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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오늘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많은 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와 달리 공간의 제약 없이 판매자가 원하는 만큼 

제품을 진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수많은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여 제시해야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까? 제품을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소비자들이 쇼핑 경험을 다르게 인식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선택의 자유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원하지만, 너무 많은 선택 대안이 

주어질 경우 선택을 어려워하며 결정을 미루기도 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많은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 제품이 적절하게 

분류되어 제시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패션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 분류 방식이 이용자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도출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분류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지각 수준 및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분류의 구조에 따라 이용자의 지각 수준 

및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분류의 기준과 

구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넷째,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 

구조의 깊이에 따라 이용자의 지각 수준 및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다섯째,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방식과 인터넷 쇼핑몰 태도 사이 인과 관계를 탐구한다. 

도출된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와 예비 조사를 토대로 5 가지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하여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은 자극물과 함께 상황이 설명된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설문에 임하였다.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8일간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423명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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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응답 114개를 제외한 뒤 총 309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이 제품 품목에 의해 분류되는 경우보다는 제품 착용 목적에 의해 

분류될 때 이용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품이 더 다양하다고 느끼며, 

쇼핑 경험을 즐겁다고 생각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분류의 구조는 4x12인 경우보다 12x4인 경우 이용자들이 정보 처리를 쉽게 하여 

쇼핑을 실용적이고 즐겁다고 느끼며, 우호적인 인터넷 쇼핑몰 태도가 형성되었다.  

둘째,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가 다양성 지각과 인지 과부하에 대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4x12구조의 경우 분류 기준에 

의한 차이가 미미한 반면, 12x4 구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의 착용 목적에 

의해 제품을 분류할 경우 다양성 지각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학적으로 제품을 분류할 경우 피험자들이 인지 과부하를 적게 느낀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양하다고 느끼게 하려면 12x4 

구조를 가진 목적-유도적 분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쇼핑이 쉽고 빠르다고 느끼게 

하려면 12x4구조를 가진 분류학적 분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깊이가 3인 4x3x4구조의 경우 깊이가 2인 4x12구조와 비교해 유의한 

수준으로 실용적 쇼핑가치를 더 지각하였으나, 깊이가 2 인 12x4 구조와 

비교한다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동일한 제품을 제시하더라도 

4x12구조를 4x3x4구조로 바꿀 경우 쾌락적 쇼핑가치를 낮추지 않으면서 실용적 

쇼핑가치를 높게 지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 

넷째, 변수 간 인과관계 분석 결과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이 다양하다고 

느낄수록, 인지적으로 과부하를 덜 느낄수록 쇼핑이 즐겁고 실용적이라고 느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다양성 지각은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에, 인지 과부하는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제품 

다양성이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 처리가 용이한 것이 인터넷 

쇼핑몰 내 소비자에게 실용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실용적 쇼핑가치보다 쾌락적 쇼핑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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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쾌락적인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 그간 잘 다뤄지지 않은 분류 방식에 대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특히 분류 구조뿐만 아니라 분류 기준에 

대해 함께 논의함으로써 학문의 축적에 기여하였다. 또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시장에서의 분류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여 인터넷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집단 간 동질성 확보와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고안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분류 방식을 하나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다루었으나, 동일한 제품이라도 분류하여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의 인식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제품 분류 방식, 분류 기준, 분류 구조,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 

쇼핑가치 지각, 인터넷 쇼핑몰 태도 

학   번 : 2012-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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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오늘날 유통 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부진 속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인터넷이라는 유통 경로를 통해 거래되는 의류·패션 및 관련 

상품의 거래액은 2012 년 기준 약 3 조 9190 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전자상거래 

거래액의 약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액수이다 (통계청, 2013). 이와 같은 

유통 시장 변화의 배경으로는 실제 매장에서 구경한 뒤 인터넷에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등 가치 소비의 증가와 1 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편리함 추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변화가 아닌 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인터넷 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 채널에 따라 이용자의 반응이나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 유통 

채널 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인터넷 쇼핑몰은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인터넷이라는 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실제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품 분류의 경우 각 인터넷 쇼핑몰에서 표준화된 제품 분류 체계 

없이 제각기 다양한 제품 분류 방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품을 제시하고 있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자신문, 2008).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오프라인 맥락에서와 다르게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 없이 

제품을 진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판매자가 원하는 만큼 

많은 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는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원하는가 하면 (Hoch et al., 1999; Menon & Kahn, 1995), 너무 많은 선택 대안이 

