-7), 주로 구입

하는 패션 브랜드, 스티치픽스에서 얼마나 자주 옷을 제안 받고 싶은지, 선

호하는 패션제품 가격대 등을 상세하게 체크하는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마

이스타일리스트를 구성하였고, 영어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에, 

영어로 인한 응답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는 한글로 

번역해서 적어놓고, 성우가 설명하면서 가입과정을 보여주도록 동영상을 제

작하였다. 또한 가입이 완료 된 후 과정으로 실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한 

남성의 스티치픽스에서 구매한 후에 리뷰 하는 내용을 동영상에 담았다(그

림 4-8). 남성의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여성 응답자들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로 인해 설문지 응답에 편향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4분 50초 길이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소비자가 큐레이션을 직

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큐레이션 서비스를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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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2> 연구 2 자극물: 마이스타일리스트 

(http://www.stitchfix.com을 수정하여 연구자 재구성) 

 

 

<그림 ４-3> 연구 2 자극물: 신체사이즈에 대한 선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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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4> 연구 2 자극물: 선호 핏에 대한 선택 예시 

 

 

<그림 ４-5> 연구 2 자극물: 스타일 선호에 대한 선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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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6> 연구 2 자극물: 옷장 공유 예시 

 

 

<그림 ４-7> 연구 2 자극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선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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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8> 연구 2 자극물: 큐레이션 결과에 대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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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절차  

설문의 대상은 인터넷 쇼핑 경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30대로 하

였으며, 여성복을 큐레이션 받는 것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여성

으로 제한하였다. 온라인으로 설문지에 접속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순

서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설문 응답에 대한 동

의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설문 소개를 먼저 응답자들은 읽

게 되고, 설문 응답에 동의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그 후 간단한 음량과 영상

이 문제없이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동영상을 시청한다. 동영상을 시

청 한 후, 응답자는 동영상과 관련된 문제 2개(e.g., 이 기업은 소비자의 선

호를 반영한 맞춤형 패션 제품을 추천해준다)를 풀게 된다. 이는 동영상이 

4분 50초로 계속 집중하기에는 너무 약간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어 자극물을 

확실하게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과 관련

된 간단한 질문 두 문제 중 한 개라도 오답에 체크하게 되면 자동으로 설문

이 종료된다. 두 문제를 모두 맞출 경우에만 다음 설문으로 계속 이어진다. 

설문은 7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설문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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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문항의 구성 

 

양적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크게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

지적 평가,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가능성 

평가, 행복감, 기업신뢰, 구매의도, 개인의 성격성향, 인구통계학적 특성 7부

분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다른 문항들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확실히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설

문지의 구성은 <표 4-1>과 같다.  

 

<표 ４-1> 연구2의 설문 구성 

분류 측정내용 측정변수 문항수 측정방법 

1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소

비자의 인지적 평가 

유용성 4 

7점 리커트 척도 
큐레이션 확실성 5 

프라이버시 염려 4 

제약감 3 

2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인지된 지속가

능성 평가 

환경적 4 

7점 리커트 척도 사회적 4 

경제적 3 

3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적 행복감 5 7점 리커트 척도 

4 기업신뢰 4 7점 리커트 척도 

5 구매의도 3 7점 리커트 척도 

6 인구통계학적 특성 5 선다형 

 

(1) 인지된 혜택 

 

큐레이션의 인지된 혜택은 유용성과 큐레이션 확실성 두 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먼저 유용성은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한 패션제품에 부착된 

지속가능성 라벨의 유용성을 평가한 Ma, Gam, & Banning(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유용성 척도와, 프라이버시 계산 모델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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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유용성을 측정한 Wang, Duong, & Chen(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를 본 연구에서는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큐레이션 확실성은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88)의 연구에서 서비

스 질의 하위 차원 중에서 확실성에 대한 항목과 Sebald & Jacob(2018)의 연

구에서 큐레이션 질에 대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는 <표4-2>에 제시하였다.  

 

<표 ４-2>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혜택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문항 

번호 
출처 

유용성 

이 서비스는 쇼핑에 드는 시간(ex. 매장방

문, 계산하기 위한 줄 서기 등)을 줄여줄 것

이다. 

1-1 

Ma, Gam,  & 

Banning, 2017; 

Wang, Duong, & 

Chen, 2016 

이 서비스는 필요한 스타일을 찾기 위한 검

색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1-2 

이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스타일을 

제안함으로써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다. 
1-3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구매결정

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4 

큐레이션 

확실성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상황(ex. 데이트, 면

접, 일상복 등)에 따라 입을 수 있도록 맞춤

형 스타일을 제공할 것이다. 

1-5 

Sebald & Jacob, 

2018; 

Parasuraman, 

Zeithaml, & 

Berry, 1988 

이 서비스는 소비자 개인의 선호나 관심에 

따른 맞춤형 스타일을 제공할 것이다. 
1-6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요구를 미리 알아서 

큐레이션 해 줄 것이다. 
1-7 

이 서비스는 소비자 개인을 위한 적합한 스

타일을 찾기 위해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1-8 

이 서비스는 개개인의 소비자의 취향과 선

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공되었을 것

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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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된 위험 

 

큐레이션의 인지된 위험의 첫 번째 변수인 프라이버시 염려는 많은 선

행연구에서 밝혀왔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염

려를 인지하면서도 온라인에서 정보공개 행동을 하는 프라이버시 역설을 설

명한 Wang, Duong, & Chen(2016)의 연구의 프라이버시 염려 척도를 본 연구

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표 4-3>에 제시하였다. 

 

<표 ４-3>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위험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문항 

번호 
출처 

프라이버시 

염려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 잘못 사

용될까 봐 염려된다. 
2-1 

Wang, Duong, 

& Chen, 2016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

할까 봐 염려된다. 
2-2 

나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 상에 보여질까 봐 

염려된다. 
2-3 

이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예기치 않

은 문제를 발생할 것이다. 
2-4 

인지된 

제약감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일상에서 패션 스타

일을 바꾸는 데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만든다 

2-5 

Lachman & 

Weaver, 1998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은 소비자의 통

제 밖이다. 
2-6 

이 서비스는 소비자 대신 패션 스타일을 대

부분 결정한다 
2-7 

 

큐레이션은 기업이 주도로 소비자의 누적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제

한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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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에 통제감의 두 차원인 주도적 통제

(mastery control)와 누군가에게 제한되는 인지된 제약감(perceived constraint)이 

건강, 인생 만족 등 과의 관계를 밝힌 Lachman & Weaver(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된 제약감의 척도를 채택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는 <

표 4-3>에 제시되었다.  

 

(3) 지속가능성 

 

본 연구는 기업주도의 개인화 서비스인 큐레이션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고자 하였는데,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지적 반응을 측정하고자 다음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하여 반영

하였다. 먼저, 명품 소비자의 관점에서 명품 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했

던 연구인 Kapferer & Michaut-Denizeau(2017)을 참고하였다. 또한 기업의 지

속가능한 관리가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인 Park, Kwon, & 

Kim(2016)에서 사용된 척도도 본 연구의 척도구성에 활용되었다. 리테일러

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한 연구인 Youn et al.(2017)의 척도 일

부와, 소비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홍승범(2010)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지속가능성의 척도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설문항목은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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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4> 인지된 지속가능성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문항 

번호 
출처 

환경적 

이 기업의 인공지능을 통한 큐레이션은 의

류쓰레기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1 

Kapferer, Michaut-

Denizeau, 2017; 

Youn et al., 2017;   

이 기업의 큐레이션 서비스는 불필요한 의

류제품 구매를 줄여줄 것이다. 
3-2 

이 기업은 진보된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통

해서 의류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은 것 같다. 

3-3 

이 기업은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불필

요한 의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자

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것 같다. 

3-4 

사회적 

이 기업은 고객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생각

한다. 
3-5 

이 기업은 사람을 위해서 노력한다. 3-6 

이 기업은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

해서 노력한다. 
3-7 

이 기업은 직원의 만족도 또한 높일 것이

다. 
3-8 

경제적 

이 기업은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킴으로써 수

익이 늘어날 것 같다. 
3-9 

이 기업은 소비자에게 큐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고 있는 것 같다. 

3-10 

이 기업은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 같다.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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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복감 

 

행복감은 연구 1에서도 사용한 변수로, 특별한 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Bhattacharjee & Mogilner(2013)의 척도와 행복감을 연구에서 변

수로 사용했던 행복감에 관한 연구(Millar & Thomas, 2009; Van Boven & 

Gilovich, 2003; Thomas & Millar, 2013)의 척도를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 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가 직접 큐레이션 서비스를 경험한 것이 아닌, 타

인이 큐레이션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과정부터 받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는 

간접경험을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응답자에게 이 서비스를 받는 소

비자의 행복감을 예측하도록 하는 어조로 바꾸었다. 연구 1에서 쓰인 설문

지의 문항과 거의 동일하며, 4-1과 거의 비슷한 4-2 문항만 추가하였다. 이는, 

큐레이션 서비스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서비스를 

통해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문항 이외에, 일상에서 가지고 있던 행

복감에 서비스를 통해 증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문항이 필요하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든 문항은 <표 4-5>에 제시하였다.  

