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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통해 패션 상품을 찾도록 하는 

패션 이미지 검색 서비스는 최근 모바일 쇼핑 트렌드가 요구하는 

편리하면서 정확한 검색방법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며 패션 쇼핑 환경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패션 이미지 검색은 소비자의 정보탐색 과정을 단축하며 

활용가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측면에 치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쇼핑 환경에서의 학문 및 

실무적 활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이 

함께 고려된 접근방식이 매우 필요하다. 

패션 이미지 검색은 인간의 시각과 같은 선상에서 상품을 

바라봄으로써 소비자의   제한된 정보탐색 행동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나, 검색결과로 제시되는 상품구색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정보탐색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패션 이미지 

검색에 대한 소비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개인에 특성에 

따른 정보탐색 가치의 지각 차이는 동일한 패션 이미지 검색결과에도 

다른 만족감을 이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 검색에서 

검색결과로 제시된 구색의 다양성이 소비자의 정보탐색 가치인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을 매개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탐색비용 및 경험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소비자 패션 

관여도와 다양성 추구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피험자의 정확한 반응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제 

패션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쇼핑몰과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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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물을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을 상품 컬러 차이에 따른 다양성 고, 저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편의표집 방법을 통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약 일주일에 걸쳐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9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SPSS 25.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이미지 검색결과로 제시된 상품 구색의 다양성이 

소비자의 탐색비용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색 다양성이 

높을 경우 탐색비용은 높아진 반면 다양성이 낮을 경우에는 탐색비용이 

낮아졌다. 또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탐색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패션 고관여 소비자는 구색 다양성이 높을 때가 낮을 때에 비해 

탐색비용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나, 패션 저관여 소비자는 구색 다양성에 

따른 탐색비용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의 경험적 편익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색 다양성이 높은 경우는 

낮은 경우에 비해 경험적 편익이 높게 나타나, 여러 컬러로 구성된 

다양한 상품 구색에서 소비자의 감각적 즐거움 및 흥미가 증가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반면 구색 다양성이 경험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다양성 추구 성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컬러에 따른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차이는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성향에 관계없이 경험적 편익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셋째,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정보탐색 가치인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 각각을 완전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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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패션 이미지 검색결과로 제시된 구색 

다양성은 탐색비용을 완전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구색 다양성은 경험적 편익도 완전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매개경로의 검증을 통해 

탐색비용은 소비자 만족감과 부적 관계를 가지고, 경험적 편익은 소비자 

만족감과 정적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즉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에 대한 높은 탐색 비용은 검색에 대한 만족감을 낮추는 반면, 

경험적 편익은 만족감을 높였다.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 검색에 대한 연구가 기술적 측면에 치중되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에서 마케팅 관점으로 패션 이미지 검색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패션상품 및 

컬러와 관련된 구색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였고,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정보탐색의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최근의 모바일 쇼핑 

트렌드에 적용하여 고찰하였음에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소비자 심리 및 행동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자료가 극히 미비한 실정에서, 패션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리테일러가 표적 시장에 대한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패션 이미지 검색, 구색 다양성, 탐색비용, 경험적 편익, 소비자 

만족감 

학  번 : 2017-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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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정보통신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성화는 이미지, 동영상 등과 같은 비정형데이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페이스북에는 매일 3억5000만장의 이미지가 업로드 

되고 있으며, 유튜브에는 1분마다 300시간 이상 분량의 영상이 

올라온다 (추가영, 2016). 비정형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을 기점으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8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 예측된다. 이와 함께 검색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평균 검색어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편리하고 정확한 검색 

방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승재 외, 2014; Bughin et al., 

2011). 

이미지 검색(image search)은 기존의 텍스트, 음성, QR코드 등의 

검색을 넘어 인간이 보는 그대로를 검색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쇼핑을 가능케 함으로써 모바일 쇼핑 환경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승재 외, 2014). 이미지 검색이란 사용자가 

촬영하거나 가진 이미지 그대로를 이용하여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찾는 것으로, 비주얼 검색(visual search)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소비자는 처음으로 

단어를 대신해 이미지로 상품을 검색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미지 검색 기술은 음성인식 기술과 함께 2020년까지 모든 검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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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bsolunet,” 2018). 

이미지 검색은 인간의 시각과 동일하게 상품을 바라봄으로써 

소비자의 탐색욕구에 보다 정확하게 대응하며 종래의 텍스트 검색과 

차별화된 특징을 지닌다. 텍스트 검색의 경우,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별로 해당 이미지를 다른 단어로 묘사하여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동일한 

단어를 인지하더라도 개인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다는 특징 

(Mayer, 2003) 역시 텍스트 검색의 한계를 야기한다. 이미지 검색은 

이와 같이 텍스트 검색이 지닌 한계에 대응하며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색함으로써 소비자 정보탐색 

활동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패션 이미지 검색은 패션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하여 이미지 속 상품의 컬러, 형태, 질감 등과 매칭된 

패션상품을 검색 결과로 제시하게 된다 (송재오, 조정현, 권진관, 이상문, 

2017). 특히 패션상품의 경우 여러 속성이 결합되어 있어 단어의 

한계로 인한 검색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미지 검색은 이러한 

인간의 제한된 정보탐색 활동에 편리성을 부여하며 큰 효과를 발휘한다. 

패션 이미지 검색은 모바일 쇼핑 트렌드가 요구하는 편리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검색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며 활용 가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이미지 검색이 소비자의 쇼핑경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패션 이미지 검색의 결과로 제시되는 상품들은 하나의 구색을 

이루게 된다. 이때 컬러, 실루엣, 소재 등과 같은 상품 속성의 시각적 

차이는 소비자가 해당 구색에 대하여 지각하는 다양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Hoch, Bradlow, & Wansink, 1999). 이 중 컬러는 대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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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인상을 강화하며 상품 간 차이를 뚜렷하게 하는 주요 상품 

속성으로 알려져 있다 (Kahn, 2017). 더욱이 모바일 쇼핑은 작은 

화면을 통해 시야와 가깝게 이루어져 소비자가 시각적 자극에 매우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므로 패션 이미지 검색으로 제시되는 

구색의 시각적 특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패션 이미지 검색은 종래와 다른 검색 방법으로 인해 소비자 

탐색활동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정보탐색 가치에 대한 고찰도 

필요해 보인다.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value)는 지각된 비용(costs)과 

지각된 편익(benefits)을 통해 형성된다고 볼 때 (Lovelock, 2000), 

정보탐색의 가치를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탐색비용은 목적 지향적(goal-directed) 가치와 관련된 개념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에 대한 지각된 비용을 

의미한다 (Liang & Huang, 1998).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로 형성된 

상품 구색이 소비자가 찾고자 했던 상품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면 

탐색비용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반면 경험적 편익은 소비자가 탐색 

활동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적(experiential)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정보탐색의 즐거움, 흥미 등과 같은 쾌락적 속성과 관련된다 

(Hoffman & Novak, 1996).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상품들의 

속성이 다양하여 소비자의 시각을 자극하거나 신제품의 대안을 

제공해준다면 경험적 편익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 검색을 통해 제시된 상품 구색이 소비자의 정보탐색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고자 한다. 

상품구색의 다양성은 소비자 만족감 및 반응에 중요한 변수가 되나 

관련 선행연구는 식료품, 기하학적 도형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자극물 

등을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며 (Hoch et al., 1999; van Herp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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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ters, 2002, 2007), 패션상품에 대한 구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더욱이 패션 이미지 검색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특정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이미 형성된 채로 이와 유사한 상품을 찾기 위해 구색을 살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다. 구체적인 선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적인 브라우징(browsing) 상황에서의 구색 다양성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Kahn & Lehmann, 1991; Kahn, Weingarten, & Townsend, 2013), 

상품 구매 목적이 있거나 특수한 쇼핑 상황, 소비자 성향 차이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구색 다양성이 오히려 소비자 만족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uffman & Kahn, 1998; Townsend & Kahn, 

2013).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목적 지향적 성격이 강한 패션 이미지 

검색의 맥락에서 구색 다양성과 소비자 만족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패션 이미지 검색이 소비자의 정보탐색 및 만족감에 미치는 효과는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소비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성향은 의사결정과정에 연관되는 인지적, 감정적 경험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 성향 차이는 같은 자극에도 다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패션 이미지 검색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리테일러가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 성향 중 패션소비행동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패션 관여도와 다양성 추구 성향이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및 실무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는 소비자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마케팅 관점에서 이루어진 패션 이미지 검색의 연구임에 학문적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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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패션 이미지 검색의 활용가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선행연구는 기술적 측면에 치중되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에서, 쇼핑 

환경에서의 학문 및 실무적 활용이 가능한 패션 이미지 검색의 연구가 

매우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구색의 개념을 적용하여 패션 

이미지 검색을 살펴봄으로써 패션상품을 대상으로 한 구색 연구의 

학문적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소비자 심리 및 행동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리테일러가 표적 시장을 겨냥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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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상품구색의 다양성이 

소비자의 쇼핑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주목적이 있다. 특히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정보탐색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패션 관여도와 다양성 추구 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정보탐색 가치를 거쳐 소비자 만족감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를 통해 제시된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의 정보탐색 가치인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소비자 성향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구색 다양성과 탐색비용의 관계에 대한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와, 구색 다양성과 경험적 편익의 관계에 대한 소비자 

다양성 추구 성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을 

거쳐 소비자 만족감에 이르는 매개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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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와 연구의 목적,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을 소개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 

탐색비용, 경험적 편익, 패션 관여도, 다양성 추구 성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설정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 설계 및 절차, 자극물 구성, 

측정 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을 제시한다. 

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검증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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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 

 

1. 패션 이미지 검색의 개념 

 

패션 이미지 검색은 소비자가 찾고 싶은 패션 아이템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이미지 그대로를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패션상품을 얻게 되는 쇼

핑 서비스를 말한다 (이은경, 김양원, 김선숙, 2015). 패션 이미지 검색

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한 종류인 패션에 특화된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유사 이미지 검색 기술이 이용된다 (송재오 외, 

2017). 소비자는 이미지 검색을 통해 검색대상과 유사한 상품을 비롯해 

상품명, 가격, 기능 및 판매처 등의 부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이

승재 외, 2014).  

이와 같은 패션 이미지 검색은 주로 소비자 개인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쇼핑

몰의 이미지 검색창에 검색대상의 이미지를 입력하면서 시작되고 총 네 

단계의 기술과정을 거쳐 검색결과가 제시된다 (이승재 외, 2014). 첫번

째로, 입력된 이미지는 그 자체가 검색질의(query)가 되어 특징 검출

(feature detection)의 과정을 거친다. 특징 검출이란 입력된 이미지에

서 시점, 환경 변화 등의 왜곡에 불변하는 영역 혹은 점을 검출하는 과

정을 의미한다. 이후 서술자 추출(descriptor extraction) 과정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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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검출된 특징 주변영역을 이용하여 강인하고 구별 가능한 특

징 벡터가 추출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추출된 특징들로 구성된 데

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정합 및 검증을 위한 후보군을 선정하는 DB 검색

(database search) 과정이 진행된다. 마지막 단계는 정합 및 검증

(matching and verification)으로서 선정된 후보군에 대해서 정합 유무

를 판별하고, 정합이 이루어진 이미지에 대하여 기하학적 검증이 수행되

는 과정을 통해 검색결과가 제시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는 이미지 검색 알고리즘(image-retrieval 

algorithms)이 작용한다 (Girod et al., 2011). 이미지 검색 알고리즘은 

소비자가 찾고자 하는 의류의 시각적 속성(컬러, 소재, 무늬 등)에 따른 

의복인자와 리테일러가 보유한 의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이와 유사

한 상품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은경 외, 2015). 이 때, 이미지 검색 

알고리즘이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상품의 어떤 속성을 우선순위에 

두는지에 따라 검색 결과로 제시되는 상품들이 다를 수 있다 (Gudiva & 

Raghavan, 1995). 예를 들어 패션상품의 컬러 속성(Query-by-color)

을 우선순위에 둔 이미지 검색 알고리즘은 검색대상의 컬러 분포로부터 

검출된 특징 벡터를 중심으로 검색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King & Lau, 

1996). 반면 패션상품의 실루엣 속성(Query-by-shape)을 우선순위에 

둔 이미지 검색 알고리즘은 검색대상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윤곽을 중심

으로 다각형(polygon) 정합 과정을 거쳐 이미지 검색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같은 검색대상을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대상의 어떤 속성을 추

출하여 이를 리테일러가 보유한 상품들과 정합 과정을 거치는지에 따라 

검색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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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패션상품들은 하나의 구색을 이루게 되

어 소비자의 쇼핑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구색이란‘리테일러가 소비자에

게 제시하는 상품의 범위 혹은 집합’을 말한다 (Baron, Davies, & 

Swindley, 1991; Simonson, 1999). 리테일러는 각자의 전략에 따른 분

류기준을 바탕으로 구색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구색 다양성 지각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Kahn & Wansink, 2004).  