주어질 경우 결정을 미루기도 한다 (Herrmann et al., 2009). 이는 인지 과부하에 

의한 것으로, 정보 과부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많은 정보가 주어지면 인지적으로 과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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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된다. 인지 과부하를 느낄 경우 사람들은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그 

결과 결정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Miller, 1960). 이 때 제품이 적절하게 

분류되어 제시된다면 인지적 과부하가 완화되어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즐거운 쇼핑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품이 

분류되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거나 쇼핑몰 내에서 길을 잃는다면 해당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방식은 잘 

되어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품을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방법일까?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의류학 연구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류학계에서 제품의 분류에 대해 다룬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의류 

제품의 경우 식료품, 서적, 전자제품 등 다른 제품군과 달리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제품의 타깃, 품목의 종류, 브랜드, 디자인, 색상, 무늬, 소재, 핏 (fit), 계절성, 가격, 

사이즈 등 훨씬 다양한 속성 수준을 고려한다 (이운영, 2012). 제품의 분류란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속성 

수준이 다양한 의류 제품의 경우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제품 분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의류 제품이 ‘티셔츠’라는 품목에 의해 분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입는지 목적에 따른 범주화도 가능하다. 이처럼 의류 제품은 다른 

제품군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의류 제품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에 초점을 맞춰 제품 분류 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한 눈에 매장을 둘러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용자는 인터넷 쇼핑몰이 한 화면에 제시하는 페이지만을 

보게 되며, 다른 페이지를 탐색하고 싶을 경우 단계별로 클릭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의 레이아웃 또는 동선 계획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이 몇 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는지, 분류의 구조는 어떠한지, 계층 

구조의 경우 깊이가 깊은지 등의 요소는 이용자의 매장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은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해 쇼핑하는 동안 

다른 인터넷 쇼핑몰로의 이탈이 더욱 쉽다. 이용자들은 원하는 제품을 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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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을 여러 번 해야 하거나 스크롤바를 많이 내려야 하는 경우 쉽게 다른 인터넷 

쇼핑몰로 향한다. 따라서 적절한 제품 분류 방법은 인터넷 쇼핑몰 맥락에서 큰 

중요성을 가지며, 인터넷 맥락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분류하는 방식과 이용자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 사이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패션 제품 구매 시 쾌락적 쇼핑가치와 실용적 쇼핑가치를 동시에 경험하는 양면적 

쇼핑가치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은영 & 황진숙,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쾌락적 쇼핑가치와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자극물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의류학 연구는 

많은 부분 설문지법에 의존하고 있으나 실험 연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적합한 

주제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다른 변수를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아직 인터넷 쇼핑몰 내에서 어떻게 제품을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인터넷 쇼핑몰이 꾸준히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터넷 쇼핑몰 내에서 제품을 분류,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을 분류할 때 어떠한 요소가 

이용자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제품의 체계적인 분류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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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분류하여 제시하는지, 

제품을 제시한 구조가 어떠한지에 따라 이용자가 지각하는 쇼핑가치 및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쾌락적 쇼핑가치와 실용적 쇼핑가치를 지각하는 원인에 대해 밝힐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분류 방식을 

하나의 전략적 도구로 삼아 보다 즐겁고 실용적인 쇼핑 경험을 창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 고찰 및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인터넷 쇼핑몰의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에 따라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 수준, 쾌락적/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수준과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설문 자료에 기반하여 해당 변수의 인과관계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의 분류의 기준과 구조가 이용자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이용자의 긍정적 태도 형성에 있어 제품 분류 방식이 

가지는 의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몰 내의 제품 분류 기준 및 분류 

구조와 관련하여 제품 분류 방식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5 

제 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 방식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이유와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힌 뒤 본 연구의 목적과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고찰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품 분류에 대해 살펴본 뒤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 쇼핑가치 

지각,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와 같은 이용자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 가설 및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는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도출한 연구 문제, 가설 및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부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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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제품 분류에 대한 이해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분류에 대해 이해한 뒤 본 연구에서 이용될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변수와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분류의 개념과 정의 및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품 분류의 기준과 

인터넷 쇼핑몰 내 분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의류 제품 분류 

체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1. 분류의 개념 및 정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분류란 종류에 따라서 가르는 것이며, 같은 성질을 가진 

것끼리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정지혜 외 (1999)의 연구에 따르면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하나의 제품으로, 유사하거나 공통점을 가진 제품을 묶어 하나의 

범주가 이루어지며, 범주는 공통적인 성질을 가진 제품의 집합이다.  