<표 ４-5> 행복감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문항 

번호 
출처 

행복감 

이 서비스를 받은 후 소비자는 행복을 느낄 

것 같다. 
4-1 

Van Boven & 

Gilovich, 2003; 

Thomas & Millar, 

2013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삶에 대한 행복감을 

증가시킬 것 같다. 
4-2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삶을 기쁘게 할 것이

다. 
4-3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일상생활을 즐겁게 

할 것이다. 
4-4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증가시킬 것 같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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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신뢰 

 

큐레이션 서비스는 신뢰하는 기업에서 더욱 제공받기를 원한다는 

Sebald & Jacob(2018)의 연구결과에 따라 기업 신뢰는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

되었다. 또한 신뢰는 소비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때문에(Chaudhuri & 

Holbrook, 2001) 기업에 신뢰가 형성되면 소비자는 앞으로 제공될 큐레이션 

정보에 대해서 더욱 신뢰하게 되고 특정대상에 대한 위험도 감소하기 때문

에(Puligadda, DelVecchio, & Gilbreath, 2014) 중요한 종속변수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cKnight, Choudhury, & Kacmar(2002) 이한준 & 박종철(2009)

의 연구에서 사용된 신뢰의 척도를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는 <표 4-6>에 제시하였다.  

 

<표 ４-6> 기업신뢰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문항 

번호 
출처 

기업 

신뢰 

이 기업은 자신의 산업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지

니고 있는 것 같다. 
5-1 

McKnight, 

Choudhury, 

& Kacmar , 

2002; 이한

준 & 박종

철, 2009 

이 기업은 해당분야에서 보다 나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5-2 

이 기업은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

는 것 같다. 
5-3 

이 기업은 거짓이 없는 진솔한 기업이라고 생각한

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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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매의도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예상된 혹은 계획된 미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Engel et al, 1995), 큐레이션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를 측정하는 것은 큐레이

션 기업에 대한 행동의도를 예측해 보기에 좋은 변수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olzwarth et al.(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구매의도 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이는 <표 4-7>에 제시하였다.  

 

<표 ４-7> 구매의도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문항 

번호 
출처 

구매 

의도 

나는 다음 번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이 기업을 고려

할 것이다. 
6-1 

Holzwarth et 

al., 2006 

나는 이 기업에서 큐레이션 해준 제품을 구매할 의

향이 있다. 
6-2 

경제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 기업의 제품을 가까

운 미래에 구매할 것이다. 
6-3 

 

 

(7)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직업, 교육 수준, 월평균 

수입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여성으로, 연령은 

20-30대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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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을 이용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에 온라인으로 자료수집을 시행되었다. 응답하지 

않은 설문 문항이 있다면 그 다음 문항으로 설문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된 설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4명이 응답하였고 284명의 응답

이 사용되었다.  

 

(2)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귀분

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을 실시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큐레이션 인지된 혜택, 

인지된 위험, 지속가능성, 행복감, 기업신뢰, 구매의도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연구 모델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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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연구 결과 

 

1.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전체 분석에 사용된 285부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4-8>와 같다. 성별

과 연령을 한정한 결과, 20대와 30대가 143명(50.4%)과 141명(49.6%)으로 분

포되었다. 결혼여부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보면, 응답자 중 미혼자가 199명

(70.1%), 기혼자가 85명(29.9%)으로 미혼자가 대부분이었다. 직업에 따른 분

류에서는 사무직 118명(41.5%), 학생 59명(20.8%), 주부 24명(8.5%), 전문직 

21명(7.4%) 순서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5명(1.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5명(12.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8명(13.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41

명(14.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55명(19.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44명(15.5%),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이 31명(10.9%),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22명(3.5%), 1,500만원 이상이 3명(1.1%)로 나타났다. 학력

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 18명(6.3%), 대학교 재학 41명(14.4%), 대학교 졸

업 199명(70.1%), 대학원 재학 이상 24명(8.5%), 기타 2명(0.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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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8>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항목 범주 n % 

연령 
20대 143 50.4 

30대 141 49.6 

결혼 여부 
미혼 199 70.1 

기혼 85 29.9 

직업 

주부 24 8.5 

학생 59 20.8 

사무직 118 41.5 

전문직 21 7.4 

경영관리직 1 0.4 

전문기술직 15 5.3 

생산직 근로자 1 0.4 

서비스/판매직 7 2.5 

자유직/프리랜서 25 8.7 

기타 13 4.5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5 1.8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5 12.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8 13.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1 14.4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5 19.4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4 15.5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31 10.9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2 7.7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10 3.5 

1,500만원 이상 3 1.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8 6.3 

대학교 재학 41 14.4 

대학교 졸업 199 70.1 

대학원 재학 이상 24 8.5 

기타 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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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변수의 신뢰성 검증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한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요인분

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해 

Varimax 회전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표 4-9>과 같다. 각각

의 변수들의 크론바흐 알파값의 범위가 0.79~0.96으로 모두 0.7 이상으로 나

타나 측정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뢰성이 검증된 각 변수들

의 측정 문항에 대해 타당성 분석을 위해 Varimax 회전을 통해 주성분 분석

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전체 변수에서 요인부하량 0.69~0.96의 범

위를 보였으며, 고유치가 1 이상의 값을 가져 각 변수가 단일 요인임을 확

인하였다.  

 

<표 ４-9>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Cronbach’s 

α 

평균 

(표준편차) 

유용성 

U1 0.81 

2.90 72.34 0.87 
5.27 

(1.00) 

U2 0.87 

U3 0.89 

U4 0.82 

큐레이션 

확실성 

CA1 0.78 

3.57 71.40 0.90 
5.22 

(0.94) 

CA2 0.86 

CA3 0.81 

CA4 0.90 

CA5 0.87 

프라이버시 

염려 

PC1 0.95 

3.34 83.57 0.93 
5.08 

(1.34) 

PC2 0.94 

PC3 0.92 

PC4 0.83 

인지된 

제약감 

PCt1 0.82 

2.11 70.34 0.79 
4.12 

(1.06) 
PCt2 0.86 

PCt3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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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지속가능성 

EnS1 0.91 

3.36 83.89 0.94 
4.00 

(1.31) 

EnS2 0.90 

EnS3 0.94 

EnS4 0.91 

사회적  

지속가능성 

SS1 0.84 

2.85 71.30 0.87 
4.07 

(0.98) 

SS2 0.84 

SS3 0.89 

SS4 0.80 

경제적  

지속가능성 

EcS1 0.84 

2.31 76.90 0.85 
4.59 

(0.99) 
EcS2 0.91 

EcS3 0.89 

행복감 

H1 0.91 

4.29 85.76 0.96 
4.67 

(1.04) 

H2 0.94 

H3 0.95 

H4 0.92 

H5 0.92 

기업신뢰 

T1 0.89 

2.85 71.26 0.85 
4.61 

(0.93) 

T2 0.90 

T3 0.88 

T4 0.69 

구매의도 

PI1 0.93 

2.66 88.80 0.94 
4.50 

(1.34) 
PI2 0.96 

PI3 0.93 

유용성: Usefulness(U); 큐레이션 확실성: Curation Assurance(CA); 프라이버시 염려: 

Privacy Concern(PC); 제약감: Perceived Constraint(PCt); 환경적 지속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EnS); 경제적 지속가능성: Economic Sustainability(EcS); 사회

적 지속가능성: Social Sustainability(SS); 행복감: Happiness(H); 기업신뢰: Trust(T); 구매

의도: Purchase Intention(PI) 

 

 

3. 큐레이션 특성이 행복감, 신뢰,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1) 전체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구성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AMOS 18.0을 이용

하여 모든 요인을 반영한 전체 측정모형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Normed χ2는 3미만일 경우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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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는 0.05이하이면 바람직하

고, .10이하면 수용할만하다고 하고,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xis 

Index), NFI(Normed Fit Index), 는 0.90이상이면 적합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

였다(이학식 & 임지훈, 2011).  

 

 

<그림 ４-9> 연구모델2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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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4-9>과 <표 4-10>으로 

제안하였다. 주요 모델 적합도 지수들이 적절한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χ2(d.f)=668.24(329), Normed χ2=2.10, CFI=0.95, 

TLI=0.94, NFI=0.91, IFI=0.95, RMSEA=0.06).  

 

<표 ４-10> 측정모델2의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측정문항 
요인 

부하량 
t-값 

Cronbach’s 

α 
AVE CR 

유용성 

U1 0.68 ._b 

0.87 0.63 0.98 
U2 0.76 11.55 

U3 0.91 13.42 

U4 0.82 12.33 

큐레이션 

확실성 

CA1 0.73 ._b 

0.90 0.60 0.99 

CA2 0.83 13.78 

CA3 0.74 12.19 

CA4 0.89 14.61 

CA5 0.84 13.93 

프라이버시 

염려 

PC1 0.96 16.68 

0.93 0.79 0.99 
PC2 0.95 16.63 

PC3 0.90 15.55 

PC4 0.73 ._b 

인지된 

제약감 

PCt1 0.70 ._b 

0.79 0.56 0.95 PCt2 0.77 9.85 

PCt3 0.77 9.85 

행복감 

H1 0.88 ._b 

0.96 0.68 0.99 

H2 0.93 24.07 

H3 0.95 25.51 

H4 0.89 21.99 

H5 0.89 21.85 

기업신뢰 

T1 0.87 ._b 

0.85 0.74 0.98 
T2 0.89 19.17 

T3 0.82 17.19 

T4 0.57 10.30 

구매의도 

PI1 0.89 ._b 

0.94 0.67 0.98 PI2 0.96 26.10 

PI3 0.89 22.69 

적합도 

지수 

χ2(d.f)= 668.24(329), Normed χ2=2.10, CFI=0.95, TLI=0.94, NFI=0.91, IFI=0.95, 

RMSEA=0.06 

a) 요인부하량은 표준화된 계수로 모든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함(p<.0001) 

b) 비표준화계수(unstandardized estimates)를 1로 고정, t값이 도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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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성개념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기준에 의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