구색 다양성 개념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하경, 

2016). Hoch et al. (1999)은 소비자가 가까이 있는 상품들 간의 유사

성을 비교함으로써(product-based approach) 구색에 대한 다양성을 

지각한다고 보았다. 이는 상품속성의 구성이 구색의 정보 구조

(information structure)로서 작용하여 소비자가 지각하는 구색 다양성

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상품속성에는 컬러, 형태, 상품명 등이 포함

되며, 각 속성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시각적으로 유사한 상품들이 서

로 가까이 배열되어 있을수록 구색 다양성이 낮게 지각된다. 

나아가 van Herpen and Pieters (2002)는 구색 다양성을 소비자가 

구색 내의 상품속성을 비교함으로써(attribute-based approach) 지각

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즉 속성 자체에 초점을 두고, 한 구색 내에 존재

하는 속성들의 분포(dispersion) 및 분리(dissociation)에 따라 지각되

는 구색 다양성의 개념을 주장하였다. 상품속성의 분포란 속성들의 수준

이 분배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그린컬러 셔츠 2개와 블

루컬러 셔츠 2개로 구성된 셔츠 구색은 블루컬러로만 4개로 구성된 셔

츠 구색보다 속성의 분포가 더 높은 것이며 구색 다양성 지각을 높인다. 

반면 속성의 분리란 속성들 간의 관련성이 적은 것을 말한다. 가령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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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셔츠는 모두 블루 컬러이고 실크 소재의 셔츠는 모두 그린 컬러로 

이루어진 셔츠 구색은 면소재 블루, 면소재 그린, 실크소재 블루, 실크소

재 그린 컬러로 구성된 셔츠 구색에 비해 속성 간 분리가 더 낮다. 속성

의 분리가 높을수록 구색 다양성은 높게 지각된다. 이상의 연구들은 구

색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구색을 이루는 상품 및 상품 속성의 시각적 차

이가 구색 다양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구색을 이루는 상품의 수, 즉 구색의 크기로 구색 다양성을 확

인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Kahn and Wansink (2004)는 구색의 크기가 

구색 다양성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구색을 이루는 상품의 수

가 많을수록 구색 다양성이 증가하며 이는 상품을 구매하는 양도 증가시

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Morales, Kahn, McAlister, and 

Broniarczyk (2005)은 구색 다양성 개념을 얼마나 많은 상품이 제시되

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살펴보았으며, 구색의 구조, 레이아

웃 등의 진열 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구색 다양성에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Chang (2011)도 선택 가능한 상품의 수

가 얼마나 많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구색 다양성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종합해보면 구색 지각에 관한 선행연구가 크게 구색

을 이루는 상품의 속성과 상품의 수를 기준으로 구색 다양성을 정의하고 

있었으며, 이 두 기준의 적용이 혼재되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하경, 

2016). 

패션 이미지 검색은 소비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의 컬러, 실루엣, 

패턴 등과 같은 상품의 시각적 속성을 기준으로 그와 유사한 상품들을 

검색 결과로 제시한다. 특히 여러 속성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패션상품의 경우,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구색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지각

된 구색 다양성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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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다양성을‘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패션상품들의 속성이 시각적으

로 다양하게 지각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구색을 이루는 

개별 상품 간의 속성차이를 중심으로 구색 다양성을 정의한 선행연구를 

참고한 것으로 (Hoch et al., 1999;  van Herpen & Pieters, 2002), 상

품의 수와 관련된 효과는 배제하였다. 이어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패션상품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구색 다양성 지각에서 컬러의 역할 

 

상품의 시각적 속성 중 컬러, 모양, 상품명은 구색 다양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Hoch et al., 1999), 이는 구색의 일관성

(consistency)과 관련된다. 구색 일관성이란‘구색을 이루는 상품들의 

특징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Gist, 1968; Kinnear, 

Bernhardt, & Krentler, 1995). 일반적으로 상품 속성 간의 차이가 시

각적으로 명확히 구분될수록 구색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다양성은 높아진

다 (Hoch et al., 1999; van Herpen & Pieters, 2002). 

컬러는 상품 간의 시각적 차이를 높이고 구색의 인상을 강화하는 주

요 요인으로서 (Wolfe & Horowitz, 2004; Kahn, 2017), 서로 다른 컬

러의 상품들로 이루어진 구색은 다양성이 높게 지각된다 (Townsend & 

Kahn, 2013). 또한 컬러는 인간의 정보처리 초기 단계에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 정보이다 (Breitmeyer, Ogmen, & Chen, 2004). 때문에 컬러

는 상품의 외적 속성(extrinsic attributes)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상품의 

본질적인 속성(intrinsic attributes)과는 관련이 없더라도 혹은 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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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 속성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컬러의 존

재가 소비자의 구색지각 및 쇼핑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Kim, Spence, & Marshall, 2018; van Herpen & Pieters, 2007). 

관련하여 van Herpen and Pieters (2007)는 16개의 과자상품으로 

구성된 구색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소비자의 구색 식별비용

(identification costs)은 다양한 컬러로 구성된 구색일 경우가 동일한 

컬러로 구성된 구색에 비해 더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식별 비용은 탐색

비용의 한 종류로서 쇼핑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며, 구색 내에서 마음에 

드는 잠재구매 상품들이 얼마나 눈에 쉽게 띄는 가와 관련된다. 이는 탐

색 초기에 구색을 빠르게 스캔하는 동안 이루어지며 해당 구색을 더 자

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한다. 구색을 이루는 상품들의 

컬러가 다양할 경우는 컬러가 동일한 경우에 비해 개별 상품의 특징 및 

차이가 더 쉽게 파악됨으로써 식별비용은 낮아지고 긍정적인 구색평가로 

이어진다. 

 

 

2) 구색 다양성 지각의 효과 

 

다양한 구색은 상품 및 구색 만족도 뿐만 아니라 점포 충성도에 이

르기까지 소비자의 쇼핑경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다양

한 구색은 너무 지나치지 않는 이상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끈다 

(Kahn et al., 2013). Hoch et al. (1999)은 구색이 다양하게 지각될 때 

구색 만족도가 높아지며 점포 충성도를 높인다고 보았다. 다양한 상품으

로 이루어진 구색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을 확률을 높이고, 상품

에 대한 폭넓은 정보 및 선택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Balder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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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Kahn & Lehmann, 1991). 또한 Yoo, Park, and MacInnis 

(1998)는 다양한 상품 및 브랜드를 갖춘 구색이 즐거움(pleasure), 흥

분(excitement), 만족감(satisfaction)과 같은 소비자의 긍정적인 쇼핑

감정을 높임으로써 매장에 대한 선호를 높인다고 보았다. Liu, Li, and 

Hu (2013) 역시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에 다양한 상품이 구비(product 

availability)되어 있을 경우 시각적 매력성이 증가되며 소비자의 구매행

동을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구색 다양성 지각이 소비자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de Vries-van Ketel (2006)은 다

양한 상품으로 인해 오히려 구색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구색에 

대한 매력성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Payne, Bettman, 

and Johnson (1993)도 파악할 정보가 많은 구색은 소비자의 인지적 비

용을 높여 상품 선택에 혼란을 주고 부정적인 구색평가로 이어진다고 보

았다. 또한 상품을 제시하는 방식의 차이는 다양한 구색에서 복잡성을 

유발해 소비자 만족감을 감소시킨다. Huffman and Kahn (1998)은 다양

성이 높은 구색에서 대체재 중심(alternative-based)으로 이루어진 구

색은 속성 중심(attribute-based)의 구색에 비해 복잡성이 더 높아져 

소비자 만족감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대체재 중심

의 구색에서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다른 대안이 존재할지도 모른

다는 불확실성(uncertainty)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Townsend and Kahn (2013)은 다양성이 높은 구색에서 상품정보가 이

미지로 제시될 경우가 언어로 제시될 경우에 비해 덜 체계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어 복잡성 지각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특성은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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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한다. 다양성이 높은 구색을 살펴보는데 있어 휴리스틱(heuristic) 

정보처리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평가하는 동안 발생하는 인지적 노력이 

비용으로 여겨져 구색에 대한 선호도를 감소시킨다 (Townsend & 

Kahn, 2013). 반면 분석적(analytic) 정보처리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구

색 다양성이 상품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평가하는 동안 발생하는 인지적 노력이 부담스럽지 않으며 이는 구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케 한다 (Boyd & Bahn, 2009). 

종합해보면 구색 다양성은 대체로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나 

항상 선형적인 방향은 아니다 (이하경, 2016). 상품 제시 방식 및 소비

자 특성의 차이는 구색평가에 있어 부정적인 소비자 태도 및 행동을 야

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색 다양성과 소비자 만족감의 관계를 파악하

는데 있어 소비자의 구매 목적이나 리테일러의 전략 등과 같은 쇼핑 맥

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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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보탐색 가치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은 구매활동에 있어 소비자의 주요 관

심사로서, 대상에 대한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를 결정한다. 지각

된 가치란 지불하는 것과 제공받는 것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소비자가 

대상에 대해 평가하는 효용성(utility)을 말하며 (Zeithaml, 1988), 소비

자 만족감과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Cronin et al., 2000; Dodds, 

Monroe, & Grewal, 1991; McDougall & Levesque, 2000). Lovelock 

(2000)은 지각된 가치가 지각된 비용과 지각된 편익 간의 상쇄를 통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비용이 낮고, 편익은 높은 구매

활동을 추구 함으로써 높은 가치를 얻으려 한다 (Lai, 1995).  

소비자에게 있어 지각된 비용이란 소비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구

매활동 전 과정에 관여되는 요소로, 금전적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 비용, 

위험성 및 노력 비용과 같은 비금전적 비용의 개념까지 포함한다 (Lai, 

1995). 금전적 비용은 말그대로 돈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에 비

해 비금전적 비용은 소비자의 인지적 비용으로, 소비활동에 있어 요구되

는 시간이나 노력의 양을 비롯하여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 혹은 부정

적인 구매결과와 연관된다. 

반면 지각된 편익은 지각된 비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상을 구매

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얻어지는 혜택을 말한다 (Clawson & Vinson, 

1978). 소비 대상은 단순한 속성(attributes)의 집합이 아닌 편익의 집

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Day, 1990; Lai, 1995; Peter & Olson, 

1987), 지각된 편익은 대상에 대한 소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된다. 편익은 상품의 특징과 관련된 기능적 편익에서부터 소비자의 

감정 및 상황에 관련된 편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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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탐색 활동은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에서 문제인식 후 두번째로 

진행되는 단계이다.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은 문제인식, 탐색, 대안평가, 

구매결정, 소비, 구매 후 평가, 폐기의 일곱 단계로 구성되는데 

(Blackwell, Miniard, & Engel, 2006), 이 중 탐색 활동은 소비자가 직

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얻는 활

동을 말한다 (구양숙, 추태귀, 1996). 선행연구는 소비자가 정보탐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즉 목적 지향적(goal-

directed) 가치와 경험적(experiential) 가치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Bloch, Ridgway, & Sherrell, 1989; Eighmey, 1997; Hoffman & 

Novak, 1996). 목적 지향적 가치는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게 하는 효용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외생적 동기

에서 비롯되며 정보탐색의 유용성과 연관된다 (박철, 2000). 이에 반해 

경험적 가치는 정보탐색 활동 그 자체에서 오는 쾌락과 관련된 것으로, 

소비자의 내성적 동기에서 유발됨으로써 재미와 몰입, 흥미, 즐거움 등

과 같은 오락적 가치를 나타낸다. 