오늘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맞추기 위해 많은 수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제품을 접할 경우 정보 

처리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제품의 분류는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유리 (2004)의 연구에서 

제품을 체계적인 구조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기 

용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입장에서도 효율적으로 상품 

기획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결정을 내릴 때 종종 위계적인 과정을 따르거나 연속적인 제거를 

행한다 (Bettman, 1970; Tversky & Sattah, 1979).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대안 중 

무엇을 고를지 결정할 때 한 번에 한 브랜드씩 고려하는 브랜드 기반 전략 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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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속성씩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속성 기반 전략을 이용할 수 있다 (임종원 외, 

2006).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다양한 제품을 접했을 때 속성 기반 전략에 

의해 ‘가격’이라는 속성을 먼저 고려하여 선택 대안의 수를 줄이고, 이어서 ‘색상’에 

의해 연속적인 제거를 하는 위계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제품을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 처리 과정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이다. 즉,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어 제시하는 분류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을 도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제품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 또는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품을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Bowen & Morris, 1995). 따라서 제품 분류에 이용되는 기준과 

제품 분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제품 분류의 기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제품이 분류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소비자가 결정을 

쉽게 내릴 수도 있고, 선택이 어렵다고 지각할 수 있다고 한다 (Simonson et al., 

1993). 예를 들어 가격과 같은 정확한 정보에 의한 분류와 달리 브랜드 이름에 의한 

분류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며, 선행 연구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된 바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 제품을 소비자에게 분류하여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연구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제품이 가진 형태나 속성, 제품이 주는 

혜택이나 제품 이용 목적에 의한 분류가 언급되었다. 그 외에 실용적 카테고리와 

쾌락적 카테고리로 분류한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카테고리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한 경우 등이 있었다.  

제품이 주는 혜택에 근거하여 제품을 분류한 것과 제품이 가진 속성에 기반하여 

분류한 것을 비교한 결과 제품이 주는 혜택을 분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추상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제품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느껴 구색 전체에 대한 선호가 약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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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였다 (Lamberton & Diehl, 2013). 한편 제품이 가진 속성 중에서도 

소재, 스타일 중 어떠한 것을 분류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연구하기도 하였다 (Chang, 2011). 한편 정보를 분류하는 방법은 분류 기준을 

정형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인 분류 방법과 주관적인 분류 방법으로 

나뉜다 (김진우, 2012). 객관적인 분류 방법은 정형화된 분류 기준을 이용해 상호 

배타적인 범주를 가지는 반면, 주관적인 분류 방법은 분류 기준을 정형화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분류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의류 제품에 

적용해보면, 제품의 속성에 의한 분류는 객관적인 분류이나 제품이 주는 혜택에 

근거한 분류는 주관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제품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분류학적 범주화 

(taxonomic categorization)와 목적-유도적 범주화 (goal-derived categorization) 

로 구분한 연구가 있었다  (Ratneshwar et al., 1996, 2001; Felcher et al. 2001; 

유연재 & 김완석, 2010; Goedertier et al., 2012). 분류학적 범주화란 형태나 

속성이 유사한 것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목적-유도적 범주화란 

소비자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티셔츠’, ‘재킷’과 같은 분류가 분류학적 범주화이며, 

인터넷 쇼핑몰 ASOS (www.asos.com)의 ‘going out’, ‘work’과 같은 범주를 

목적-유도적 범주화의 예로 들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 분류학적으로 분류된 

경우보다 목적-유도적으로 분류된 경우 다른 범주에 속한 제품들을 유사하게 

인식하며, 차이점을 적게 인식한다고 한다.  

그 외에 제품을 분류할 때 실용적 카테고리와 쾌락적 카테고리로 나누어 

피험자에게 제시하거나, 예상 가능한 형태의 범주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범주로 

구분하여 피험자에게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 (백은수, 2012; Poynor & Wood, 

2010). 백은수 (2012)의 연구에서 이용된 실용적 카테고리의 경우 제품의 기능, 

형태에 근거해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제품의 속성을 기준으로 한 연구를 확장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쾌락적 카테고리의 경우 제품과 무관하게 여행지의 

이름을 카테고리의 이름으로 하였다. 예상한 형태의 범주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범주 두 가지 형태의 범주를 제시한 Poynor & Wood (2010)의 연구 결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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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분류하여 제시하는 방식이 소비자의 학습과 만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범주를 접하면 지식이 많은 

소비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학습 정도와 만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한편 분류의 기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들이 있어 어떤 