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0.6, 기초연구분야에서는 0.8,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9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있으며(Nunnally & Bernstein, 1994), 

조직단위의 분석 수준에서도 Cronbach’s α 계수 값이 0.6 이상이면 측정항목

의 신뢰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간주한다(Van de Ven & Ferry, 1980). 본 연

구의 신뢰도 측정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모두 0.7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측정 변수들 간의 수렴 타당성 및 판별 타당성 확인 

 

큐레이션 서비스 특성(유용성, 큐레이션 확실성, 프라이버시 염려, 

인지된 제약감)이 행복감, 신뢰, 구매의도가 서로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7 개 잠재변수의 구성체(construct)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구성체 

타당성은 요인과 측정변수 간의 일치성 정도에 관한 것으로, 어떤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의 값을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이학식 & 임지훈, 2011).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렴(convergence) 타당성과 판별(discriminant)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수렴타당성은 한 요인에 대한 두 개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를 의미하며, 상관관계 값이 클수록 수렴타당성이 높다(이학식 & 

임지훈, 2011). 수렴타당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가 있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은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으로 

일반적으로 0.50 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인다(Forn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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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cker, 1981). 본 측정모델의 평균 분산 추출지수 값을 계산한 결과 <표 4-

10>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모두 0.56 에서 0.79 사이 값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0.5 이상으로 모두 만족되었다. 개념신뢰도는 한 요인의 측정변수들 간의 

공유분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요인부하량과 오차분산의 값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개념 신뢰도 값은 0.70 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Hair et al., 2012), <표 4-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의 개념 

신뢰도는 0.95~0.99 의 범위를 보이며 역시 수렴타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유용성, 큐레이션 확실성, 프라이버시 염려, 인지된 제약감, 행복감, 

기업신뢰, 구매의도 요인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모형은 개별 측정문항들이 

모두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４-11> 연구모델2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 및 상관계수 제곱값 

변수 유용성 
큐레이션 

확실성 

프라이버

시 염려 

인지된 

제약감 
행복감 

기업 

신뢰 

구매 

의도 

유용성 0.63
 a

       

큐레이션 

확실성 
0.49 b 

 0.60
 
      

프라이버

시 염려 
0.03  0.01 0.79     

인지된 

제약감 
0.01 0.01 0.01 0.56

 
    

행복감 0.41 0.44 0.01 0.01 0.68   

기업신뢰 0.29 0.32 0.01 0.02 0.43  0.74  

구매의도 0.37 0.32 0.01 0.01 0.47  0.31 0.67 

a)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 

b) 두 변수간 상관계수의 제곱  

 

판별타당성은 한 요인이 실제로 다른 요인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관관계 값이 클수록 수렴타당성이 높다. 측정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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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Fornell & Larcker(1981)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각 잠재변인의 평균 분산 추출지수(AVE)와 각각의 두 변인간 상관계수의 

제곱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표 4-1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모든 조합의 

변인간 상관관계 제곱은 0.01-0.49 의 범위를 보여, 변수 별 평균 분산 

추출지수보다 모두 작게 나타났다. 이로써 변인 각각이 측정변수로 

설명되는 부분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어, 7 개 변인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3) 연구모델 검증 

 

측정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큐레이션 자율성, 유능감, 작가적 자부

심, 행복감,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2>와 <그림 4-10>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𝜒2/df: 2.10, NFI: 0.90, RFI: 0.89, IFI: 0.95, TLI: 0.94, CFI: 0.95, 

RMSEA: 0.06으로 만족되었다. 

 

<표 ４-12> 연구모델2의 경로모형 지수  

가설 경로 β t 채택여부 

가설 1 유용성 -> 행복감 0.50*** 3.79 채택 

가설 2 큐레이션 확실성 -> 행복감 0.27*** 2.24 채택 

가설 3 프라이버시 염려 -> 행복감 -0.11* -1.99 채택 

가설 4 인지된 제약감 -> 행복감 0.02 0.42 기각 

가설 5 행복감 -> 기업신뢰 0.70*** 12.10 채택 

가설 6 행복감 -> 구매의도 0.63*** 8.80 채택 

가설 7 기업신뢰 -> 구매의도 0.14* 2.04 채택 

적합도 

지수 

χ2(d.f)= 707.44(337), Normed χ2= 2.10, NFI: 0.90, RFI: 0.89, IFI: 0.95, TLI: 

0.94, CFI: 0.95, RMSEA: 0.06 

*** : p<.0001; ** : p<.001; *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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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큐레이션 서비스의 인지된 혜택은 모두 행복감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유용성→행복감(β=0.50***), 큐레이션 확실성→행복감

(β=0.27***)으로 가설 1, 가설 2가 채택되었다. 또한 큐레이션 서비스의 인지

된 위험으로 프라이버시 염려는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β=-0.11*)을 미쳐 

가설 3도 채택되었다. 반면, 인지된 제약감은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예측하였지만 분석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각 경로간의 회귀계수의 차이로 경로간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선행연구

(e.g., Wang, Duong, & Chen, 2016)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경로간의 회귀계수로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프라이버시 염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유용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 4.5배 이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β유용성=0.50 > β프라이버시 염려=-0.11). 또한 큐레이션 확실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프라이버시 염려에 비해 2.5배 이상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β큐레이션 확실성=0.27 > β프라이버시 염려=-0.11). 이 결과는 이는 프라이

버시 계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비록 프라이버시 염려를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유용성과 큐레이션 확실성과 같은 혜택을 더욱 크게 

인지하기 때문에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한 행복감과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행복감은 기업신뢰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

혀졌다. 행복감→기업신뢰(β=0.70***), 행복감→구매의도(β=0.63***)으로 가설 5, 

가설 6이 채택되었다. 행복감은 소비자의 서비스를 통한 만족감과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

차원적인 변수인 행복감이 높을수록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

한 신뢰가 높아지고, 구매의도가 높아지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업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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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에 대한 신임,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 혹은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복

잡한 개념으로, 기업에게 신뢰가 일단 형성되면 신뢰된 기업이 가진 잠재적

인 위험도 감수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Berry, 1995; Dorseh, Swanson, & Kelley, 1998).  

 

 

 

*** : p <.001 **: p <.01 *:p <.05 

<그림 ４-10> 연구모델2의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결과 

 

따라서 큐레이션을 통한 행복감이 기업 신뢰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큐레이션 맥

락에서는 더욱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신념과 태도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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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옮겨질 가능성의 지표인 구매의도(Engel, Blackwell, & Miniard, 1995)는 

마케팅에서 주요 변수로 오랜 시간 동안 주목 받아 왔다. 큐레이션을 통한 

행복감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행복감이라는 심리

적 기제를 밝힘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셋째, 기업신뢰는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β=0.14*)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져 가설 7이 채택되었다.  

 

 

4. 추가분석 1: 큐레이션의 특성과 인지된 지속가능성과의 관계 

확인 

 

본 연구에서는 큐레이션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양적 검증을 통해 큐레이

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추가분석 1에서는 

큐레이션 특성과 지속가능성의 세 차원과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haskar(2016)는 큐레이션은 소비자에게 더욱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와 제품을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더 큰 만족감을 

유발하고 이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큐레

이션을 단순하게 발전된 추천서비스의 의미를 넘어서 과잉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큐레이션 서비스가 

지속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양적 연구가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큐

레이션이 가진 특성과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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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큐레이션의 특성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큐레이션 서비스가 가진 특성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13>과 같다. 결과

를 보면 큐레이션 특성 중에서 유용성(β=0.24, p=0.01), 큐레이션 확실성

(β=0.17, p=0.04), 인지된 제약감(β=0.24, p=0.00)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정적

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라이버시 염려는 환경적 지속가

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표 ４-13> 큐레이션 특성이 인지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큐레이션 특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b β t sig. R2 F 

유용성 0.31 0.24 2.79 0.01 

0.20 18.77*** 
큐레이션 확실성 0.24 0.17 2.01 0.04 

프라이버시 염려 -0.11 -0.10 -1.88 0.06 

인지된 제약감 0.29 0.24 4.46 0.00 

 

이 결과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패션제품 쇼핑을 위한 구매탐색 시간을 

감소시켜주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꼭 필

요한 맞춤 스타일에 대한 정보와 제품을 제공해 준다고 인지할수록 소비자

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이는 곧 의류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해

결책이 될 수 있다고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지된 제약감 또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인지된 제약감은 소비자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패션 제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의 일을 

줄여주고 기업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인지하여 기업의 큐레이션 서비

스를 통해 불필요한 의류쓰레기 감소와 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인지한다

고 할 수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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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큐레이션의 특성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큐레이션 서비스 특성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14>과 같다. 결과를 보면 

큐레이션 특성 중에서 큐레이션 확실성(β=0.47, p=0.00), 인지된 제약감

(β=0.22, p=0.00)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프라이버시 염려(β=-0.13, p=0.00)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표 ４-14> 큐레이션 특성이 인지된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큐레이션 특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b β t sig. R2 F 

유용성 -0.07 -0.07 -0.88 0.38 

0.23 21.69*** 
큐레이션 확실성 0.47 0.45 5.50 0.00 

프라이버시 염려 -0.13 -0.17 -3.20 0.00 

인지된 제약감 0.22 0.24 4.45 0.00 

 

소비자에게 맞는 확실한 패션스타일에 대한 맞춤형 정보와 상품을 제공

하는 큐레이션 서비스의 혜택은 소비자가 이 기업이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

고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한다고 인지하게 하는 선행요인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기업이 자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가 적절한 혜택을 받았다고 인지하게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큐레이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야 하는 많은 양의 정보공개는 소