패션 이미지 검색 서비스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인지적 과정 없이 주

어진 이미지 그대로를 이용해 상품 검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직관

적이고 쉽고 빠른 탐색활동을 촉진시키고 목적 지향적 가치를 높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탐색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패션 이

미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감각이나 감정이 자극되

어 흥미 및 즐거움이 유발된다면 소비자의 경험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통해 소

비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탐색의 가치를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으로 나

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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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색비용 

 

탐색비용이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정보탐색 단계에서 발

생하는 소비자의 지각된 비용으로,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얻는데 있어 소

요되는 시간, 정신적 및 육체적 노력과 관련된다 (Liang & Huang, 

1998). 소비자는 쇼핑과정에서 7가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겪

게 되는데 이는 탐색(search)비용, 비교(comparison)비용, 검토

(examination)비용, 협상(bargaining)비용, 주문(order) 및 결제

(payment)비용, 배달(delivery)비용, 사후(post-service)비용을 포함

한다 (Liang & Huang, 1998). 탐색비용은 쇼핑의 첫 단계인 정보탐색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며 이는 탐색활동 이후 대안 비교 단계에서 발생하

는 비교비용 및 구매 결정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비용과 구분된다. 또한 

탐색비용은 구매 행위의 첫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쇼핑 활동 및 동

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Farley, 1964; Schmidt & Spreng, 1996; 

Stigler, 1961).  

소비자는 쇼핑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비

용이 최소화되길 원하므로 탐색비용이 낮은 리테일러를 선호한다 

(Shugan, 1980; Fennema & Kleinmuntz, 1995). 탐색비용은 소비자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낮아질 때 감소되는데, 이는 리테일러를 통해 

제공된 상품이나 거래가 구매 계획 시 소비자가 가졌던 기대를 충족시키

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상품 및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낮춘다 

(Williamson, 1981; Liang & Huang, 1998). Liang and Huang (1998)

은 온라인 채널은 오프라인 채널에 비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낮은 탐색비용

을 가진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동만, 장성희(2002)는 소비자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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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탐색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품 종류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는데, 패

션 쇼핑의 경우 상품 불확실성이 낮을 때 탐색비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찾고자 하는 정보의 풍부함은 정보탐색에 소요되는 노력을 줄

이므로 탐색비용을 감소시킨다 (Schmidt & Spreng, 1996; Strader & 

Shaw, 1999). 소비자는 하나의 매장에서 수용할 만한 상품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대안들도 보길 원하며 혹은 더 나은 상품을 기대

하며 다른 매장을 둘러보려 하는데, 이는 탐색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Cachon, Terwiesch, & Xu, 2005). 때문에 소비자는 원스탑(one-

stop) 쇼핑이 가능한 리테일러를 찾는 경향이 있으며, 가급적 매장을 이

동하는 노력을 최소화하고 하나의 매장에서 깊은 구색을 제공받길 원한

다 (Fox & Sethuraman, 2006; Mantrala et al., 2009). 특히 소비자는 

찾고자 하는 대상이 명확한 경우 다양한 상품을 이루는 큰 구색보다도 

적은 양이더라도 해당 상품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구색을 선호함으로써 

탐색비용이 감소되길 기대한다 (van Herpen, 2001). 

탐색용이성 역시 소비자가 정보탐색에 소요되는 노력을 감소시켜 탐

색비용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Schmidt & Spreng, 1996; Strader & 

Shaw, 1999). Malone, Benjamin, and Yates (1987)는 전자상거래에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혁신이 소비자의 정보탐색 용이성

에 영향을 미쳐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은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서 상

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한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탐색비용이 소비자의 태도 및 구매 행동

과 부적 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Strader and Shaw (1999)는 

온라인 시장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탐색비용이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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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지각하는 혜택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으로 Kim and 

Li (2009)는 온라인 거래에 있어 탐색비용의 증가는 불확실성을 높여 

소비자 만족도와 리테일러에 대한 충성도를 낮춘다고 보았다. 또한 탐색

단계에서 구색정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이 증가하면 해

당 구색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한다 (de Vries-van Ketel, 2006). 나아

가 소비자 행동 관점에서 살펴보면, 높아진 탐색비용은 소비자의 구매의

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구매활동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Goldsmith & Goldsmith, 2002; Liang & Huang, 1998; Teo & Yu,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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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험적 편익 

 

편익(benefits)이란 소비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의 속성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치로서, 소비과정에서 추구되는 기대 및 보상감을 의미한다 

(Keller, 1993; Peter & Olson, 1987). 편익은 소비를 통해 충족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기능적 편익, 상징적 편익, 경험적 편익으로 구분된다 

(Keller, 1993; Park, Jaworski, & MacInnis, 1986). 기능적 편익

(functional benefits)은 문제 해결 등과 같이 인간의 생리적 및 안전 욕

구를 충족시키는 소비와 관련되며, 상징적 편익(symbolic benefits)은 

소비를 통해 자아 이미지를 표현하고 향상시키는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

구충족과 관련된다. 경험적 편익(experiential benefits)은 감각적 즐거

움, 다양성, 인지적 자극 등과 같은 경험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소비와 

연관된다. 

경험적 편익의 개념은 마케팅 분야의 연구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Holbrook and Hirschman (1982)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자의 행

동을 강조하는 정보처리 관점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소비의 경험적 관

점(experiential view)을 언급하였다. 소비의 경험적 관점은 소비 그 자

체에서 느낄 수 있는 쾌락이나 즐거움, 감각적 자극, 각성 등과 같은 감

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는 성공적인 쇼핑의 기준이 상품 및 

서비스 자체가 소비자를 감각적 혹은 감정적으로 만족시키는 가로 판단

되며 쇼핑 목적의 달성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시에 있어 소비자의 감각적 흥미를 유발하는 본능적

(visceral)이고 경험적인 디자인 개발의 측면도 경험적 편익으로서 분류

되고 있다 (Candi, 2007; Norman, 2004). 경험적 편익은 소비자 감각

이나 감정의 자극과 관련 되기 때문에 감정적 편익(emotion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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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슷한 차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Sheth, Newman, and Gross 

(1991)는 상품을 통해 새로움 및 호기심과 같은 인식(epistemic)이나 

감정이 환기될 때 발생하는 지각된 효용으로서 편익의 감정적 측면을 언

급하였다. 

상품이 가진 속성(attributes)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편익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Kotler, 2003). 경험적 편익은 소비자의 감각과 감정

을 통해 발생하게 되므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인간의 감각

을 자극하는 비언어적 속성들이 경험적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이 된다 (Holbrook & Hirschman, 1982). 관련하여 Babin, Darden & 

Griffin (1994)는 소비자의 시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상품구색은 소비자

에게 쾌락적 쇼핑 가치 및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양

한 구색은 새로운 상품 트렌드의 습득과 같은 구매목적 이외의 소비자 

욕구도 충족시킨다 (Bellenger & Korgaonkar, 1980). 나아가 

Mathwick, Malhotra, & Rigdon (2001)는 온라인 리테일러가 제공하는 

시각적 흥미유발 요소가 소비자의 경험적 가치를 향상시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에는 상품의 진열 방식, 컬러나 그래픽 요소로 이루

어진 사이트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한편, 경험적 편익은 소비자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

비자 만족감은 소비 경험에 대한 심리적, 감정적인 가치 및 평가라 할 

수 있으며 (Oh, 1999), 쾌락적 경험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각성

(arousal) 및 감정(affect)은 소비자 만족감을 향상시킨다 (Mano & 

Oliver, 1993; Oh, Fiore, & Jeoung, 2007). Mano and Oliver (1993)

는 상품의 쾌락적 속성에서 유발되는 각성이나 즐거움이 소비자 만족감

을 높인다고 보았다. 또한 Oh et al. (2007)은 서비스 소비에 있어서 서

비스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각적 자극과 함께 서비스 경험에서 오는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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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 등과 같은 각성은 소비자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

혔다. 공란란, 김동국, 김형길 (2015)은 브랜드 경험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감각적 차원의 브랜드 경험은 소비자의 즐거움과 만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감각적 차원의 브랜드 경험은 주로 브랜드가 

제공하는 미학적인 요소들을 소비자가 감각적인 면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감정 및 태도를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24 

제 3 절  패션 관여도 

 

관여도는 개인에게 있어 어떤 대상이 관련된 정도 혹은 부여하는 의

미 정도를 말하며 (김종욱, 박상철, 이원준, 2005), 패션 관여도는 패션 

및 패션과 관련된 상황 전반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중요성과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전대근, 추호정, 김현숙, 2010; Razzaq, Ansari, Razzaq, & 

Awan, 2018). 또한 패션 관여도는 의복 관련 행동 및 구매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내적 패션 성향으로서 (Kinley, Josiam, & 

Lockett, 2010), 관여 수준에 따라 구매 의사결정에서의 소비자 행동은 

달라지게 된다.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패션에 민감하며 패션상품 

구매에 적극적이며, 구매 결정에 더 높은 자신감을 보인다 (O’Cass, 

2004). 뿐만 아니라 구매비용 및 소비하는 양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 (Seo, Hathcote, & Sweaney, 2001; Shim & Kotsiopulos, 

1992). 

관여도 수준은 소비자 정보탐색 활동에도 차이를 일으킨다. 소비자

는 구매 전 정보탐색(pre-purchase search)을 통해 구매와 관련한 상

품정보를 획득하고자 주의, 지각, 노력을 기울인다 (Beatty & Smith, 

1987; 임경복, 2001). 이 때 고관여 소비자는 저관여 소비자에 비해 구

매 전 정보탐색에 대한 의도가 높고 더욱 능동적이며 주어진 정보를 꼼

꼼히 살펴보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Celsi & Olson, 1988; Haugtvedt 

& Wegener, 1994; 구양숙, 추태귀, 1996). 선행연구는 이와 같이 관여 

수준에 따라 정보탐색 활동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소비자의 불확실성

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Blackwell et al. (2006)은 소비자가 사전탐색을 하는 주된 동기를 

구매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어 더 나은 상품선택 및 구매결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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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함으로 보았다. 소비자는 상품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자신의 욕구 및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김종욱 

외, 2005). 때문에 구매결과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인지될수록 불확실

성은 높아지고 더 많은 탐색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관여도가 특정 대

상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중요성 혹은 관련성이라고 볼 때 (Antil, 

1984), 고관여 소비자에게 있어 특정대상에 대한 구매는 중요하다고 인

지되며 그만큼 불확실성도 높아진다. 이는 정보탐색에 대한 동기부여를 

증가시킨다. 반면 저관여 소비자는 구매 전 정보탐색 활동에 관심이 없

고 동기부여가 미비한데, 이들에게 있어 대상에 대한 구매는 그다지 중

요하지 않아 지각된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김충렬, 홍재욱, 1996; 

Loudon & Della Bitta, 1993). 

또한 패션 관여도는 리테일러의 정보제공성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보제공성은 소비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의 양

이 충분히 제시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보의 품질에 있어서도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로 정확히 제시되어야 하는 개념을 포함한다 (박유식, 한명

희, 2001). 이에 대해 김종욱 외 (2005)는 소비자의 관여 수준이 정보

제공성의 효과를 조절한다고 보았다. 고관여 소비자는 상품의 속성을 중

심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Mantel & Kardes, 1999), 정

보제공성이 높아 상품의 속성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시된 정

보는 고관여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촉진시킨다. 이는 주어진 정보가 자신

의 욕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하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 저관여 소비자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

문에 다양하게 제공된 정보에 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대개 패션상품에 대한 지식이 높으므

로 (구양숙, 추태귀, 1996), 정보제공성의 효과를 상품 지식과도 연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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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살펴볼 수 있다. Blackwell et al. (2006)은 소비자의 상품지식 수준

에 따라 사전탐색 활동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덜 알수록 더 많은 탐색이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상품지식이 높을수록 의미 있고 

생산적인 탐색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매할 상품과 관련하여 더 많은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획득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탐색

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능력 또한 높다. 반면 상품지식의 수준이 낮은 소

비자는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긴 하나 이와 별개로 탐색

활동의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탐색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부

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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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다양성 추구 성향 

 

다양성 추구 성향(variety-seeking tendency)이란 소비자가 상품

이나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변화에 따른 자극을 얻기 위해 여러 상품 

혹은 서비스를 경험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 (Kahn, 1995; 김훈, 

2009). McAlister and Pessemier (1982)는 다양성 추구 성향이 소비

자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서 변화나 새로움, 복잡성에 대한 욕구 혹은 

상품 속성에 대한 싫증(satiation)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

은 다양성 추구의 동기는 개인의 최적자극수준(optimal stimulation 

level)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Steenkam & 

Baumgartner, 1992). 최적자극수준이란 자극이 각성(arousal)을 일으

키는 정도 혹은 개인이 선호하는 자극의 양을 의미하며 (Berlyne, 

1960; Steenkam & Baumgartner, 1992), 개인별로 차이를 보인다 

(Zuckerman, 1979).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개인의 최적자극수준보다 낮

은 수준의 자극을 제공받을 때 소비자는 지루함을 느끼고 높은 자극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다양성 추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반대로, 최적

자극수준보다 높은 자극이 주어진다면 다양성을 회피함으로써 자극의 수

용(input)을 줄이거나 간단히 하여 적절한 수준의 자극을 찾게 된다 

(Menon & Kahn, 1995). 