기준에 의해 제품을 분류하는지에 따라 이용자의 반응이 달라지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Chang (2011)의 연구에서는 제품을 

소재와 스타일로 분류하여 실험하였는데,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성 인식, 쇼핑 

용이성, 즐거움과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분류 

없이 제시한 경우와 알파벳에 의해 분류한 경우, 커피샵 이름에 의해 분류한 경우, 

커피의 속성에 의해 분류한 경우 총 네 가지 조건을 비교한 선행 연구에서도 제품이 

전혀 분류되지 않은 경우보다 단순히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비자들은 더 

큰 만족을 느꼈을 뿐, 제품을 분류하여 제시한 세 조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Mogilner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의류 제품을 분류학적으로 분류한 경우와 

제품의 이용 목적에 의해 분류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연구와 연관 지어 보면, 분류학적 분류는 제품이 가진 속성에 기반한 분류 방식이자 

실용적인 분류방식에 가깝다. 목적-유도적 분류는 분류학적 분류에 비해 쾌락적인 

성격을 띠며, 어떠한 상황에서 입는지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기 때문에 제품이 주는 

혜택에 근거한 분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의류 제품이 품목에 의해 

분류학적으로 분류된 경우, 어떤 제품인지 마음 속에 그려볼 수 있게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 이용자로 

하여금 인지적 노력을 덜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목적-유도적 분류에 의해 

제품이 분류된 경우, 보다 쇼핑 경험을 즐겁게 지각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위 범주 

내에서 제품 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아 이용자가 실용적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계층 구조를 갖도록 제품을 분류했을 때 첫 번째 계층 수준의 범주에서 

이용자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Rosch et al., 

1976),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계층에서 분류학적 분류에 의해 의류 제품을 분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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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목적-유도적 분류 방법에 의해 분류한 경우 이용자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3. 인터넷 쇼핑몰 내 분류 구조 

 

인터넷 사이트의 구조는 이용자들이 사이트를 이해하는 전반적인 틀이므로 

체계적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사이트의 구조는 인터넷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구조와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김재일, 2006), 인터넷 

쇼핑몰이 제공하는 정보인 제품을 분류하는 구조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컴퓨터 상에서 체계적으로 조직된 구조를 통해 정보를 제시할 때, 일반적으로 

계열 또는 순차적 구조 (sequence), 계층 구조 (hierarchy), 그리드 구조 (grid), 웹 

또는 네트워크 구조 (web, network)의 4 가지 기본적인 구조로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제시할 때에는 계층 구조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Lynch & Horton, 2000; 김재일, 2006; 김진우, 2012).  

계층 구조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계층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김진우, 2012), 이러한 계층 구조는 최종 정보에 도달할 때까지 거치는 단계의 

수인 깊이 (depth)와 계층 구조의 각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세부 범주의 수인 너비 

(breadth)로 구성된다 (Jacko & Salvendy, 1996; Simonson, 1999; Hart & Rafiq, 

2006). Jacko et al. (1994)은 계층 구조를 정할 때 깊이와 너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Jacko & Salvendy, 1996 에서 

재인용, p. 1190). 이는 인터넷 쇼핑몰 내의 제품 분류가 지나치게 간단할 경우 

하나의 범주 안에 많은 제품이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찾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많은 범주를 가질 경우에도 원하는 제품을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곽준규 & 임화연, 2006). 

깊이가 깊은 분류 구조를 탐색할 때 실수를 하거나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며, 계층 구조를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다. M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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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는 메뉴의 계층 구조가 2x2x2x2x2x2 (각 계층에서의 너비가 2 이며 깊이가 

6 인 경우), 4x4x4 (각 계층 수준에서의 너비가 4 이며 깊이가 3 인 경우), 8x8 (각 

계층 수준에서의 너비가 8 이며 깊이가 2 인 경우)와 64 (64 개의 범주가 한 계층 

수준에서 제시된 경우)인 경우 총 네 가지를 비교하였으며, 결과 이용자가 

8x8 구조의 메뉴를 가장 실수 없이 빠르게 이용한 것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2x2, 2x2x2, 2x2x2x2x2x2, 8x8, 8x8x8, 8x8x8x8x8x8 구조를 가진 메뉴를 

피험자에게 제시하여 특정 과업을 수행하게 한 다음, 얼마나 과업이 복잡하다고 

느끼는지 응답하게 한 Jacko & Salvendy (1996)의 연구에서도 계층 구조의 깊이가 

깊을수록 과업을 복잡하게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이용자는 구조의 깊이가 

지나치게 깊지 않아야 과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계층 구조의 너비가 너무 넓을 경우 시각적 밀도 (visual density)가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선행 연구에서 시각적 밀도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화면의 