비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높이고 이는 소비자의 인권, 기업이 더 나은 사

회를 만든다고 인지하는데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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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큐레이션의 특성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큐레이션 서비스 특성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15>와 같다. 결과를 보면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 혜택만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용성(β=0.18, p=0.02), 큐레이션 

확실성(β=0.50, p=0.00)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라이버시 염려와 인지된 제약감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표 ４-15> 큐레이션 특성이 인지된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큐레이션 특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b β t sig. R2 F 

유용성 0.18 0.18 2.34 0.02 

0.37 42.29*** 
큐레이션 확실성 0.50 0.47 6.32 0.00 

프라이버시 염려 -0.04 -0.05 -0.95 0.34 

인지된 제약감 0.02 0.02 0.40 0.69 

 

이 회귀분석 결과는 큐레이션이 가진 인지된 혜택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기업은 소비

자에게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타 기업에 비해서 경쟁우위를 갖게 

되어(Murthi & Sarkar, 2003), 높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부담할 수 있게 되고

(Vesanen, 2007), 기업 전체의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

(Rossi, McCulloch, & Allenby, 1996; Zhang & Wedel, 2009)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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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분석 2: 큐레이션의 인지된 지속가능성이 소비자의 행복

감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비자의 인지된 지속가능

성이 소비자의 행복감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추가로 분석해보

고자 한다. 큐레이션은 비교적 최근에 시행되는 개인화 서비스로, 큐레이션

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헌은 미비하다. Bhaskar(2016)는 그의 저서에서 큐레

이션은 과잉의 시대에 기업과 소비자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증연구는 미비하여, 본 연구는 큐레이션 기

반의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인지적 평가와 소비자의 행복감, 행동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추가분석 1에서 큐레이션이 가

진 특성과 지속가능성의 세 차원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큐레이션의 

네 특성이 지속가능성의 세 차원과 정적•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

다. 큐레이션을 통한 인지된 유용성은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큐레이션 확실성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큐레이션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위험적 요인인 프라이

버시 염려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만 부적 영향을 미친 반면, 또 다른 위험

적 요인이라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인지된 제약감은 환경적/사회

적 지속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큐레이션의 특성과 인지된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큐레이션이 지속가능성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여기에 추가로 연구 2의 동영상 자극물을 통해서 큐레이션 기반의 기업

을 간접경험함으로써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콘셉트를 인지한 소비자가 해

당 기업의 인지된 지속가능성이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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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위계적으로 분류한 Daly(1973)의 지속가능성의 세 

차원의 궁극적 목표가 행복감이라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함이

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인지하게 될 경우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전략 방향에

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큐레이션의 인지된 지속가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문제 

제안 

 

지속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인 세 차원으로 

세분화 된다(Elkington & Robins, 1994).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경제, 환경, 사회

적인 면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사회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데 있다(Crane & Matten, 2004).  

지속가능성의 세 차원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소비자의 만족, 기업신

뢰와의 관계로 이루어 졌다. 예를 들어, 기업이 환경 오염에 책임감을 인지

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했을 때, 소비자의 기

업이 더욱 경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업신뢰와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선행연구가 존재한다(박종철 & 이광현, 2009; Pedersen, 

Gwozdz, & Hvass, 2016).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기부 활동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차원의 활동을 소

비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의 신뢰와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e.g., 박종철 & 이광현, 2009; Hess, Rogovsky, & Dunfee, 

2002).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매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기도 하지

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창출, 품질향상, 핵심역량 등으로도 평가한다(e.g., 

Epstein & Roy, 2003). 예를 들어, 기업이 품질을 향상하고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인지하면 소비자는 기업에게 호혜성을 지각하며 구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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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아지며, 신뢰가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e.g., 박종철 & 이광현, 

2009; Goranson & Berkowitz, 1966; Morales, 2005).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봤을때, 소비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인지하

게 된다면 소비자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기업 신뢰와 구매의도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분석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속가능성의 세 차원과 소비자의 행동의도와의 관계에 근

간이 되는 심리적 요인으로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감의 역할을 밝힌다. 

연구문제 2: 또한 행복감은 소비자의 행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한다. 

연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4-11>과 같다.  

 

 

<그림 ４-11> 연구2의 추가 연구모형 

 

 

(2) 전체 측정 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구성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AMOS 18.0을 이용

하여 모든 요인을 반영한 전체 측정모형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12>와 <표 4-16>에 제시하였다. 주요 모델 

적합도 지수들이 적절한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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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ed χ2=2.37, CFI=0.95, TLI=0.94, NFI=0.92, RFI=0.90, IFI=0.95, RMSEA=0.07) 

(이학식 & 임지훈, 2011). 또한 각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간주되는데(Nunnally & 

Bernstein, 1994; Van de Ven & Ferry, 1980),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가 모두 

0.7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표 4-16). 

 

 

<그림 ４-12> 연구2 추가분석 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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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16> 연구2 추가분석 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측정문항 
요인 

부하량 
t-값 

Cronbach’s 

α 
AVE CR 

환경적  

지속가능성 

EnS1 0.88 ._b 

0.94 0.53 0.98 
EnS2 0.86 19.87 

EnS3 0.93 23.18 

EnS4 0.88 21.06 

사회적  

지속가능성 

SS1 0.78 ._b 

0.87 0.60 0.98 
SS2 0.79 13.48 

SS3 0.86 15.05 

SS4 0.73 12.59 

경제적  

지속가능성 

EcS1 0.75 ._b 

0.85 0.66 0.98 EcS2 0.85 14.31 

EcS3 0.84 14.24 

행복감 

H1 0.87 ._b 

0.96 0.68 0.99 

H2 0.93 23.84 

H3 0.95 25.23 

H4 0.89 21.70 

H5 0.89 21.69 

기업신뢰 

T1 0.87 ._b 

0.85 0.74 0.98 
T2 0.89 19.25 

T3 0.82 17.14 

T4 0.70 12.51 

구매의도 

PI1 0.89 ._b 

0.94 0.67 0.98 PI2 0.96 26.12 

PI3 0.89 22.56 

적합도 

지수 

χ2(d.f)= 509.33(215), Normed χ2=2.37, CFI=0.95, TLI=0.94, NFI=0.92, 

RFI=0.90, IFI=0.95, RMSEA=0.07 

a) 요인부하량은 표준화된 계수로 모든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함(p<.0001) 

b) 비표준화계수(unstandardized estimates)를 1로 고정, t값이 도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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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변수들 간의 수렴 타당성 및 판별 타당성 확인 

 

측정 모델의 수렴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균 분산 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를 계산하였다. 

먼저 평균 분산 추출값은 <표 4-16>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모두 0.53 에서 

0.74 사이 값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0.5 이상으로 모두 만족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또한 개념 신뢰도 값은 0.7 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Hair et al., 2012), <표 4-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의 개념 신뢰도는 0.98~0.99 의 범위를 보이며 역시 수렴타당성을 

갖는다. 측정모델의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Fornell & Larcker(1981)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각 잠재변인의 평균 분산 추출지수(AVE)와 각각의 두 

변인간 상관계수의 제곱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표 4-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조합의 변인간 상관관계 제곱은 0.15-0.49 의 범위를 보여, 변수 

별 평균 분산 추출지수보다 모두 작게 나타났다. 이로써 변인 각각이 

측정변수로 설명되는 부분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어, 6 개 변인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표 ４-17> 연구2 추가분석 모델의 평균분산추출값 및 상관계수 제곱값 

변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행복감 기업신뢰 구매의도 

환경적 0.53
 a

      

사회적 0.34b 0.60
 
     

경제적 0.20 0.36 0.66
 
    

행복감 0.26 0.31 0.25 0.68
 
   

기업신뢰 0.22 0.25 0.49 0.43 0.74
 
  

구매의도 0.22 0.15 0.31 0.47 0.31 0.67
 
 

a)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 

b) 두 변수간 상관계수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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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분석 연구모델 검증 

 

측정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큐레이션 경험을 통해 인지한 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행복감, 기업신

뢰,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검증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8>과 <그림 4-13>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

도 지수는 𝜒2/df: 2.25, NFI: 0.93, CFI: 0.96, TLI: 0.95, RMSEA: 0.06으로 만족되었

다. 

<표 ４-18> 연구2 추가분석 모델의 경로모형 지수 

경로 β t 

환경적 지속가능성 -> 행복감 0.18** 3.14 

사회적 지속가능성 -> 행복감 0.00 0.00 

경제적 지속가능성 -> 행복감 0.72*** 8.92 

행복감 -> 기업신뢰 0.69*** 11.89 

행복감 -> 구매의도 0.62*** 8.69 

기업신뢰 -> 구매의도 0.13* 2.10 

적합도지수 

 𝜒2/df: 2.25, NFI: 0.93, CFI: 0.96, TLI: 0.95, RMSEA: 0.06 

*** : p <.0001; ** : p <.001; * : p <.05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인지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결과

로, 환경적 지속가능성(β=0.18**)과 경제적 지속가능성(β=0.72***)만 소비자의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반면, 사회적 지속가능

성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는 기

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인지하게 되면 자신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것으

로 생각하고, 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의 경제발전과 유사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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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자신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β=0.18**)보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β=0.72***)이 4

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기업이 가장 지속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더욱 초점을 맞춰

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자사의 경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테크놀로지의 지속적 개선과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행복감→기업신뢰(β=0.69***), 행복감→구매의도(β=0.62***)으로 행복

감은 기업신뢰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기

업신뢰는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β=0.13*)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４-13> 연구2 추가분석 모델의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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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분석 3: 행복감과 개인정보 공개 수준과의 관계  

 

기업이 소비자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위해서는 소비자의 상세한 개인 정보를 획득할 때 가능하다. 즉 큐레

이션 서비스의 근본적인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획

득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Wang, Duong, & Chen, 2016). 선행연구에

서는 개인정보 공개에 영향을 주는 강한 선행변수로 개인화 서비스의 질을 

주목해 왔다(Li, 2014; Wang, Duong, & Chen, 2016).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 서비

스의 높은 수준이 행복감과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

모델 2를 제안하여 검증하였다. 개인화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소비자 개인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공

개의도는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하여,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한 행복감과 개

인정보 공개의도와의 관계를 추가 분석하였다.  