다양성 추구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최적자극수준이 높은 소비자로서 

각성에 도달하는 수준이 만성적으로 높으며 만족할 만한 자극수준에 도

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성 추구 활동을 한다 (Steenkamp & 

Baumgartner, 1992). 또한 다양성 추구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특정 상

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선호도가 낮으며, 동일 상품 혹은 서비

스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경향 역시 낮다 (Ehrenberg, 1988; Kah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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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ju, 1991). 다양성 추구성향은 구매결정 이전에 구매 잠재력이 있는 

상품들을 고려하는 고려상품군(choice set)의 형성 단계에도 영향을 미

친다. 한상만, 남용식(1997)은 다양성 추구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상품을 고려상품군으로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품구색은 다양성 추구를 기대하게 하는 동인이 되기 

때문에 (Simonson, 1999; Morales et al., 2005), 여러 선행연구는 구

색 다양성을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성향과 관련 지어 설명하고 있다. 

Rohm and Swaminathan (2004)은 다양성 추구 성향이 높은 소비자일

수록 대안적 선택이 가능한 여러 옵션들로 이루어진 구색을 선호한다고 

보았다. 구색 다양성은 소비자로 하여금 원하는 상품을 찾을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함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키는 혜택을 제공하기 때

문이다 (de Vries-van Ketel, 2006). 또한 구색을 이루는 상품들의 속

성 차이는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Maimaran and 

Wheeler (2008)는 배열된 여러 상품들의 형태(shape)가 시각적으로 

미묘한 차이를 보일지라도 소비자의 다양성 지각이 높아지며 다양성 추

구 행동 및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비슷한 맥락으로 

Menon and Kahn (1995)은 한 제품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유사한 아이

템들과 구분되는 대안(alternation)이 소비자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양성 추구 성향은 쾌락적 구매행동과도 연관된다 (Sharma, 

Sivakumaran, & Marshall, 2010). 다양성 추구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현재의 선택에 만족하더라도 재미를 추구하거나 호기심 충족을 위해 색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Berlyne, 1963; Raju, 1980). 또한 

다양성 추구는 신제품이나 익숙하지 않은 대안을 선택하는 혁신적 구매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Hirschman, 1980). 이는 자극에 익숙해져서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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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최대치에 도달한 자극에 대해 권태가 발생하여 매력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Berlyne, 1970). 소비자에게 감각적 만족(gratification)과 

즐거움을 주는 상품의 속성 역시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에 영향을 미친다 

(Trijp, Hoyer, & Inman, 1996). 그러므로 다양성 추구 성향이 높은 소

비자는 구매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상품의 쾌락적 속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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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공된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 

정보탐색 가치 및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탐색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구색 다양성이 경험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소비자 다양성 추구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을 각각 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이르는 매개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패션 이미지 검색 서비스는 패션상품의 시각적 속성을 인식하여 

이와 유사한 상품들로 구성된 하나의 구색을 소비자에게 제시한다. 이때 

패션상품의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상품이 제시되는지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구색 다양성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각된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가 구색 내의 시각적 상품속성을 비교함으로써 속성의 분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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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 지각되는 정도로 정의된다고 볼 때 (van Herpen & Pieters, 

2002),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을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패션상품들의 속성이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지각되는 

정도’라 정의하고자 한다. 

리테일러가 제공하는 구색 다양성 수준은 소비자의 탐색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탐색비용은 정보탐색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지각된 비용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있어 소요되는 시간, 정신적 및 

육체적 노력을 말한다 (Liang & Huang, 1998). 일반적으로 구색이 

다양할수록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대안을 가지기 때문에 탐색비용이 

낮아지지만 (de Vries-van Ketel, 2006), 찾고자 하는 특정상품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다양한 구색 보다 해당 상품이 충분히 제시된 구색을 

선호함으로써 탐색비용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van Herpen, 2001). 

패션 이미지 검색은 찾고자 하는 상품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상품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이다. 이때 검색 

결과로 제시된 상품들이 서로 비슷하여 구색 다양성이 낮게 지각될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상품을 여러 검색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번에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탐색비용은 낮아질 

것이다. 반면, 패션 이미지 검색을 통해 제시된 상품들 각각이 시각적 

속성에서 차이가 나서 구색 다양성이 높게 지각되면 탐색비용 역시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은 경험적 편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적 편익은 정보탐색 단계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편익 중 하나로, 감각적 즐거움 및 흥미, 다양성 등과 같은 쾌락적, 

경험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념과 연관된다 (Keller, 1993; Park et al., 

1986). 소비자의 감각을 자극하는 상품 속성은 쇼핑의 쾌락적 가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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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을 제공하며 경험적 편익을 높인다 (Holbrook & Hirschman, 

1982). 이에 따라 패션 이미지 검색을 통해 제시된 구색이 소비자의 

시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즉 구색 다양성이 

높게 지각될 때 경험적 편익은 증가될 것이다. 반면 구색 다양성이 낮을 

때는 경험적 편익이 감소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의 

정보탐색 가치인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다양성이 소비자의 정보탐색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가설 1-1.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높은 경우에 (vs. 낮은 

경우에 비해) 소비자의 탐색비용이 더 높게 지각될 것이다. 

가설 1-2.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높은 경우에 (vs. 낮은 

경우에 비해) 소비자의 경험적 편익은 더 높게 지각될 것이다.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을 포함하는 정보탐색 가치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비용과 편익을 통해 발생하게 되므로, 소비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Lai, 1995).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 개인의 

특성으로서 패션 관여도와 다양성 추구 성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패션 관여도는 패션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의 지각 정도로서 

(전대근, 추호정, 김현숙, 2010), 의복 관련 행동 및 구매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내적패션 성향을 말한다 (Kinley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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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관여도 수준은 소비자의 정보탐색 활동에 차이를 일으킨다.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해당 대상에 대한 구매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정보탐색 활동에 더 능동적이다 (김충렬, 홍재욱, 1996; 

Loudon & Della Bitta, 1993). 또한 이들은 대상의 속성을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Mantel & Kardes, 1999), 대상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기 때문에 획득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탐색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높다 (Blackwell et al., 2006). 반면 

저관여 소비자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정보탐색 활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동기부여가 미비하며,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김충렬, 홍재욱, 1996; Blackwell et al., 2006; Loudon & 

Della Bitta, 1993). 탐색비용이 정보탐색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평가와 관련된다고 볼 때, 개인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는 탐색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는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구색의 다양성이 탐색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다양성 추구 성향은 변화에 따른 자극을 얻기 위해 여러 

상품을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내재적 소비성향으로서 (Kahn, 1995; 

김훈, 2009), 변화나 새로움, 복잡성에 대한 욕구 혹은 상품 속성에 

대한 싫증(satiation)으로부터 발생한다 (McAlister & Pessemier, 

1982). 다양성 추구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로 구성된 구색을 선호하며 (Rohm & Swaminathan, 2004), 

쾌락적 구매 행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Sharma et al., 2010). 

따라서 다양한 구색은 이들로 하여금 다양성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키는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de Vries-van Ketel, 2006), 색다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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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는 재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 (Berlyne, 1963; Raju, 

1980). 이와 같은 쾌락적 쇼핑경험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경험적 편익을 

향상시킬 것이다. 반면 다양성 추구 성향이 낮은 소비자에게는 높은 

자극이 가지는 다양성을 회피함으로써 자극의 수용을 줄이거나 간단히 

하려는 경향이 있다 (Menon & Kahn, 1995). 그러므로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성향은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공된 구색정보가 경험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정보탐색 가치인 

탐색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경험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소비자 다양성 추구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의 정보탐색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소비자 성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2-1.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에 따른 탐색비용은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탐색비용이 높게 나타날 것이며, 패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에게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2.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에 따른 경험적 편익은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성향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다양성 추구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높을 때가 낮을 때 

보다 경험적 편익이 높게 나타날 것이며, 다양성 추구 성향이 낮은 

소비자에게는 구색 다양성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경험적 편익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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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색에 따른 소비자의 정보탐색 가치는 소비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 만족감은 소비 경험에 대한 심리적, 감정적인 가치 및 

평가로서 (Oh, 1999), 향후 소비자 행동 및 리테일러에 대한 충성도를 

결정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 리테일러가 제공한 구색이 소비자가 

찾고자 하는 상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는 탐색을 위해 

또다시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탐색비용이 높아진다. 이는 소비자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비자 만족감을 감소시킨다 

(Strader & Shaw, 1999). 한편 리테일러가 제공한 구색이 시각적 

자극과 함께 다양하게 제시될 경우, 소비자는 정보탐색 활동 그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재미를 느껴 경험적 편익이 증가되며 이는 

소비자 만족감을 향상시킨다 (Mano & Oliver, 1993). 

이를 바탕으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정보탐색의 

가치를 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다양성이 소비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한다.  

가설 3-1.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은 탐색비용을 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은 경험적 편익을 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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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앞서 논의한 연구문제 및 가설을 바탕으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의 정보탐색 가치인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을 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탐색 가치에 대한 

소비자 패션 관여도와 다양성 추구 성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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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절차 

 

본 절에서는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실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극물 선정 및 구성 과정과 함께 

측정도구로서의 설문지 구성 과정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자극물과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되었다. 

 

 

1. 연구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의 

정보탐색 가치 및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미지 검색이 가능한 가상의 모바일 패션 쇼핑몰을 제작하여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험자 개인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피험자가 평소대로 모바일 쇼핑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자극물은 이미지 검색 결과에 따른 피험자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 

구색 다양성 고, 저의 두 가지 조건으로 제작되었다. 피험자는 편의표집 

방법을 통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이들은 패션 시장의 주 소비층이면서 모바일 기기 

및 쇼핑에 친숙한 집단으로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실험 

참여에 동의한 피험자는 구색 다양성 고, 저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되었으며, 제공된 링크에 접속하여 쇼핑 시나리오를 확인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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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쇼핑몰을 체험하고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문항의 순서는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에 대한 구색 다양성 지각 정도, 탐색비용, 경험적 

편익, 소비자 만족감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개인 성향인 패션 

관여도와 다양성 추구 성향을 측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의 중간에 본 실험과는 관련이 

없는 도구 조작 검증(instructional manipulation check) 문항을 

넣음으로써 피험자가 충실하고 성의 있게 설문에 응답하는지를 

확인하였다 (Oppenheimer, Meyvis, & Davidenko, 2009). 본 실험은 

가상의 쇼핑몰 체험과 설문 응답을 포함하여 15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면제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IRB No. 1904/001-00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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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극물 구성 및 예비조사 

 

1) 자극물 구성 

 

본 연구는 실증적 실험 설계를 위해 가상의 모바일 쇼핑몰을 

제작하였으며, 실제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패션 

쇼핑몰을 참고하여 유사하게 구현함으로써 현실감 및 외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피험자의 감정 및 태도를 보다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가상의 

모바일 쇼핑몰을 직접 제작 함으로써 특정 쇼핑몰이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충성도, 가격 등을 통제하여 연구변수 이외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자극물로 사용한 가상의 모바일 쇼핑몰은 쇼핑몰 제작 플랫폼인 

윅스닷컴(www.wix.com)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기본 레이아웃은 

영국의 패션 쇼핑몰인 매치스패션(www.matchesfashion.com)의 

디자인을 참고하였다. 매치스패션은 모델 없이 패션상품의 이미지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상품 

속성에 따른 구색 지각과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또한 본 연구는 티셔츠라는 한 가지 종류의 패션 아이템만을 

자극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치스패션의 카테고리별 상품제시 방법을 

참고하여 다른 카테고리 아이템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었다.  

가상 모바일 쇼핑몰의 이름은‘matchesstyle’로 개발하였다. 