글자 밀도가 증가할 경우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반응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이다 (Ziefle, 2010). 따라서 많은 수의 범주가 한 화면에 보여질 경우, 

시각적 밀도가 증가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연구에서 Miller (1956)가 제시한 ‘마법의 숫자 7+/-2 (magic number 7+/-2)’를 

언급하며, 정보를 탐색할 때 가장 선호되는 너비의 개수는 7+/-2 개라고 하였다 

(Kiger 1984; Baddeley, 1994; Larson & Czerwinski, 1998; Saaty & Ozdemir, 

2003). 하지만 Farrington (2011)이 언급한 것과 같이 이용자가 초보인지 

전문가인지에 따라 한 덩어리로 인식하는 정보의 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시장이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능숙하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쇼핑을 하는 

오늘날에도 ‘마법의 숫자 7+/-2’가 적용될 지 의문이다. 

한편, 실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너비는 동일하되 깊이만 깊어지는 

경우를 찾긴 드물다.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은 그간의 연구에서 연구한 것과 달리 

깊이가 2 나 3 정도에 불과하며,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범주 수를 가지고 

있거나, 더 적은 범주 수를 가지고 있는 등 깊이에 따라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 

2x2x2x2x2x2, 4x4x4, 8x8 구조에 더해 4x16, 16x4 구조를 이용하여 총 5 가지 

메뉴 구조로 실험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8x8, 4x4x4, 4x16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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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 쉽다고 인식하였으며, 8x8, 4x4x4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ger, 1984). 이 결과에 근거하면, 연구자는 한 화면 내에 너무 많은 범주가 있어 

혼잡하다고 느끼지만 않는다면 분류 구조의 너비가 넓은 편이 좋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Zaphiris (2000)는 Kiger (1984)의 연구와 동일한 구조를 인터넷 

상에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Kiger (1984)의 연구와 유사하게 피험자들은 

8x8 구조에서 가장 빠르게 탐색 과정을 마쳤으며 2x2x2x2x2x2 구조를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Larson & Czerwinski (1998)는 웹 상에서 

메뉴 구조에 따라 이용자들의 반응 시간과 길을 잃는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8x8x8, 16x32, 32x16 구조로 메뉴를 설계하여 연구한 결과, 피험자들은 16x32 

구조에서 가장 반응이 빨랐고 길을 잃지 않은 반면, 8x8x8 구조에서는 많은 

피험자가 길을 잃었다고 응답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연구에서 언급된 깊이와 너비의 균형 

(trade-off)과 관련이 있다. 인터넷 서점의 사용 용이성에 대해 인지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구상회 & 이창호 (2000)의 논문에서는 계층 구조의 깊이가 지나치게 

깊어질 경우 각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원하는 제품에 대해 다시 상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인지 부하가 증가하는 반면 너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화면에서 

들어가고자 하는 범주를 찾는 데 인지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적절한 분류 구조는 어떠한 형태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분류 시 제품 분류 구조의 적절한 깊이와 

너비의 수는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 연구 중 계층 수준이 

깊어질수록 너비가 넓어지는 경우와 계층 수준이 깊어질수록 너비가 좁아지는 

경우를 비교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 집중하였다 (Kiger, 1984; Larson 

& Czerwinski,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류 구조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너비가 넓어지는 경우와 깊이가 깊어질수록 너비가 좁아지는 분류 구조를 비교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분류 구조의 깊이에 따라서도 이용자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할 것이다. 구체적인 자극물의 수준은 예비 조사를 통해 

결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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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Johnson & Fornell (1987)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여러 제품을 평가할 때 

구체적인 속성부터 비교를 시작하며, 비교가 어려울수록 추상적인 속성을 

비교한다고 한다 (박성은, 1998 에서 재인용, p. 24). 분류 구조에 따라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쇼핑가치를 높게 지각하는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제품 분류에 이용된 기준과 분류 구조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4.  의류 제품 분류 방식에 대한 이해 

 

먼저 정부 또는 기관에서 제품을 분류한 체계를 살펴보면 신 국제통일상품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UNSPSC 등이 있다.  