개인 정보 공개 수준은 큐레이션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난 후에, 동영

상에서 마이스타일리스트 가입과정에서 요구한 개인 정보를 설문지 문항에 

나열하여 공개하고 싶은 개인 정보(신체사이즈, 선호핏, 선호스타일, 본인의 

옷장공개, 라이프 스타일, SNS)에 체크하여 측정하였다. 행복감과 개인정보 

공개 수준의 회귀 분석 결과, <표 4-1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행복감이 클

수록 개인정보 공개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큐레이션 서비스에 

만족하고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된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 공개의도에

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보 공개의도가 소비자의 큐레이션 서비스의 혜택과 

위험의 인지적 차이로 정보를 공개하는 계산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여기

에, <표 4-19>에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얻

은 다차원적인 감정과 만족감으로 구성된 행복감도 정보 공개의도에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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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변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행복감은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표이기

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비자의 필요

와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큐레이션을 통해 얻은 행복감은 소비자

의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공개를 유도할 수 있어, 큐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

고 더 큰 만족도를 이끌게 됨으로써 충성고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표 ４-19> 행복감이 개인정보 공개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개인정보 공개수준 

b β t sig. R2 F 

행복감 0.28 0.24 4.09 0.00 0.05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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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절 논의 

 

1. 요약 및 결론 

 

큐레이션 서비스는 기존의 비슷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 위주로 대체재

와 보완재를 추천해 주는 수준을 넘어서 소비자의 일상을 아주 밀접하게 들

여다보고 상황에 따른 필요와 욕구를 분석하여 맞춤형 제품을 추천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러한 큐레이션 서비스는 온라인에 누적된 구매이력이 주를 이

루는 개인정보와 소비자가 스스로 온라인 사이트에 입력한 자신의 신체 특

징, 라이프 스타일, SNS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큐레이션은 소비자의 일상에 성큼 다가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제

품 큐레이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루에도 큐

레이션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 네이버에서는 그 동안의 검색기록을 바탕으로 소

비자의 선호를 선별하여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더라도 다른 검색결과를 보여

준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도 옆에 수 없이 뜨는 광고 팝업창은 소비자가 

그 동안 검색했던 제품이나, 비슷한 제품을 끊임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점점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매우 

근접해 있는 큐레이션이 소비자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했다. 

이에, 실제 존재하는 큐레이션 기반의 온라인 리테일러인 스티치픽스를 자

극물로 선정하여 큐레이션이 가진 인지된 혜택과 큐레이션이 가진 위험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비자의 행복감과 큐레이션 기반의 기업의 지속가

능성과의 관계에 대해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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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큐레이션이 가진 특성 4가지 중 인지된 혜택인 유용성과 큐레

이션 확실성은 소비자의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행복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한 쇼핑시간의 단축, 구매과정에서 소

비자 노력의 감소, 편리함을 인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일상에서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큐레이션을 통한 소비자 자신만의 선호와 관심

이 반영된 맞춤형 스타일 제공, 큐레이션 서비스가 소비자 자신의 스타일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소비자는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지된 위험으로 선정한 프라이버시 염려는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

힌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입력하여 자신의 사적인 정보가 노출됨

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는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염려는 유용성과 큐레이션 확실성이 행

복감에 미치는 영향보다 약 2.5~3 배 정도 작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개인

화 서비스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행동을 설명하는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된다. 즉, 큐레이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업에

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염려보다, 큐레이션을 

통한 혜택이 더 크다고 인지하여 큐레이션을 채택하게 될 것이며,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인지하게 되는 행복감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별된 정보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정보에 대한 제약감을 인지할 것이고 

이는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Pariser(2011)는 큐레이

션이라는 편리한 서비스로 인해 우리는 제한된 정보 안에 갇히게 될 것이라

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약감을 인지한다고 해도 행복감에는 부적으



157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선행연구의 예측과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

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약감과 반대되는 

개념인 자율성은 주관적 행복감의 강력한 선행변수로 밝혀졌다(Levesque et 

al., 2004). 또한 제약감은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

한다(Mazure et al., 200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맥락에서 소비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정해줄 경우 개인정보 공개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Hajli & Lin,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인지된 제약감은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통계결과를 보여줬다. 

이는 큐레이션 기업이 스타일링에 대한 정보와 제품을 제한하는 것을 인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정보와 제품은 소비자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는 큐레

이션의 제한된 정보에 갇히게 될 소비자를 염려한 Bhaskar(2016)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이다. 

인지된 제약감이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위험적 요소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샘플이 한국인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Hofstede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1) 권력 격차, 2) 불확실성 회피성향, 3) 

개인/집단주의, 4) 남성/여성주의, 5) 장기/단기 지향형 5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권력 격차를 살펴보면, 한국은 권력 격차가 존재하는 사회로 사

람들은 사회속에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낮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관계

에서 의사결정 권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

다. 따라서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로 인해 자신이 패션제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고 제약감을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상대라고 

여기고 기업에서 내린 의사결정에 부적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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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두 번째, 큐레이션의 특성과 기업에 대한 인지된 지속가능성과의 관계

를 살펴본 추가분석 1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용성, 큐레이션 확실성, 인

지된 제약감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일상 생활에서 패션제품 구매를 위해 

소비하게 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 자신에게 맞는 패션 제품을 제공받

게 됨으로써 소비자는 의류쓰레기와 불필요한 소비를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지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큐레이션이 가진 혜택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지된 제약감 또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인지된 제약감은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해 정보를 선별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 선택을 위해 스

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이

러한 제약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닌, 구매과정에서 필요한 노력을 

감소시키고 구매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

이 긍정적으로 인지된 제약감은 많은 상품에 노출되어 불필요한 의류를 구

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의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자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예방적 관점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큐레이션 확실성과 인지된 제약감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는 소비자의 구매과정에서의 노력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맞춤형 스타일링 제안은 곧 기업이 소비자를 위하는 서비

스라고 인지하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인지된 제

약감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비자가 자신만을 위해 선별하여 제한된 스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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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 자신만의 맞춤형 정보라고 인지하고 이는 곧 소비자

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라고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염려는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부적 관계를 보였

는데, 프라이버시 염려는 특히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하는 리테일러에게

는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임이 틀림없다고 판단되었다. 경제적 지속가능

성은 유용성과 큐레이션 확실성만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세 번째, 추가분석 2를 통해 큐레이션 기반의 기업의 인지된 지속가능

성이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큐레이션 기반의 기업의 품질향상, 가치창출, 

핵심역량을 소비자가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의 일

상의 삶에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사회에 경제적으

로 가치창출을 한다는 것은 곧 경제성장을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

의 삶의 질, 만족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의

류쓰레기의 감소, 불필요한 소비 감소, 환경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소비

생활 방식 개선 등을 의미하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또한 소비자의 일상의 행

복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기업의 전략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갖게 된다면 소비자의 삶의 질, 만족은 높아질 것이라고 여긴

다고 해석된다. 최근 건강한 삶,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는데, 기업에게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소비자가 인지

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자신의 행복한 삶에도 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보여진다.  

반면, 큐레이션 기업의 소비자 인권보호,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 직원의 

만족도를 평가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

였다. 이 결과는 환경이 개선된다거나, 경제적 성장과 같은 환경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에서는 소비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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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회 공익적인 차원이라고 인지하여 소비자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거나, 만족감을 인지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기업이 사회 안에서 기업-소비자의 관계를 선순

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차원이지만, 소비자의 태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사이클링 제품이나,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인식과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차원

의 지속가능성은 소비자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차원이지만, 자신의 행복감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

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전에 소비자가 자

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

성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행복감은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연구 2에서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에 대한 신뢰가 높아야 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종속변수로 기업신뢰를 추

가하였다. 그 결과 큐레이션을 통한 소비자의 일상의 삶에 대한 행복감은 

기업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신뢰는 구

매의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선행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재확

인 하였다.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큐레이션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공개 

여부가 그 성패를 좌우하기 떄문에(Wang, Duong, & Chen, 2016), 기업신뢰는 

큐레이션 기반의 기업에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큐레이션을 통

한 소비자의 행복감이 기업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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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의 자극물로 사용된 스티치픽스는 한국에서는 아직 큐

레이션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온라인 리테일러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가장 발전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판단되어 본 리

테일러를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응답자가 자신의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

험을 통해 얻은 인지적 반응을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

에서는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인지된 제약감

과 같은 변수가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지 못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큐레이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동구매가 줄었는지, 잘못 구매한 옷의 빈도가 줄어 자신의 옷장 안에 있

는 재고의 효율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응답하게 하여 큐레이션 서비스가 소

비자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도 흥미로울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을 기업과 소비자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논하기 위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소비자가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기반으

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소비

자의 인지적 평가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자체를 평가하는 기준

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큐레이션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여, 일반적인 

온라인 리테일러가 큐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재고관리 및 

생산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연구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추가 논의를 후속연

구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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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결  론 
 

제１절 논의  

 

ICT 발전은 다양한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ICT는 사람간,

사람과 기업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였고(Mitrea, Werner, & 

Greif, 2010), 이는 소비자의 소비패턴, 패션 기업의 서비스 제공 및 제품 생

산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CT 10대 트

렌드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개인화(Henke et al., 2016)에 

집중하였다. 개인화는 개개인의 소비자의 욕구, 필요, 선호를 고려한 제품이

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 서비스 중에

서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큐레이션에 주목하였고, 개인화 서비스가 소비자의 

행복감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화 서비스의 전략의 적합성을 논의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개인화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했다. 