사용하기 앞서 국내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에서 쇼핑몰을 검색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호명임을 확인하였다 (검색일 2019. 04). 이에 

http://www.wix.com/
http://www.matchesfashion.com/
http://www.naver.com/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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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esstyle’이라는 이름을 본 연구의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한편 검색대상이 되는 자극물로는 헤더 그레이(Heather Grey) 

컬러의 여성 반팔 티셔츠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티셔츠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손쉽게 

착용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피험자로 하여금 상품의 특정한 용도를 

떠올리지 않게 할 수 있다. 더욱이 티셔츠는 단순한 디자인과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색 자극물로서 

조작하기 용이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티셔츠 자극물의 컬러로 

선정한 헤더 그레이(Heather Grey)는 가장 대중적인 티셔츠 컬러 중 

하나로서 (“Around the Bonfire,” 2018), 특정 컬러가 소비자 반응 및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쇼핑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실험에 대한 

피험자의 이해를 도왔다. 피험자는 모바일로 브라우징을 하던 중 우연히 

검색대상의 이미지를 발견하였고 이와 유사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쇼핑몰 matchesstyle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였다. 검색대상이 되는 패션 아이템을 피험자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면, 측면, 후면 등 총 네 가지의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패션 이미지 검색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개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험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matchesstyle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링크를 통해 접속된 matchesstyle의 첫 화면에는 검색대상 자극물이 

이미 이미지 검색창에 입력된 상태로 제시되었고, 피험자가 화면 아래에 

있는‘이미지 검색’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검색대상과 유사한 상품들을 

검색 결과로서 제공받도록 하였다. 

검색 결과 자극물로 사용한 상품은 총 16개로 구성되었으며, 

모바일 화면에 2열, 8행으로 배치하였다. 16개라는 상품 수는 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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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있어 구색의 크기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 개수로 

사용된다 (van Herpen & Pieters,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10개 

이하의 상품은 상품 종류 및 배열에 관계없이 구색 다양성 지각을 

낮추고, 20개 이상의 상품은 소비자에게 정보 과부하 및 구색의 

복잡성을 인지하게 한다 (Townsend & Kahn, 2013; Messner & 

Wänke, 2011).  

검색 결과로 사용한 자극물은 실제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으로 선정함으로써 현실감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패션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운영 중인 국내 유통기업 신세계몰(shinsegaemall.ssg.com/) 

과 롯데닷컴(www.lotte.com)에서 본 연구의 검색대상 자극물로 이미지 

검색을 실시한 후 제시된 상품들 중 일부를 검색 결과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검색일 2019. 04). 이를 토대로 컬러를 기준으로 구분된 

두 가지 유형의 검색 결과 자극물이 제작되었는데, 우선 구색 다양성이 

낮은 유형의 자극물은 컬러가 모두 헤더 그레이로 묶이는 16개의 여성 

반팔 티셔츠로 구성되었다. 구색 다양성이 높은 유형의 자극물은 구색 

다양성이 낮은 유형의 자극물과 동일하나 상품 각각의 컬러만 달랐다. 

즉, 예를 들어 구색 다양성이 낮은 유형의 T-shirt A 상품과 구색 

다양성이 높은 유형의 T-shirt A 상품은 동일한 제품이나 컬러만 다른 

것이다. 또한 피험자의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기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모든 상품의 가격은 29,000원으로 동일하게 하였고, 상품명은 

알파벳을 조합하여 만든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쇼핑 시나리오 및 자극물은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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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실험에 사용된 쇼핑 시나리오 

 

 

 

 

 

 

 

 

 

 

 

 

 

[그림 3-3] 모바일 쇼핑몰‘matchesstyle’화면 첫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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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 유형  

(좌: 다양성-저, 우: 다양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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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극물 검증 예비조사 

 

본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자극물 구성에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에 대한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의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는 편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모집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도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소프트웨어인 퀄트릭스(Qualtrics, 

www.qualtrics.com)를 통해 제작되었다. 또한, 두 차례의 예비조사 

모두 참여자 개인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진행되었다. 

 1차 예비조사는 32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구색 다양성 고 

집단은 17명, 저 집단은 15명으로 무작위 배정되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구색 다양성에 따른 조작 검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p = .119). 이에 자극물과 설문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여 2차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29명의 참여자로 구성되었으며, 구색 다양성 고 

집단은 13명, 저 집단은 16명으로 무작위 배정되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후 구색 다양성 수준에 따른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색 다양성 고 

집단의 평균은 4.519, 저 집단의 평균은 3.453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30). 이를 통해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 처치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2차 예비조사에서 사용한 자극물과 설문항목으로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http://www.qualtr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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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차 예비조사 자극물의 구색 다양성 조작 검증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구색 

다양성 

저 16 3.453 .958 

-2.297 27 .030 

고 13 4.519 1.526 

*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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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문항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에는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구색의 다양성(조작검증), 탐색비용, 경험적 편익, 소비자 만족감, 

검색대상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및 다양성 추구 

성향, 인구통계학적 특성 측정, 도구 조작 검증 문항이 포함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측정과 도구 조작 검증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의 문항 수와 분석에 사용된 

문항 수에는 차이가 있다. 설문지 문항 구성에 관련한 세부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구성 측정 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Ⅰ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다양성 (조작검증) 
4 7점 리커트 척도 

Ⅱ 탐색비용 5 7점 리커트 척도 

Ⅲ 경험적 편익 7 7점 리커트 척도 

Ⅳ 소비자 만족감 3 7점 리커트 척도 

Ⅴ 
검색대상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 
1 7점 리커트 척도 

Ⅵ 패션 관여도 5 7점 리커트 척도 

Ⅶ 다양성 추구 성향 5 7점 리커트 척도 

Ⅷ 인구통계학적 특성 4 선다형, 기술형 

X 도구 조작 검증 1 선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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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자극물인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구색 다양성의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Hoch et al. 

(1999), Mogilner et al. (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다. 총 네 문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3]에 제시되었다. 

 

[표 3-3] 구색 다양성 측정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 내용 출처 

구색 

다양성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티셔츠 상품들은 

서로 간의 차이가 뚜렷하다. 

Hoch et al. 

(1999), 

Mogilner et 

al. (2008)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티셔츠 상품들은 

서로 크게 구분된다.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티셔츠 상품들은 

다양하다.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티셔츠 상품들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2) 탐색비용 

 

탐색비용은 Kim & Li (2009), Srinivasan & Ratchford (1991)의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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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총 다섯 문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4]에 

제시되었다. 

 

[표 3-4] 탐색비용 측정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 내용 출처 

탐색비용 

이 검색서비스는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을 충분 

히 검색해준다. Ⓡ 

Kim & Li 

(2009), 

Srinivasan & 

Ratchford 

(1991) 

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상품을 언제든 

지 찾을 수 있다. Ⓡ 

찾으려는 상품이 있을 때 이 검색서비스 하나로 

충분하다. Ⓡ 

이 검색서비스는 상품을 찾는데 걸리는 쇼핑시간 

을 줄여준다. Ⓡ 

이 검색서비스는 상품을 찾는데 드는 쇼핑노력을 

줄여준다. Ⓡ 

 

 

 

3) 경험적 편익 

 

경험적 편익은 Bruhn, Schnebelen, & Schäfer (2014), Candi & 

Kahn (2016)의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총 일곱 문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5]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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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경험적 편익 측정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 내용 출처 

경험적 

편익 

이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는 다채롭다. 

Bruhn, 

Schnebelen, & 

Schäfer (2014), 

Candi & Kahn 

(2016) 

이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는 다양성의 즐거 

움을 준다. 

이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는 감각적인 재미 

가 있다. 

이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는 시각적 자극이 

풍부하다. 

이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는 감각적이다. 

이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는 시각적 재미가 

있다. 

이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는 시각적으로 

흥미롭다. 

 

 

 

4) 소비자 만족감 

 

소비자 만족감은 McKinney, Yoon, & Zahedi (2002)의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총 세 문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6]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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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소비자 만족감 측정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 내용 출처 

소비자 

만족감 

나는 전반적으로 이 검색서비스에 만족한다. 

McKinney, 

Yoon, & 

Zahedi (2002) 

나는 이 검색서비스가 마음에 든다. 

다음에도 이 검색서비스를 통해 패션상품을 찾고 

싶다. 

 

 

 

5) 검색대상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 

 

본 연구에서는 검색대상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 

개의 질문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발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에 

사용한 검색대상 자극물을 제시한 후 “다음의 티셔츠에 대한 귀하의 

선호도를 체크해주십시오.”의 문항에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6) 패션 관여도 

 

소비자 개인성향인 패션 관여도는 Choo, Sim, Lee, & Kim 

(2014)의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총 다섯 문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

7]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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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패션 관여도 측정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 내용 출처 

패션 

관여도 

패션은 내 삶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Choo, Sim, 

Lee, & Kim 

(2014) 

나는 패션에 매우 큰 관심이 있다. 

패션은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패션에 대한 관여가 높다. 

나는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쓴다. 

 

 

 

7) 다양성 추구 성향 

 

소비자 개인성향인 다양성 추구 성향은 박유식, 채희남 (2011), 

정유진, 이은영 (1999), McAlister & Pessemier (1982)의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총 다섯 문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8]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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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다양성 추구 성향 측정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 내용 출처 

다양성 

추구 성향 

나는 반복되는 경험을 쉽게 지루해 하는 편이다. 
박유식, 

채희남 (2011), 

정유진, 

이은영 (1999), 

McAlister & 

Pessemier 

(1982) 

나는 틀을 깨는 신기하고 강한 경험을 좋아한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한다. 

나는 안정되고 단조로운 삶보다 변화로 가득한 

삶이 좋다. 

 

 

 

8)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최종 학력, 직업, 월 

평균 개인소득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선다형과 자유기술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9) 도구 조작 검증 문항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조작 검증 문항은 Oppenheimer, Meyvis, 

& Davidenko (2009), 이하경 (2016)에서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 및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중간에 제시문을 넣음으로써 

설문에 대한 피험자의 집중도를 높이고 불성실한 응답을 가려내고자 

하였다. 제시문에는 우선 본 문항의 목적을 밝혔고, 특정 문구(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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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rite fashion item?)가 있으나 이에 상관없이 보기들을 선택하지 

않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제시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피험자는 특정 문구에 대한 보기를 선택할 

것이며, 제대로 읽은 피험자는 특정 문구에 대한 보기를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다른 문항들도 주의 깊게 읽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도구 

조작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9]에 제시되었다. 

 

[표 3-9] 도구 조작 검증 문항 예시 

 

본 문항은 귀하가 지시문을 잘 읽고 해당 질문에 응답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검증 문항입니다. 이에 귀하가 가장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을 

선택하라는 해당 질문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패션 

아이템을 선택하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My favorite fashion item?" 

 

1) 자켓   2) 패딩/다운   3) 코트   4) 가디건   5) 티셔츠   6) 

블라우스   7) 원피스 8) 팬츠   9) 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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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절은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에 있어 자료의 수집 방법, 

피험자 선정 과정,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1. 자료 수집 방법 및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는 편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피험자를 모집하였으며, 

2019년 5월에 약 일주일에 걸쳐 피험자 개인의 모바일을 통해 실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대 이상에서 만 39세 미만의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이 집단은 

패션 쇼핑과 모바일 쇼핑에 있어 관여도가 높은 집단일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극물이 여성 티셔츠이므로 피험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 앞서 피험자는 실험에 대한 설명문 및 동의서를 

제공받았으며, 설명서에는 연구에 대한 간략한 목적, 실험 절차, 개인 

정보 보호, 사례 지급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었다. 이를 읽고 난 후 

연구의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참여자에 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 개인의 모바일로 제공받은 링크에 접속하여 가상의 

모바일 쇼핑몰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총 두 가지 유형의 쇼핑몰, 즉 

구색 다양성이 높은 유형과 낮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에 무작위로 

배정되었으며 이후 주어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도구는 

예비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퀄트릭스를 통해 제작되었다. 실험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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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는 커피 기프티콘을 사례로 지급받았다. 

참여자들로부터 총 10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9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구색 다양성 

저 집단은 47명, 고 집단은 48명의 표본 수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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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총 95개의 설문조사 자료는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검색대상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는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값을 확인하였다. 연구 문제의 검증에는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검정, 카이제곱 검정, 이원분산분석, 

Macro Process 분석이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0]을 통해 제시되었다. 

 

[표 3-10] 자료 분석 방법 

단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분석 

2 검색대상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 기술통계분석 

3 측정 척도의 타당성 요인분석 

4 측정 척도의 신뢰도 신뢰도분석 

5 조작 검증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증 t검정, 카이제곱 검정 

6 연구문제 1의 검증 이원분산분석 

7 연구문제 2의 검정 이원분산분석 

8 연구문제 3의 검정 Macro Proces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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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자극물 선호도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된 95부 응답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에 

제시되었다. 