두 개의 개인화 서비스와 행복감과의 관계를 연구 1과 연구 2로 나누어 수

행하였으며, 연구 1과 연구 2에 대한 통합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두 차원의 개인화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개

인화를 평가하는 핵심 변수로 지목하여 사용했다. 행복감은 단순히 기쁨, 즐

거움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넘어서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며 삶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행복감은 인지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인

철, 2016; Gray, 1990). 행복감은 경험에서 기인하는 긍정적 감정,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변수이다(Lyubomirsky & Layous, 2013). 

개인화 서비스는 소비자의 참여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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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에서 특별하게 혹은 흔하게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행복감은 개인화

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변수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소비행동은 소비자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Alba & 

Williams, 2013; Bigné, Mattila, & Andreu, 2008; Burroughs & Rindfleisch, 2002; Dhar 

& Wertenbroch, 2000; Zhong & Mitchell, 2010)에 따라,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과 

큐레이션을 통한 패션제품 소비도 행복감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

었기 때문이다.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을 통해 소비자는 특별한 경험할 수 있다. 일상

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사람에게 최적의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는 자율성, 유

능감이 매개해야 한다(Bhattacharjee & Mogilner, 2013). 본 연구의 결과, 커스터

마이제이션 경험을 통해 소비자는 자율성, 유능감을 인지하게 되며, 또한 자

율성과 유능감에서 기인한 작가로서의 자부심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세개의 매개변수는 소비자의 최적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커스

터마이제이션은 더 행복한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을 사용한 

후에 소비자의 반응은 측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한 애착이 일반 제품보다 크고, 사이즈나 핏에 대한 만족감 또한 크기 때

문에 오랜 시간동안 사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화 서비스는 소비자와 

기업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충성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다

(Norton, Mochon, & Ariely, 2011). 또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구매의도를 증가시

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전략이 기업의 경제적 성장 동

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온라인 상거래가 시작된 이래로, 개인정보에 대한 염려는 늘 존재해 왔

다. 개인정보 분석을 통한 선별된 제품을 제공하는 큐레이션은 단순 인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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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사이즈, 라이프 스타일, 본인의 옷장에 

소유하고 있는 패션제품 등 세부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한

다. 개인정보가 많을수록 더욱 정교한 큐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는 프라이버시를 더욱 크게 염려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소비자는 개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행

동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가 비록 프라이버시 염려를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화 서비스를 통한 유용성과 확실성을 더욱 크게 인지하기 때

문에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복

감은 기업신뢰와 구매의도에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보아, 큐레이션 

또한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큐레이션 모두 소비자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커스터마

이제이션 경험을 통한 행복감의 평균값이 큐레이션을 통한 행복감의 평균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을 하는 커스터마이제이

션 경험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최적의 행복감의 선행변수인 자율성, 유능감, 

작가적 자부심이 매개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반면, 큐레이션을 통해 소

비자는 유용성과 확실성을 인지하게 되어 행복감과 정적 관계를 보이지만, 

최적의 행복감을 위한 심리적 매커니즘이 선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커스터마

이제이션 경험을 통한 행복감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큐레이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은 큐레이션

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자율성과 유능감을 인지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최적의 행복감을 위한 또 다른 심리적 매커니즘인 관계성 증진

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개인화에 대한 만족과 행동의도에 긍정적 효과를 기

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주목한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큐레이션의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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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가 스스로 제작과정에 참

여함으로써 자신만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큐레이션은 기업이 방대한 

정보를 개개의 소비자를 위하여 선별하고, 최적화 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여정 과정에서 정보과부하를 줄여주어 보다 쉬운 구매 

결정을 도와준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행복감의 강력한 선행변수인 자율성

을 인지하게 되고, 큐레이션은 자율성과 반대되는 제약감을 소비자가 인지

하게 될 것이라고 선행연구를 통해 추론했었다. 즉, 두 차원의 개인화 서비

스를 소비자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기결정이론을 바탕으로 커

스터마이제이션은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큐레이션은 행복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제약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 개인화 상황

에서 제약감은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

화 상황에서 기업이 선별한 소수의 정보를 제공받는 소비자는 제한된 정보

로 인하여 자율성을 침해 당하고, 이로 인한 제약감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

다. 오히려 선별된 정보는 제품구매과정에서 자신의 일을 줄여주고, 기업이 

구매선택을 위해 노력한다고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 2의 추

가분석의 결과인 제약감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정적 관계, 제약감과 사회

적 지속가능성의 정적관계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소비자는 자신만을 

위해 선별된 개인화된 정보 및 제품을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를 소비자와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라고 인지한다고 해석된다. Pariser(2011)가 언급한 

큐레이션 상황에서 일정 정보에 갇히게 되어 제공받은 정보 이외의 것은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 ‘필터버블’은,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패

션제품의 큐레이션 상황에서는 적어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두 차원의 개인화 서비스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판단된

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지속가능성을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평가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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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선행연구에서 이미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은 

진행되어 왔다. Gandhi, Magar, & Roberts(2014)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재

의 미래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와 기업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되는 커스

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에게 창작활동의 경험을 통해 자율성, 유능감, 작가적 

자부심을 인지하게 하는 심리적 혜택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소비

자에게 꼭 맞는 사이즈를 제품을 통해 물리적인 편리함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소비자의 자아를 제품에 확장하게 하여 쉽게 버려지는 대량

생산 제품과 달리 오래 사용하게 만들어 의류쓰레기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Boër et al., 2013). 뿐만 아니라,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의 생산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제품에 비해 남는 재고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비교적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생산 프로세스를 가진다(Black, 2013; Chin & Smithwick, 2009; Boër 

et al., 2013). 이처럼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큐레이션 기반 기업의 인지된 지속가능성을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고, 

큐레이션의 특징과 인지된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

록 프라이버시 염려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큐레이션의 유용성은 환경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확실성은 환

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큐레이션의 환경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 큐레이션이 지속가능한 시스

템이라는 결론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 차별화 된 

시스템인 큐레이션은 한 두 벌의 옷을 사기 위해 몇 시간을 쇼핑해야 하는 

필요 없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기업은 옷의 착장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되

고, 기업이 쓸데 없는 재고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 소비자에게 푸쉬(push)

전략의 일환으로써 대량 생산하여 비교적 낮은 단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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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상품을 기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소비자와 기업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개인화 서비스인 커스터마이제이

션과 큐레이션은 기업이 채택할만한 지속가능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은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디지털 기기와 같은 소비자와의 접점과 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개인화는 생산패러다임과 판매추이의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

다. 진보한 추천시스템인 큐레이션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판매추이가 달라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브랜드 판매추이

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들 중에서 20%가 전체 매출의 80% 를 창출해 

낸다는 파레토 법칙을 따랐다. 그래서 판매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가

로축에 많이 팔리는 상품 순서대로 늘어놓고, 세로축에는 판매량을 표시하

여 선으로 연결하면 많이 팔리는 상품들을 연결한 선은 급경사를 이루며 짧

게 이어지지만 적게 팔리는 상품들을 연결한 선을 마치 공룡의 긴 꼬리(롱

테일: long tail)처럼 낮지만 길게 이어진다. 총 판매금액의 80%를 차지하는 

20%의 상품은 대량으로 생산하여 비교적 저렴한 단가로 출시한 기획 상품

들로 브랜드의 수익창출원인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주로 해 왔다. 그러

나 이 판매가 롱테일 부분에서도 적지 않은 비율로 일어나는 방향으로 판매 

추이가 변화하고 있다(이치한, 2014; Anderson, 2006). 여러 이유가 있지만, 큐

레이션과 같은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기업은 소비자에

게 맞는 여러 스타일을 추천하고, 소비자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스타

일에 대한 높은 만족이 판매를 이끌었기 때문이다(이치한, 2014; Anderson, 

2006). 매출의 80%를 이끌었던 대량생산 제품의 비율이 줄어들고, 소량생한 

품목들의 판매는 상대적으로 늘어나 생산시스템의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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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 시스템의 보편화 또한 패션제품 생산 패러다임

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일반 제품과의 가

격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었고,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 또한 용이해졌을 뿐

만 아니라,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신체사이즈를 쉽게 계측할 수 있게 되면서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는 여러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아디다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1) 소비자의 발 사이

즈 계측, 2) 커스터마이제이션, 3) 3D 프린팅으로 시착, 4) 공장에서 생산,     

5) 배송과정까지 4시간 이내로 소요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생산 시스템 

또한 기업의 선생산 제품의 수를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재고관리, 공급

망 관리에 대한 많은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다. 

 

제２절 연구의 시사점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패션제품에 대한 개인화 서비스 맥락에서 행복감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행복감에 대한 연구를 의류학으로 확장했다는데에서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연구 1에서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특정 경험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밝혔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경험이 최적의 행복감을 

주려면 인간의 심리학적 기본욕구인 자율성을 매개한다는 심리적 매커니즘

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를 더욱 견고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경험(e.g., 여행)은 물질재(e.g., 신발, 가방 등)보다 더욱 

큰 행복감을 준다고 선행연구에서는 밝혀 왔지만, 최근 경험과 물질재의 중

간 형태를 띠고 있는 경험재가 주는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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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varra & Howell, 2015). 본 연구1에서 주목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은 물질재

이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디자인을 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재로 간주할 수 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을 밝힌 연구 1은 기존의 경험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밝힌 선행연구

를 패션관련 경험재로 확장하여 뒷받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의류

학에서는 행복감을 주요 변수로 사용해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패션은 일상

생활에서 소비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소비자의 삶의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밝히고자 하는 의류학 연구에서도 행복감은 사용되기에 적합한 변수라

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행복감의 변수를 의류학에 확장시켰다는데 의

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 2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큐레이션이 소비자의 일

상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힘으로써 행복감에 대한 연구

를 확장하고자 했다. 연구 2의 결과,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소비자는 여전히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염려를 하지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고 인

지하고 기술을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술의 진보가 소비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개인화에 대한 통합적 정의

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마케팅 문헌에서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개인화

를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개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용자의 제품 과정에 참여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Vesanen, 2007), 

더 이상 소비자 참여 여부로는 개인화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구분할 수 없

게 되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

면, 개인화는 주로 기업에서 주도하여 소비자에게는 선별된 정보/제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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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개인

화 서비스인 큐레이션의 경우, 소비자의 참여는 필수불가적이다. 또한, 테크

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색상과 소재를 변경하는 비교적 

단순한 과정을 넘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을 제

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에게 

더욱 개인화된 제품으로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커스터마이

제이션을 개인화 서비스라고 정의한 연구가 있다(Hu, 2013). 따라서, 개인화 

개념에 대한 확장된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커스터마이

제이션, 개인화 서비스, 일대일 마케팅 등의 문헌고찰을 통해 개인화를 재정

의 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합된 개인화의 차원을 개인화 적용 범위인 서비

스-제품 차원과 개인화를 위한 소비자의 참여 시점 차원으로 나누어 구분하

였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온디맨드 생산시스템, 가상물리 시스템, 3D 프린팅 

등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구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세 번째,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행동을 설명하는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바탕으로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해 보

고자 했다. 온라인 상에 누적된 개인정보의 오용에 대한 염려를 소비자들은 

가지고 있지만, 개인화 서비스가 줄 수 있는 혜택을 인지함으로써 소비자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교환한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여전히 프라이버시 염려는 소비자의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

는데 기업은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개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큐레이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패션 리테일러의 환경적, 경제

적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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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밝혀짐으로써 Daly(1973)의 주장이 실증적으로 일부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의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하나

의 해결책이라고 인지하며, 또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경제발전에 이바

지 할 수 있다고 인지하여 소비자 자신의 삶에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큐레이션 서비스가 지속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기업은 단순히 판매 도구로서의 큐레이션이 아닌 자사의 지속가능

한 경영 시스템으로서 큐레이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

가로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지속가능성의 세 차원과 소비자-기업을 통합적으

로 고려했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패스트 패션과 같은 의류 생산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은 비판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전략으로써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이론적으로 고찰

함으로써 의류 생산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ICT와 여

러 생산 기술의 발달은 기업의 대량생산 위주에서 적절한 시기에 소량으로 

생산하는 방향으로 생산방식에 변화를 줄 것이고, 이는 기업의 재고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게 하여 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높

여줄 것이다. 또한 필요 없는 재고 생산을 지양하게 됨으로써 팔리지 않은 

재고를 소각하는 의류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경쟁사보다 낮은 소비자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생산단가를 낮

추고자 개발도상국에서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공장건설, 저렴

한 아동노동력 착취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됨으로써 사회적 지속

가능성도 높여 줄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앞으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빼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커스터마이

제이션 시스템을 기업에서 채택했을 때, 갖게 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은 학문적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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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개인화 서비스는 기업에서는 채택해야 할 유망한 전략

임을 확인하였으며, 기업은 개인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성장의 발

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및 전략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마케팅 

전략으로 더욱 행복한 소비자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Baumeister et al., 2013). 

본 연구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단순하게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닌, 소비자가 스스로 디자이너가 되어 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

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커스터마이제

이션은 소비자와 기업간의 공동창조(co-creation)의 과정으로(Prahalad & 

Ramaswamy, 2004), 기업이 가진 핵심 역량에 고객이 가진 역량을 더하게 되

어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기업과 고객의 상호작용으로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동창조를 통해 가치가 생겨나게 된다. 최근 소비

자는 자신의 것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만의 제품을 만드는 것에도 

적극적이다. 기업의 제품 구매자 역할을 해 온 소비자의 역할이 기업의 고

유한 역할이었던 제품의 생산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tgar, 2008; Prahalad & Ramaswamy, 2004). 커스터마이제이션은 단순하게 경험

을 제공하는 수단이 아닌, 소비자와 기업간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고객의 충

성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스스로 생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소비자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통한 관계 유지 

및 충성도 고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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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기업이 가진 고유한 역량에 시너

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판매구성기를 

이용하는데, 이를 통한 디자인 과정이 일정 시간 이후에는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소비자가 자신만의 제품을 디자인하는데 

고민하는 시간은 기업의 노력으로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

나 기업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효용을 

높여 필요 없는 시간은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판매 구성기를 조작하기 쉽

게 만들어 특별한 설명 없이도 어떻게 조작해야 할 지 소비자가 바로 연상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디자인 옵션을 선택했을 때, 

이미지 로딩 속도를 최소화하여 선택된 옵션이 바로 반영되어 필요 없는 시

간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개별 소비자에게 커스터마이제이

션 과정에서 고민을 줄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 옵션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소요되는 총 시간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세 번째, 기업은 소비자가 스스로 기업의 개인화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큐레이션과 커스터마이제이션 모두 소비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정교한 큐레이션은 소비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기업에게 공개

했을 때 이루어지며, 개인화 서비스의 성패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달

려있다(Wang, Duong, & Chen, 2016).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가 기업을 믿고 스

스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기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기업에게서 지속가능성을 인지할 경우, 행복감과 기업

신뢰에 정적 관계를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은 환경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회에 경제적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도 힘쓸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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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소비자는 개인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를 가지고 있고, 이는 행복감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해야 할 것이다. 큐레이션 상황에서 소비자는 제약감을 인지하게 되고, 이는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소비자의 행복감에 의미 있

는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큐레이션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에, 기업에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필요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수위에 대한 해답을 필

요로 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의 정보 선별 역량이 정확하면 할수록 소비자는 제약감을 지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용성이나 확실성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만

족감이 커질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프라이버시 염려를 하지만, 유용성과 확

실성을 더 크게 인지하여 개인화를 채택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큐레이션 

역량을 늘려 신뢰감을 높이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작게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기

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적다고 여기고,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의 참여를 통한 상세한 개

인정보를 수집하고 확실성과 유용성을 높이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개인화 서비스의 성공은 소비자의 참여뿐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분석 능력에 달려있다. 패션기업의 제품 기획은 디자이너나 머천다

이저의 감각으로 수행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온라인에 존재하는 빅데

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존재하는 패션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성공적인 개인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데

이터 분석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1차적으로 빅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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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데이터를 통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할 수 없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패션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개인화 서비스가 보편화 된다면, 패션 제품 생산 패러다임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소비자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대량생산을 위한 공급 업체보다는, 소량생산과 즉각적인 생산이 가능한 공

급망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큐레이션 서비스가 기업의 시스템으

로 정착하고, 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면, 소비자의 

선호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유행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

다. 이러한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는 재고관리, 유통관리, 공급망 관리의 변

화를 이끌게 될 것이다. 실무자들은 공급망 관리, 재고관리, 기획의 방향성

에 대하여 고심할 필요가 있다. 낮은 원가의 대량생산 제품을 위해서 개발

도상국에서의 해외 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 국내에서 소량

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급망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량의 제

품을 적재하기 위한 사이즈가 큰 물류창고의 확보보다, 온•오프라인 매장에

서 디자인한 제품의 공장에서 생산과 배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의 확보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 번째, 기업이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큐레이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디지털 기기와 같은 소

비자와의 접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큐레이

션 전략 모두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이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서

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판단

된다. 모바일,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플랫폼이 서로 투명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소비자가 개인화 서비스에 접근을 원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편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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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선행변수로 관계성을 본 연구에

서는 배제하였다. 행복감의 선행변수로 관계성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사

이에서 생기는 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 실험환경에서는 온라인으로 개인

화 서비스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다음 연구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상을 통해 기업과의 관계성을 

측정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연구모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제

안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 서비스가 가진 특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에서 조절변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개인화 서비스의 특성이 행복감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개인성격성향의 조절효과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의 행복감 연구에서 외향적이고 촉

진성향을 가진 소비자가 더욱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고 밝혀진 것과 다른 연

구 결과이다. 그러나 오히려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화 서비스의 혜택을 더욱 극대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소비자의 행

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 본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조절변수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추가적으로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본 연구는 패션 제품의 개인화 서비스가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추가적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통한 인지된 기업의 지

속가능성이 지속가능성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그러나, 개인화 서비스 기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인 지표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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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밝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화 서비스를 이용했을때, 충동구매 감소, 의류쓰레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소비에도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후속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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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실험 1에 사용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 연구생 김하연입니다.   

 

본 연구의 명칭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이며, 연구 목적은 최근 ICT의 발달과 더불어 패션기업에서 소비자에게 더욱 정교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의 일환인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지적 반응을 측정하고자 귀하께서는 온라인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을 디

자인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그 후 간단한 설문에 답하게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의 예상 

응답시간은 약 15~30분 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에 참여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도중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

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온라인 설문 페이지 도중 중지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

니다.  