우선 표본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는 81명(85.3%), 30대는 

14명(14.7%)으로 20대가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재학이 52명(54.7%), 대학원 재학 이상이 25명(26.3%), 

대학교 졸업이 18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는 학생이 

73명(76.8%)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반 사무직 8명(8.4%), 

전문직 5명(5.3%) 및 기타 5명(5.3%)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개인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63명(6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명(11.6%) 및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1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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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분석 결과 

항목 세부범주 빈도(N) 백분율(%)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0세 미만 81 85.3 

만 30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4 14.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0 0 

대학교 재학 52 54.7 

대학교 졸업 18 19.0 

대학원 재학 이상 25 26.3 

직업 

무직 3 3.2 

전업 주부 0 0 

학생 73 76.8 

일반 사무직 8 8.4 

전문직 5 5.3 

서비스업 1 1.0 

기타 5 5.3 

월 평균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 63 66.3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1 11.6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1 11.6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 3.1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 5.3 

500만원 이상 2 2.1 

N=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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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대상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 

 

본 연구의 검색대상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7점 리커트 척도로 

수집된 자료의 평균값은 3.916으로 나타나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수준의 선호를 나타냄으로써 자극물이 적절히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60 

제 2 절  측정변수 검증 

 

본 절에서는 가설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타당성은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를 도출하여 

살펴보았다. 

 

1)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 변수는 조작 검증을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총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50 이상, 요인부하량은 .7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도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설명하는 총 분산은 64.529%를 차지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14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문항 네 개의 평균값을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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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 측정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구색 

다양성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티셔츠 상품들은 다양하다. 
.831 

2.581 64.529 .814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티셔츠 상품들은 서로 간의 

차이가 뚜렷하다. 

.820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티셔츠 상품들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799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티셔츠 상품들은 서로 크게 

구분된다. 

.762 

*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2) 탐색비용 

 

탐색비용을 구성하는 총 다섯 개의 측정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50 이상, 요인부하량은 .7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도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설명하는 총 

분산은 59.236%를 차지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21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문항 다섯 개의 평균값을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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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표 4-3]에 제시되었다. 

 

[표 4-3] 탐색비용 측정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탐색 

비용 

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원 

하는 상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804 

2.962 59.236 .821 

이 검색서비스는 상품을 찾는 

데 드는 쇼핑노력을 줄여준 

다. 

.790 

이 검색서비스는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을 충분히 검색해준 

다. 

.754 

찾으려는 상품이 있을 때 이 

검색서비스 하나로 충분하다. 
.752 

이 검색서비스는 상품을 찾는 

데 걸리는 쇼핑시간을 줄여준 

다. 

.746 

*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3) 경험적 편익 

 

경험적 편익을 구성하는 총 일곱 개의 측정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곱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50 이상, 요인부하량은 .7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도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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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총 분산은 69.488%를 차지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6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문항 일곱 개의 평균값을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4]에 제시되었다. 

 

[표 4-4] 경험적 편익 측정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경험적 

편익 

이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는 시각적 재미가 있다. 
.937 

4.864 69.488 .926 

이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는 시각적 자극이 풍부 

하다. 

.872 

이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는 감각적인 재미가 있 

다. 

.852 

이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는 시각적으로 흥미롭 

다. 

.846 

이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는 감각적이다. 
.833 

이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는 다양성의 즐거움을 

준다. 

.742 

이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는 다채롭다. 
.735 

*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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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션 관여도 

 

패션 관여도를 구성하는 총 다섯 개의 측정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80 이상, 요인부하량은 .80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도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설명하는 총 분산은 88.514%를 차지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967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5]에 제시되었다. 

이에 측정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중위수를 기준으로 두 집단(고, 

저)으로 나누어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중위수는 

4.60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1.00부터 7.00까지 분포되었다. 패션 

관여도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4.60 이상의 값을 나타낸 50명의 

피험자를 패션 관여도-고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평균값이 4.60 보다 

작은 나머지 45명의 피험자가 패션 관여도-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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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패션 관여도 측정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패션 

관여도 

나는 패션에 대한 관여가 

높다. 
.962 

4.426 88.514 .967 

패션은 내 삶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962 

나는 패션에 매우 큰 관심이 

있다. 
.947 

패션은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935 

나는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쓴다. 
.897 

*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5) 다양성 추구 성향 

 

다양성 추구 성향을 구성하는 총 다섯 개의 측정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하지만 1번 문항의 경우 공유치가 .40 미만으로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였다. 1번(나는 반복되는 경험을 쉽게 지루해 하는 편이다.) 

문항을 제외한 네 개의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네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50 이상, 요인부하량은 .7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도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설명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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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은 69.940%를 차지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49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6]에 제시되었다. 

이에 측정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중위수를 기준으로 두 집단(고, 

저)으로 나누어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중위수는 

4.75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1.00부터 7.00까지 분포되었다. 다양성 

추구 성향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4.75 이상의 값을 나타낸 52명의 

피험자를 다양성 추구 성향-고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평균값이 4.75 

보다 작은 나머지 43명의 피험자가 다양성 추구 성향-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표 4-6] 다양성 추구 성향 측정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다양성 

추구 

성향 

나는 안정되고 단조로운 삶보 

다 변화로 가득한 삶이 좋다. 
.901 

2.798 69.940 .849 

나는 일상생활에서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한다. 
.874 

나는 틀을 깨는 신기하고 강한 

경험을 좋아한다. 
.827 

나는 다양한 구매를 위해 색다 

른 상품을 사는 것을 즐긴다. 
.733 

*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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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 만족감 

 

소비자 만족감을 구성하는 총 세 개의 측정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80 이상, 요인부하량은 .90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도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설명하는 총 분산은 89.027%를 차지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932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문항 세 개의 평균값을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7]에 제시되었다. 

 

[표 4-7] 소비자 만족감 측정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소비자 

만족감 

나는 이 검색서비스가 마음에 

든다. 
.961 

2.671 89.027 .932 
나는 전반적으로 이 검색서비 

스에 만족한다. 
.952 

다음에도 이 검색서비스를 통 

해 패션상품을 찾고 싶다. 
.918 

*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68 

제 3 절  자극물 조작 검증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증 

 

1. 자극물 조작 검증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에 대한 구색 다양성 수준이 적절하게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작 검증 결과, 

자극물 조건에 따른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 수준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 = -3.742, p = .000).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 수준이 높은 조건에서 피험자들이 지각한 다양성의 평균은 

4.604, 다양성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의 평균은 3.713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구색 다양성이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8]과 같다. 

 

[표 4-8] 자극물 조작 검증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구색 

다양성 

저 47 3.713 1.117 

-3.742 93 .000 

고 48 4.604 1.203 

*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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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자극물 

조건에 배정 되었다. 이에 두 설문지 유형 및 실험 유형에 따른 표본 

집단의 동질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각 자극물 조건에 따른 피험자의 연령, 최종 학력, 직업, 월 평균 

개인소득을 포함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카이제곱(X2) 양측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극물 조건에 따른 피험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피험자는 

자극물 조건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 서로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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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집단 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항목 세부범주 
다양성–저 다양성–고 

X2 p 

빈도 빈도 

연령 

20대 39 42 

.386 .534 

30대 8 6 

최종 

학력 

대학교 재학 28 24 

2.480 .289 대학교 졸업 10 8 

대학원 재학 이상 9 16 

직업 

학생 38 35 

3.947 .557 일반 사무직 3 5 

기타 6 8 

월 평균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 29 34 

6.156 .406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9 2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5 6 

300만원 이상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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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본 절에서는 설정한 연구문제 및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설문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 1과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함으로써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의 정보탐색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소비자 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의 탐색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의 경험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양성 추구 성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하여 Macro Process 분석을 통해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의 매개경로를 확인하였다. 

 

 

1.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탐색비용에 미치는 영향 

 

가설 1-1과 가설 2-1를 검증하기 위해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고, 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탐색비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10]에 제시되었다. 

분산분석 결과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F(1, 91) = 5.229, p = .025),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높을 때(M다양성-고 = 3.083)가 낮을 때(M다양성-저 = 2.622)에 

비해 소비자의 탐색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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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지지 되었다. 반면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494). 한편 구색 다양성과 패션 관여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나(F(1, 91)= 9.598, p = .003)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표 4-10] 탐색비용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독립변수 자유도 평균제곱 F p 

구색 다양성 1 4.356 5.229 .025 

패션 관여도 1 .393 .472 .494 

구색 다양성 * 패션 관여도 1 7.995 9.598 .003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른 

집단 별 탐색비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원분산분석과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 분석을 통한 대응별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패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는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에 따른 탐색비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p = .577),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는 구색 

다양성이 낮을 때(M다양성-저 = 2.290)보다 높을 때(M다양성-고 = 3.300) 

탐색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91) = 15.308, p = .000). 

또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낮은 경우에는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M관여도-고 = 2.290) 보다 낮은 소비자(M관여도-저 = 

3.000)의 탐색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F(1, 91) = 7.08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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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9), 구색 다양성이 높은 경우 패션 관여도에 따른 탐색비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90). 

 

 

[그림 4-1] 탐색비용에 대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과 

패션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 

 

 

[표 4-11] 탐색비용에 대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과  

패션 관여도의 주효과 분석 결과 

집단 평균제곱 F p 

다양성(저), 관여도(저) : 다양성(저), 관여도(고) 5.899 7.082 .009 

다양성(고), 관여도(저) : 다양성(고), 관여도(고) 2.449 2.940 .090 

관여도(저), 다양성(저) : 관여도(저), 다양성(고) .260 .313 .577 

관여도(고), 다양성(저) : 관여도(고), 다양성(고) 12.751 15.30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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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경험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 

 

가설 1-2과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해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고, 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경험적 편익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12]에 

제시되었다. 

분산분석 결과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F(1, 91) = 11.631, p = .025),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높을 때(M다양성-고 = 4.637)가 낮을 때(M다양성-저 = 3.970)에 

비해 소비자의 경험적 편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가 지지 되었다. 반면 소비자 다양성 추구 성향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62). 구색 다양성과 다양성 추구 

성향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F(1, 91)= .013, p 

= .909) 다양성 추구 성향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2-2가 기각되었다. 

 

 

[표 4-12] 경험적 편익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독립변수 자유도 평균제곱 F p 

구색 다양성 1 11.631 664.698 .025 

다양성 추구 성향 1 1.819 103.929 .062 

구색 다양성 * 다양성 추구 성향 1 .017 .013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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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과 소비자 다양성 추구 성향에 따른 

집단 별 경험적 편익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원분산분석과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 분석을 통한 대응별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 수준이 낮은 경우(p = .469)와 구색 다양성 수준이 높은 

경우(p = .356) 모두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성향에 따른 경험적 편익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다양성 추구 성향이 낮은 

소비자는 소비자는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에 따른 경험적 

편익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p = .060), 다양성 추구 

성향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는 구색 다양성 낮을 때(M = 4.062)보다 

높을 때(M = 4.805) 경험적 편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91) 

= 5.251, p = .024). 이는 다양성 추구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상품의 

쾌락적 속성에 영향을 받으며 감각적 만족 및 즐거움을 갖는다는 

선행연구(Sharma et al., 2010; Trijp et al., 1996)의 맥락과 일치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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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경험적 편익에 대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과 

다양성 추구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 

 

 

[표 4-13] 경험적 편익에 대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과 

다양성 추구 성향의 주효과 분석 결과 

집단 평균제곱 F p 

다양성(저), 다양성추구(저) : 다양성(저), 다양성추구(고) .707 .529 .469 

다양성(고), 다양성추구(저) : 다양성(고), 다양성추구(고) 1.150 .861 .356 

다양성추구(저), 다양성(저) : 다양성추구(저), 다양성(고) 4.862 3.6441 .060 

다양성추구(고), 다양성(저) : 다양성추구(고), 다양성(고) 7.012 5.251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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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검증 

 

1)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경로 검증에 앞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 수준에 따라 

소비자 만족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패션 이미지 검색결과로 제시된 구색의 

다양성은 소비자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 = .543, p 

= .589). 이는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쇼핑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 (Huffman & Kahn, 1998; Kahn & Lehmann, 

1991; Kahn, Weingarten, & Townsend, 2013; Townsend & Kahn, 

2013).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구색 다양성에 따른 정보탐색의 

가치가 소비자 만족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에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 모형의 검증을 통해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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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에 따른 소비자 만족감의 

t-검정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구색 

다양성 

저 47 5.057 1.244 

.543 93 .589 

고 48 4.917 1.271 

*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2) 매개경로 분석 및 검증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의 매개경로와 관련된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Macro Process version 3.1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경로 분석에는 Baron & Kenny (1986) 또는 Sobel 

(1982)이 제안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표본이 작거나 표본의 

분포가 비대칭인 경우, 다중매개나 이중매개 등과 같이 보다 정교한 

매개모형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 등에서는 한계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Bauer, Preacher, & Gill, 2006; Hayes, 2013; 허원무, 2013). 이에 

표본의 반복적인 재표본추출법인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경로 모형에 대하여 정교한 

검증이 가능한 방법론으로서 매크로 기반 프로그램인 Process(Hayes, 

2013)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구동모, 2013). 