본 연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김하연(02-880-8925)입니다. 본 조사에

서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철저하게 보호될 것이며, 연구책임자는 이 연구를 통

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가 아래의 동의서에 동

의함을 표시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

주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조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책임

자 김하연(010-3167-8019)에게 연락하시고, 만약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02-880-51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에 동의하시는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패션머천다이징 연구실 김하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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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터마이제이션(Customization)이란?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가 스스로 디자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소비자에게 1:1 로 주문을 

받아 생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요소요소를 

분할하여 고객에게 재질, 디자인, 색상 등을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객이 자신만의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는 규격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대량생산 제품의 생산방식과 개별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개인화를 융합시킴으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생산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설문 문항에 응답 전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 

  

▶ 실험 순서 

1. 나만의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을 디자인 해 본다(링크를 클릭하시면 웹사이트 연결). 

2. 완성된 디자인을 화면을 캡춰해서 바탕화면에 저장한다. 

3. 다시 설문지로 돌아와서 설문에 응답한다. 

 

 

▶ 실험실에 들어오셨을 때, 실험 조교에게 받은 종이에 적힌 숫자를 적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현재 시간을 적어 주세요(올바른 예: 13:01, 옳지 못한 예: 한시 일분, 1:01 pm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의 링크에 마우스 커서를 놓은 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누르시면 신발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www.shoesofprey.com/3d  ---------------------------------------- 

http://www.shoesofprey.com/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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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위에 놓인 ‘실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서, 신발 디자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 사이트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을 모두 디자인 한 후, 완성된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실행해 놓은 캡춰도구를 이용해서 바탕화면에 저장해주세요. 이때, 파일 명은 처음 

들어오셨을 때 받은 숫자로 해주세요. 만약 화면 캡춰 기능을 잘 모르시면 실험조교를 

불러주세요. 화면캡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발 디자인이 모두 끝난 현재 시간을 적어 주세요(올바른 예: 13:01, 옳지 못한 예: 한시 

일분, 1:01 pm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시 온라인 설문지로 돌아오셔서 설문에 응답해 주세요. 

 

----------------------------------------------  설문 응답 시작  -------------------------------------------- 

 

 

1.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조금 전 나에게 맞는 맞춤형 신발을 제작하

는 경험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조금 전 나의 취향이 반영된 신발을 디자인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조금 전 색상 팔레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색

상을 골라 신발에 반영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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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동안 내가 선호하는 신

발 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동안 내가 평상시 관심 

있었던 디자인 요소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동안 타인에 의해 통제 

받고 억압 받는다고 느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커스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안 성

취감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커스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훌륭히수행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번 경험을 통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경험함으로써 무언가를 만들

어 냈다는 느낌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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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디자인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이 창의적

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은 나에게 작가로서의 자

부심이 들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가 디자인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은 미적 아

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후, 나는 지금 행복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은 나를 기쁘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은 나의 일상 생활을 즐겁

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은 내게 인생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느끼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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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방금 내가 디자인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을 구

매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방금 경험해 본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향후 

이용해볼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음 번에 신발을 구매해야 한다면, 커스터마이

제이션 신발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방금 이용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웹 사이트가 브랜

드 shoesofprey 라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방금 이용한 shoesofprey 온라인 사이트에서 커

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신발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잘 적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하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때 스스로 활용방법을 습

득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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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발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어떤 물건을 설명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속성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의 종류를 타인에게 설

명하는 것은 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마지막으로, 통계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미혼 (    )      ② 기혼 (     )     

 

2) 귀하께서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          년)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주부   

② 학생   

③ 사무직 (은행원, 일반회사원, 일반 공무원) 

④ 전문직 (교수, 연구원, 의사, 법조인, 회계사, 약사, 종교인, 언론인 등)  

⑤ 경영관리직 (기업체 간부, 고급 공무원, 중소기업 경영자, 자영업체 경영자 등)   

⑥ 전문기술직 (엔지니어, 교사, 간호사, 연예인 등)   

⑦ 생산직 근로자  

⑧ 서비스/판매직 (미용사, 운전기사, 음식숙박업 종사자, 판매원 등)   

⑨ 자유직 (프리랜서)  

⑩ 기타 

 

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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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교 재학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⑥ 기타 

 

5)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수입(봉급, 이자, 기타 수입 포함)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⑧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⑨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⑩ 1,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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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실험 2에 사용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 연구생 김하연입니다.   

 

본 연구의 명칭은 <큐레이션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며, 연

구 목적은 최근 ICT의 발달과 더불어 패션기업에서 소비자에게 더욱 정교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의 일환인 큐레이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지적 반응을 측정하고자 귀하께서는 설문 전에 큐레이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패션기업의 

사례가 담긴 5분 가량의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 설문 문항에 답하게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의 예

상 응답시간은 약 15~20분 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에 참여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도중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

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온라인 설문 페이지 도중 중지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

니다.  

본 연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김하연(02-880-8925)입니다. 본 조사에

서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철저하게 보호될 것이며, 연구책임자는 이 연구를 통

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가 아래의 동의서에 동

의함을 표시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

주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조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책임

자 김하연(010-3167-8019)에게 연락하시고, 만약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02-880-51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에 동의하시는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패션머천다이징 연구실 김하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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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레이션(Curation)이란? 

'보살피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큐라레(Curare)에서 유래된 큐레이션(curation)이라는 

단어는 박물관에서 전시할 물품을 선별 및 배치하는 말로 파생되어 미술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정보화 시대에 접어든 이후, 온라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과잉정보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에 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주목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큐레이션 서비스란 온라인에 존재하는 정보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큐레이션 서비스는 패션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Artificail Intelligence)과 빅테이터 분석기술의 발달로 개개인의 소비자에게 

더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인 'MY 

STYLIST'에 관한 소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5분 가량 소요되는 동영상을 보신 후,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작된 동영상 시청  

▶ 다음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모두 예).  

두 질문을 모두 맞춘 응답자의 경우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음. 

번

호 
문 항 응답 

1 
마이스타일리스트는 고객의 선호와 취향에 맞는 패션 아이템을 

큐레이션 해주는 패션 기업이다. 
예 아니오 

2 
이 기업은 인공지능과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제안을 바탕으로 소

비자에게 맞춤형 옷을 제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아니오 

 

 

 

 



221 

 

 

----------------------------------------------  설문 응답 시작  -------------------------------------------- 

 

1. 다음의 설문 문항은 방금 전 동영상에서 본 마이스타일리스트(MY STYLIST)에 대한 

것입니다. 마이스타일리스트가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서비스는 쇼핑에 드는 시간(ex. 매장방문, 

계산하기 위한 줄 서기 등)을 줄여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서비스는 필요한 스타일을 찾기 위한 검색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스타일을 제

안함으로써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상황(ex. 데이트, 면접, 

일상복 등)에 따라 입을 수 있도록 맞춤형 스

타일을 제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 서비스는 소비자 개인의 선호나 관심에 따

른 맞춤형 스타일을 제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요구를 미리 알아서 큐

레이션 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이 서비스는 소비자 개인을 위한 적합한 스타

일을 찾기 위해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이 서비스는 개개인의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

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공되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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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마이스타일리스트(MY STYLIST) 기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고자 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 잘못 사용

될까 봐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까 봐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 상에 보여질 까봐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예기치 않은 

문제를 발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일상에서 패션 스타일

을 바꾸는 데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만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은 소비자의 통제 

밖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 서비스는 소비자 대신 패션 스타일을 대부

분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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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마이스타일리스트(MY STYLIST)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귀하가 혹은 소비자가 이

용하게 되었을 때 귀하의 느낌을 묻는 문항으로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기업의 인공지능을 통한 큐레이션은 의류

쓰레기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기업의 큐레이션 서비스는 불필요한 의류

제품 구매를 줄여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기업은 진보된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통해

서 의류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기업은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불필요

한 의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자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 기업은 고객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 기업은 사람을 위해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 기업은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이 기업은 직원의 만족도 또한 높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이 기업은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킴으로써 수익

이 늘어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이 기업은 소비자에게 큐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

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이 기업은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

여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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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마이스타일리스트(MY STYLIST)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귀하가 혹은 소비자가 이

용하게 되었을 때 귀하의 느낌을 묻는 문항으로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서비스를 받은 후 소비자는 행복을 느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삶에 대한 행복감을 증

가시킬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삶을 기쁘게 할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일상생활을 즐겁게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증

가시킬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아래의 질문에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기업은 자신의 산업분야에서 탁월한 기술

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기업은 해당분야에서 보다 나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기업은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노하우를 가

지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기업은 거짓이 없는 진솔한 기업이라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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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의 질문에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음 번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이 기업

을 고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이 기업에서 큐레이션 해준 제품을 구매

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경제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 기업의 제품을 

가까운 미래에 구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마지막으로, 통계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미혼 (    )      ② 기혼 (     )     

 

2) 귀하께서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          년)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주부   

② 학생   

③ 사무직 (은행원, 일반회사원, 일반 공무원) 

④ 전문직 (교수, 연구원, 의사, 법조인, 회계사, 약사, 종교인, 언론인 등)  

⑤ 경영관리직 (기업체 간부, 고급 공무원, 중소기업 경영자, 자영업체 경영자 등)   

⑥ 전문기술직 (엔지니어, 교사, 간호사, 연예인 등)   

⑦ 생산직 근로자  

⑧ 서비스/판매직 (미용사, 운전기사, 음식숙박업 종사자, 판매원 등)   

⑨ 자유직 (프리랜서)  

⑩ 기타 

 

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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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교 재학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⑥ 기타 

 

5)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수입(봉급, 이자, 기타 수입 포함)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⑧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⑨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⑩ 1,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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