단순매개모형(X -> M -> Y)의 경우는 독립변수(X)에서 

매개변수(M)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a와 매개변수(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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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Y)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b를 곱하여 산출되는 값인 

간접효과의 효과계수 ab의 유의도를 통해 매개경로를 검증할 수 있다. 

독립변수(다양성)에서 종속변수(만족감)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c’는 제안된 모형이 완전매개인지 부분매개인지 매개의 유형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며, ab와 c’를 더한 값인 C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총 효과, 즉 제안된 모형의 총 효과를 의미한다 

(Preacher & Hayes, 200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신뢰도 구간을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샘플 수를 5,000으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Hayes, 2013; Preacher & Hayes, 2004; 

구동모, 2013). 단순매개모형은 [그림 4-3]에 제시하였다. 

 

 

 

[그림 4-3] 단순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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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탐색비용을 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3-1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비용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모형에 대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림4-4]에 모형을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신뢰구간의 

최소값(LLCI)과 최대값(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고 간접효과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지지된다. 또한 간접효과에 대하여 Sobel Test 결과가 함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도를 확인 할 수 있다.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탐색비용을 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으로 이어지는 모형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4350으로 나타났다.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 = -.8483 ~ ULCI = -

.0606으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부적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Sobel Test 결과 또한 Z값이 -2.234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p < .05). 따라서 

탐색비용의 매개경로에 대한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반면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p = .118) 완전매개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4-1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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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구색 다양성이 탐색비용을 매개하여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표 4-15] 탐색비용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a x b) 

총효과  

(C) 
매개유형 

a b c’ 

.46* -.94*** .29 
-.44 

[-.8483, -.0606] 
-.14 완전매개 

* p < .05, ** p < .01, *** p < .001, 간접효과(axb)에서 괄호 [ ] 안의 값은 LLCI, ULCI 

 

 

한편 앞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탐색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매개 

모형에 조절변수로 패션 관여도를 추가하여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Mediation) 또는 조건적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에 조절변수가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며, [그림4-5]에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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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패션 관여도에 의해 

조절된 탐색비용을 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표 4-16] 탐색비용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  

(조절변수: 패션 관여도) 

직접효과 간접효과 

(a3 x b) 
매개유형 

a1 a2 a3 b c’ 

3.33*** .71** -1.16** -.94*** .29 
1.10 

[.3843, 1.8823] 
조절된 매개 

* p < .05, ** p < .01, *** p < .001, 간접효과(axb)에서 괄호 [ ] 안의 값은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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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에 의해 조절된 탐색비용의 

매개효과인 간접효과의 계수는 1.10이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LLCI = .3843 ~ ULCI = 1.8823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패션 

이미지 검색의 다양성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상호작용항이 탐색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a3, t = -3.0981, p < .01, LLCI = -1.9073 ~ 

ULCI = -.4170), 탐색비용이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b, t = -9.7761, p < .001, LLCI = -1.1354 ~ ULCI 

= -.7519) 패션 관여도에 의해 조절된 탐색비용의 매개경로가 

확인되었다. 

패션 관여도에 의한 조건적 간접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95%의 신뢰수준에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탐색비용을 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효과값 -.9531, LLCI = -1.4480 ~ 

ULCI = -.5261). 반면 패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의 경우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효과값  .1436, LLCI =  -.4364 ~ ULCI = .7441). 

또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c’, t = -9.7761, p = .118, LLCI = -

.0766 ~ ULCI = .6665).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4-1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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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경험적 편익을 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험적 편익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모형에 대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여 Sobel Test 결과 

및 유의도를 확인하였으며 [그림4-6]에 모형을 제시하였다.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경험적 편익을 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으로 이어지는 모형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3070으로 나타났다.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 = .0833 ~ ULCI = .5801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적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Sobel Test 결과 또한 Z값이 2.384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p < .05). 따라서 경험적 편익의 

매개경로에 대한 가설 3-2가 지지되었다. 반면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p = .071) 완전매개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4-1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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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구색 다양성이 경험적 편익을 매개하여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표 4-17] 경험적 비용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a x b) 

총효과  

(C) 
매개유형 

a b c’ 

.67** .46*** -.45 
.31 

[.0833, .5801] 
-.14 완전매개 

* p < .05, ** p < .01, *** p < .001, 간접효과(axb)에서 괄호 [ ] 안의 값은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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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의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4-18]과 같다. 

 

[표 4-18]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연구가설 결과 

1-1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높은 경우에 (vs. 낮은 

경우에 비해) 소비자의 탐색비용이 더 높게 지각될 것이다. 
지지 

1-2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높은 경우에 (vs. 낮은 

경우에 비해) 소비자의 경험적 편익은 더 높게 지각될 

것이다. 

지지 

2-1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에 따른 탐색비용은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지지 

2-2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에 따른 경험적 편익은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성향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기각 

3-1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은 탐색비용을 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3-2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은 경험적 편익을 매개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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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논의 

 

패션 이미지 검색은 소비자의 시각과 동일하게 대상을 바라봄으로써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검색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탐색의 

과정을 단축하며 쇼핑환경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모바일 쇼핑 트렌드가 요구하는 편리하며 빠르고 정확한 검색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그 활용가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패션 이미지 검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기술적 개발에 

치중되어 있으며, 소비자 심리 및 행동 관점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의 정보탐색 가치 관점에서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로서 제시된 상품 구색이 소비자 태도 및 쇼핑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 정보탐색 가치인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패션 관여도와 다양성 추구 성향의 

조절효과 및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매개경로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패션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의 모바일 

쇼핑몰을 제작하였으며, 피험자가 이를 직접 체험 한 후 응답한 

설문자료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때 상품의 

컬러 속성을 기준으로 구색 다양성 조건에 차이를 두었는데, 이는 

컬러가 대상의 시각적 인상을 강화하고 상품 간 차이를 뚜렷하게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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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상품 구색의 다양성이 

소비자의 탐색비용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상품 구색의 다양성이 높을 경우 낮은 

경우보다 소비자의 탐색비용은 높은 반면, 구색 다양성이 낮게 지각될 

경우 탐색비용은 낮아졌다. 이는 패션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상품들이 검색대상인 패션 아이템과 컬러, 실루엣, 소재 등의 모든 

면에서 최대한 비슷하여 검색 결과로 제시되는 구색의 다양성이 낮아질 

때 상품탐색에 요구되는 시간 및 노력이 줄어듦으로써 탐색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패션 이미지 검색을 통해 제시된 상품들 간의 

차이가 커 구색 다양성이 높게 지각된다면 탐색비용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컬러는 상품들 간의 차이를 뚜렷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탐색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패션 

고관여 소비자는 구색 다양성이 낮을 때가 높을 때에 비해 탐색비용을 

더 낮게 지각하였다. 반면 패션 저관여 소비자는 구색 다양성에 따른 

탐색비용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양성이 낮은 구색에서만 

패션 고관여도 소비자에 비해 탐색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리테일러의 정보제공성 효과에 대한 관여도의 영향을 살펴본 김종욱 외 

(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대상에 대한 

관심, 흥미 및 지식이 높으므로 획득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제시된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높다. 이에 따라 이미지 검색 

결과의 구색 다양성이 낮을 때, 고관여 소비자는 찾고자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고 정보가 유용하다고 느끼게 되어 구색 다양성이 높을 

때에 비해 탐색비용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저관여 소비자는 

대상에 대한 관심 및 사전지식이 적어 제공된 정보의 품질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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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판단도 덜 민감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관여도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이해하는 정도는 탐색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의 경험적 편익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색 다양성이 높은 

경우는 낮은 경우에 비해 경험적 편익이 높게 나타나 여러 컬러로 

구성된 다양한 상품 구색에서 소비자의 감각적 즐거움 및 흥미가 

증가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패션 이미지 검색의 경우 찾고자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즉 목적 지향적인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보탐색 과정 자체에서 경험하는 쾌락적 가치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경험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다양성 추구 성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지 검색 결과가 여러 컬러로 이루어진 구색일 경우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성향에 관계없이 경험적 편익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상품의 컬러 속성은 개인이 가진 최적자극수준 보다 탐색활동의 

경험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컬러가 

인간의 정보처리 초기 단계에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Breitmeyer et al. (2004)의 연구결과와 맥락이 유사하다. 다시 

말해 컬러는 개인의 최저자극수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 

소비자의 탐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정보탐색 가치인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 각각을 완전매개 하여 소비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과 소비자 

만족감의 관계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정보탐색의 가치의 역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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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됨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패션 이미지 검색에 대한 

소비자 만족감에 있어 탐색비용과 경험적 편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개경로의 검증을 통해 탐색비용은 소비자 

만족감과 부적 관계를 가지고, 경험적 편익은 소비자 만족감과 정적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에 대한 높은 탐색 비용은 소비자 만족감을 낮추는 반면, 경험적 

편익은 만족감을 높였다. 이는 탐색비용(Kim & Li, 2009)과 경험적 

편익(Mano & Oliver, 1993; Oh et al., 2007)이 소비자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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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이 소비자의 정보탐색 

가치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확대로 인간의 감각기관을 표방한 정보탐색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패션 이미지 검색은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쇼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지 검색이 패션 쇼핑 환경과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이미지 검색에 대한 

선행연구는 기술적 측면에 치중되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이 고려된 마케팅 관점에서 패션 

이미지 검색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음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패션 이미지 검색은 검색대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검색 

결과로 제시하고, 이렇게 제시된 상품들은 하나의 구색으로서 작용하며 

소비자의 쇼핑경험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구색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과자, 초콜릿 등의 식료품이나 

기하학적 도형을 이용한 가상의 자극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Hoch 

et al., 1999; van Herpen & Pieters, 2002, 2007). 이처럼 패션상품에 

대한 구색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패션상품 및 컬러와 

관련된 구색 연구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탐색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탐색비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오프라인 

쇼핑 채널과 온라인 쇼핑 채널에서 지각된 비용을 비교하는 관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Liang & Huang, 1998; Malon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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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Strader & Shaw, 1999; Kim & Li, 2009), 비교비용의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어왔다 (de Vries-van Ketel, 2006).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 채널 내에서 기술의 혁신에 따른 소비자 탐색비용의 효과를 

확인하다. 또한 비교비용 이전 정보탐색 단계에 작용하는 비용으로 

탐색비용의 개념을 분리하여 살펴봄으로써 탐색비용의 연구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경험적 편익의 영향을 정보탐색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연구범위를 넓혔음에 의의를 가진다. 경험적 편익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상품 속성이나 브랜드 경험과 같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지각되는 가치로서 이루어져 왔다 (Kotler, 2003; 공란란, 

김동국, 김형길, 2015). 이에 본 연구는 이미지 검색이라는 목적 

지향적인 쇼핑에서도 경험적 편익이 증가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탐색과정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경험적 가치의 효과를 규명하는 

시발점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감 

있는 모바일 쇼핑 체험을 통해 피험자의 감정 및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인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 검색이 

가능한 가상의 모바일 쇼핑몰을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피험자가 이를 직접 체험하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구색의 상품선정에 있어, 실제 패션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모바일 쇼핑몰에서 직접 검색하여 사용함으로써 

현실감을 높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욱이 설문지에 조작 검증 문항을 

포함시켜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를 걸러내고, 상품 가격, 상품명 등의 

기타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실험 및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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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패션 산업에서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도입이 확대되며 활용 가치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패션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소비자 심리 및 

행동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자료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 

만족감을 높이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모바일 리테일러는 패션 이미지 검색 서비스가 소비자의 정보탐색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수의 모바일 리테일러가 운영하는 패션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살펴보면 검색 결과가 일정한 기준 없이 검색대상이 가지는 모든 속성 

혹은 일부 속성과 유사한 상품들이 랜덤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구색의 크기가 20개 이상으로 구성되면 소비자는 정보 과부하 및 

구색의 복잡성을 갖게 되는데 (Townsend & Kahn, 2013; Messner & 

Wänke, 2011), 리테일러는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패션 이미지 검색에 있어 

상품의 우선순위 속성에 따른 유사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정보탐색에 대한 

소비자의 효율성 및 즐거움의 효과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바일 리테일러는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낮추어 정보탐색의 가치를 

높이고 쇼핑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오픈서베이(opensurvey)가 분석한 2018년 모바일 쇼핑 트렌드에 

따르면 ① , 모바일 쇼핑몰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이 가장 컸다. 특히 모바일 쇼핑에 친숙도가 높은 

                                            
①오픈서베이. (2018.11). “오픈서베이가 분석한 2018 모바일 쇼핑 트렌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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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는 여러 쇼핑 앱을 이용하기 보다는 가급적 한 쇼핑 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소비자가 모바일 쇼핑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고 효율적인 구매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모바일 

쇼핑에 있어 탐색비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낮은 

탐색비용은 소비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해 볼 때 모바일 리테일러는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전략 기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패선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에 있어 패션 

관여도에 따른 탐색비용 및 소비자 만족감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패션 

고관여 소비자는 구색 다양성이 낮을 경우 탐색비용이 낮아지고 구색 

다양성이 높을 경우 탐색비용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패션 고관여 

소비자는 의복 선택에 있어 개성, 심미성, 과시성, 신분 상징성 등을 

중시하며 경제성에 관심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정혜영, 1989; 임숙자, 

박성은, 1999). 그러므로 패션 고관여 집단을 타겟으로 과감하고 

유행성이 높은 패션 스타일을 전개하는 패션 리테일러는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구색 유사성이 높은 검색 결과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낮추고 만족감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반면 패션 저관여 소비자는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에 따른 

탐색비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구색 다양성이 낮을 

경우에만 고관여 소비자에 비해 탐색비용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러므로 패션 저관여 집단을 타겟으로 하는 리테일러는 구색 다양성을 

높여 경험적 편익을 높이는 것이 소비자 만족감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바일 리테일러는 경험적 편익의 가치를 반영한 전략수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비주얼 커머스(Visual Commerce)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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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마케팅(Visual Marketing)이 새로운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CBT LAB,” 2019), 시각적 자극을 통해 쇼핑 경험을 

만족시키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다음 두 

가지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상품 컬러의 다양함은 

소비자의 경험적 편익을 증가시켜 쇼핑 과정에서의 쾌락적 가치를 

전달하고 만족감을 높인다. 둘째, 소비자는 목적 지향적인 정보탐색 

활동을 하더라도 쾌락 및 경험적 가치를 통해 쇼핑 만족감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리테일러는 상품구색의 전략을 개발함에 있어 컬러의 

역할을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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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 검색 서비스에 따른 소비자 태도 및 

쇼핑경험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티셔츠라는 단일 패션제품을 대상으로만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본 실험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정보탐색의 가치 및 소비자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제품군 

자체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패션 이미지 

검색의 대상이 되는 패션 아이템의 종류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패션상품의 구색도 여러 아이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은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아이템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이템 간의 효과 차이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패션 이미지 검색의 구색 다양성을 조작함에 있어 컬러 외의 

다른 속성을 통제하기 위해 가격, 상품명 등을 동일하게 하였기 때문에 

자극물의 실제성이 낮아졌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컬러만을 

기준으로 구색 다양성을 조작하였는데, 실루엣, 소재 등과 같은 

패션상품의 속성도 소비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속성 간의 중요도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쇼핑 상황 및 패션상품의 각 속성이 이미지 검색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구매과정에 연관되는 거래비용 중 첫 단계인 

탐색비용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탐색비용은 이후 발생하는 

비교비용 및 선택과 관련된 비용들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개념이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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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태도 및 행동을 결정한다. 또한 이미지 

검색 결과를 통해 제시되는 상품을 최종 구매함에 있어 소비자는 

비교과정을 거치고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되므로 탐색비용 

외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패션 이미지 검색의 탐색 활동부터 구매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각되는 비용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대상을 수도권에 거주하는 20-

30대 여성으로 한정함으로써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일반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표본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의 일반화를 높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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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Fashion Image 

Search’s  

Assortment Variety on Consu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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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shion Image Search service, or Fashion Image Retrieval, 

that finds out fashion items by using visuals is making waves in 

digital markets, responding to mobile customer’s demands for 

convenient and accurate search while shopping. The Fashion Image 

Search trained by machine learning enables customers to search 

products in an intuitive and sensory way, as well as shortens the 

information searching process.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and 

popularity of the image search system, extant literatures have 

mainly focused on its technological aspects. Thus, we investigate 

the Fashion Image Search in terms of consumer shopping 

experience, considering their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Although the Fashion Image Search system provides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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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by recognizing the query image on the same line as 

human vision, the different types of product assortment can affect 

perceived value of information search, which eventually impacts 

consumer satisfaction. Furthermore, consumer characteristics can 

moderate the influence of product assortment on perceived value of 

information search and consumer satisfaction. Therefore,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assortment variety 

resulting from the Fashion Image Search on perceived value of 

information search including search costs and experiential benefits. 

We also study whether consumer fashion involvement and variety-

seeking tendency play a moderating role between assortment 

variety and perceived value of information search. Finally, it would 

be more meaningful to identify the mediation between perceived 

value of information search and consumer satisfaction. 

In order to derive the exact responses of the participants, an 

experimental stimulus to the actual mobile shopping apps using the 

Fashion Image Search was created. Two experiential groups of high 

and low assortment variety were formed to verify the hypotheses. 

All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after experiencing the 

mobile website stimuli. Women 20 to 39 years of age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 Incheon, Gyeonggi) were selected using 

convenience sampling. A total of 95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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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 SPSS 25.0 and SPSS PROCESS Macro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confirmed the main effect of assortment variety resulting from 

the Fashion Image Search on consumer search costs. Search costs 

were higher in the condition of high-variety assortment than low-

variety assortment. It was also fou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onsumer fashion involvement was significant between 

assortment variety and search costs. Specifically, when the level of 

fashion involvement was high, search costs were high in high-

variety assortment and low in low-variety assortment. On the other 

hand, when the level of fashion involvement was low,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earch costs depending on the level of 

assortment variety.  

Second, the results revealed that assortment variety resulting 

from the Fashion Image Search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xperiential benefits. Specifically, when assortment variety was 

perceived high, experiential benefits were higher than low-variety 

assortment. However, variety-seeking tendency didn’t have a 

moderating effect between assortment variety and experiential 

benefits. Assortment variety increased experiential benefits 

regardless of consumer variety-seeking tendency. 

Third, it was confirmed that assortment variety had a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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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effect on consumer satisfaction via search costs or 

experiential benefits in the Fashion Image Search service. These 

results support the complete mediation model of assortment variety 

and the consumer satisfaction. In addition, we found that search 

costs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consumer satisfaction while 

experiential benefit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nsumer 

satisfaction.  

This study is worthy of note for several reasons. It attempted 

to discover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fashion consumer 

responses in experiencing the Fashion Image Search service where 

literature is scarce. Especially, this study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perceived value of information search, such as 

search costs and experiential benefits, with applying to the recent 

mobile shopping trends. This research also broadens the scope of 

assortment studies by using fashion products and their various 

colors as stimuli. For retailers who provide the Fashion Image 

Search service, this study can be helpful in enhancing consumer 

value of information search and satisfaction, effectively meeting 

their target market needs. 

 

Keywords : Fashion Image Search, Assortment Variety, Search 

Costs, Experiential Benefits, Consumer Satisfaction 

Student Number : 2017-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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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심의면제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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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모바일 쇼핑이 소비자의 쇼핑 경험에 미치는 영향”의 연

구를 위한 것입니다. 본조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귀하의 응답에 대

한 비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수집된 귀하의 응답 자료는 

학문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설문자료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솔직

하고 정확한 응답을 부탁 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연구자: 안현옥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패션마케팅 연구실 석사과정 

 

 

 

[다음 쇼핑 시나리오를 읽고 쇼핑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모바일로 웹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아래 티셔츠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티셔츠와 유사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추가적으로 웹서핑을 하였고, matchesstyle이라

는 모바일 앱을 발견하였습니다. matchesstyle은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쇼핑몰로서, 귀하가 찾고 싶은 패션 아이템 이미지를 

matchesstyle의 검색 창에 입력하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티셔츠 사진을 충분히 살펴보신 후, 여기를 클릭하여 쇼핑몰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한 쇼핑몰은 귀하가 이미 위의 티셔츠 사진을 matchesstyle의 검색 

창에 입력하였다고 가정한 상태로 제시될 것입니다. 쇼핑몰 각 화면의 안내문에 따라 

쇼핑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tchesstyle.wixsite.com/website0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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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matchesstyle의 이미지 검색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 문장과 연결

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제시된 티셔츠 상품들은" 

 

NO. 설문 항목 ① 전혀그렇지않다--⑦ 매우그렇다 

1 서로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서로 유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서로 간의 차이가 뚜렷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서로 크게 구분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컬러가 서로 유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다음은 matchesstyle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하

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NO. 설문 항목 ① 전혀그렇지않다--⑦ 매우그렇다 

1 
이 검색서비스는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을 충분히 

검색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상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찾으려는 상품이 있을 때 이 검색서비스 하나로 충

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검색서비스는 상품을 찾는데 걸리는 쇼핑시간을 

줄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 검색서비스는 상품을 찾는데 드는 쇼핑노력을 

줄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음은 matchesstyle의 이미지 검색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 문장과 연결

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이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는" 

 

NO. 설문 항목 ① 전혀그렇지않다--⑦ 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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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채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다양성의 즐거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감각적인 재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시각적 자극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감각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시각적 재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시각적으로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음은 matchesstyle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하

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NO. 설문 항목 ① 전혀그렇지않다--⑦ 매우그렇다 

1 검색결과로 제시된 상품들 간의 비교가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검색결과로 제시된 상품들 간의 비교가 수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검색결과로 제시된 상품들 간을 서로 비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검색결과로 제시된 상품들 간을 서로 비교하는데 

드는 노력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음은 귀하가 matchesstyle이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낀 

감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NO. 설문 항목 ① 전혀그렇지않다--⑦ 매우그렇다 

1 나는 전반적으로 이 검색서비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이 검색서비스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음에도 이 검색서비스를 통해 패션상품을 찾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쇼핑몰의 티셔츠 구성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 쇼핑몰의 티셔츠 구성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나의 선택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나의 선택에 확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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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tchesstyle의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통해 찾고자 했던 다음의 티셔츠에 대한 귀

하의 선호도를 체크해주십시오. 

 

 
 

① 

(매우낮음)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높음) 

 

 

 

6. 다음 중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패션 아이템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항은 귀하가 지시문을 잘 읽고 해당 질문에 응답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검증 문

항입니다. 이에 귀하가 가장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을 선택하라는 해당 질문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패션 아이템을 선택하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시기 바랍니다. 
 

 
 

" My favorite fashion item?" 

자켓 패딩/다운 코트 가디건 티셔츠 블라우스 원피스 

팬츠 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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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기반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될 3문항에 대해서는 평소 

귀하의 성향에 대한 솔직하고 정확한 응답을 부탁 드립니다.] 

 

1. 다음 질문은 귀하의 일반적인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제시된 문장

에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십시오. 

NO. 설문 항목 ① 전혀그렇지않다--⑦ 매우그렇다 

1 나는 반복되는 경험을 쉽게 지루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틀을 깨는 신기하고 강한 경험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대담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단순한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어떤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매우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일상생활에서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안정되고 단조로운 삶보다 변화로 가득한 삶

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다양한 구매를 위해 색다른 상품을 사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다음 질문은 귀하의 쇼핑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제시된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십시오. 

NO. 설문 항목 ① 전혀그렇지않다--⑦ 매우그렇다 

1 내게 쇼핑은 그다지 즐거운 활동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쇼핑을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매우 재미있는 활동 

중의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쇼핑을 할 때,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제품 구매와 상관없이 쇼핑 과정 자체가 즐겁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쇼핑을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음 질문은 귀하의 패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제시된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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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 항목 ① 전혀그렇지않다--⑦ 매우그렇다 

1 패션은 내 삶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패션에 매우 큰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패션은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패션에 대한 관여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다양한 티셔츠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편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다른 사람에 비해 티셔츠의 특성들을 많이 알고 있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서로 다른 티셔츠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음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안심하시고, 빠짐없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4-1.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4-2.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4-3. 귀하의 직업은? 

① 무직  ② 전업 주부  ③ 학생  ④ 일반 사무직  ⑤ 전문직  ⑥ 서비스업  ⑦ 기

타 (        ) 

 

4-4. 귀하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얼마 입니까?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

만  ④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⑥ 400

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 이상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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