신 국제통일상품 분류는 관세 및 통계 통합품목분류 또는 HS (Harmonized 

System)코드라고도 하며, 이는 관세부과와 무역 통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 상공회의소에서 만든 것이다 (통계청, 2009). HS 코드의 경우 직물이 

만들어진 방식에 의해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유리 (2004)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류 제품의 특성을 잘 다루고 있지 못하므로 제조업자와 소매업자가 

제품을 분류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록 1] 참고).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표준무역분류 또는 SKTC (Standard Korean Trade 

Classification)란 무역 관련 체계적인 통계 작성을 위해 제정되었다. 기본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 완제품으로 분류하며, 제품의 특성, 원재료의 특성, 생산 단계,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중요도, 생산통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통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개별적인 특성을 연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국가기록원, 2006). 특히 의류 제품의 경우 ‘의류’라는 대분류가 존재하지 

않고 원재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되어있어 HS 코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쇼핑몰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UN 에서 제시하는 UNSPSC (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lassification)는 상품과 서비스를 분류한 표준 물품 분류 체계로 8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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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이루어지며, 국내 조달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등에서도 이를 참고하고 

있다 (UNSPSC, 2013;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2000). UNSPSC 는 신 

국제통일상품 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와 달리 의류 제품의 분류를 ‘의류’라는 

대분류 하에 중분류,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있다. [부록 2]를 보면, 중분류에서는 

대부분 제품 종류, 품목을 기준으로 분류학적으로 분류한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의류, 속옷, 수영복, 운동복, 유니폼으로 분류한 것은 용도에 의해 

분류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소분류에서 액세서리, 속옷, 양말류의 하위 범주는 

품목에 의한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 그 외 대부분은 성별, 나이 등 타깃에 의해 

분류하였다. 한편 미국소매상협회가 제안한 의류 제품 분류 체계에서는 우선 

남성복, 여성복 등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제품이 분류되고, 세부 분류로 정장, 

스포츠웨어와 같은 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그 다음 자켓, 스커트 등 품종에 따른 

분류, 마지막으로 브이넥, 터틀넥 등 디자인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서성무 

외, 2002).  

정부 또는 기관에서 제안한 의류 분류 체계 외에 선행 연구에서도 다양한 의류 

제품 분류 방식을 언급하였다. 제품의 품목 또는 종류에 의해 분류하기도 하였으며, 

제품의 스타일, 색상, 소재와 같은 구체적인 속성에 기반해 분류하거나, 제품이 

가지는 용도나 효용에 의해 제품을 분류하기도 하였다. 선행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품의 품목 또는 제품의 종류에 의해 분류한 연구에서는 제품을 상의, 

하의, 치마, 재킷으로 분류하거나 (곽준규 & 임화연, 2006), 재킷, 점퍼, 코트 

등으로 구분하였다 (정인희 외, 2010). Bossard et al. (2013)의 경우 의류 제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정장, 드레스, 스웨터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단순히 상의와 하의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김정인 외, 2007). 보다 구체적인 제품의 속성에 의해 제품을 

구분한 경우 스타일, 색상, 소재, 무늬, 계절, 사이즈 등 다양한 기준이 분류에 

이용되었다 (박송애 & 이선재, 2003; 김정인 외, 2007; Bossard et al., 2013).  

제품의 품목 또는 종류나 제품의 구체적인 속성처럼 분류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외에 보다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제품을 분류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 많은 

연구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목적이나 제품의 용도 또는 제품이 주는 혜택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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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품을 분류하였다. 김미영 (1987)의 연구에서는 의류 제품의 용도 또는 

기능에 따라 정장, 캐주얼, 스포츠, 가정용, 잠옷, 특수용, 작업용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인희 외 (2010)의 연구에서는 의류 제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캐주얼 제품인지, 스포츠웨어인지, 이너웨어인지 구분하였다. 김정인 외 (2007)의 

연구에서도 제품의 용도에 따라 통학용, 나들이용으로 의류 제품을 구분하였으며, 

곽준규 & 임화연 (2006)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제품을 착용하는 목적에 기반하여 

여행가기 좋은 옷, 선 보러 갈 때 입는 옷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 선행 연구에서 의류 제품을 착용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으로 분류하였으며 (김미영, 1987; 박송애 & 이선재, 2003; 정인희 

외, 2010), 쇼핑 습관에 따라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구분하거나, 패션성 

정도에 따라 베이직 제품과 트렌디 제품으로 구분하고, 판매 전략에 따라 중심상품, 

보완상품, 기획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인희 외, 2010). 또한 김미영 

(1987)의 연구를 보면 착용 순서에 따라 외의와 내의, 분리 형태에 따라 상의, 하의, 

상하연결의로 의류 제품을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류 제품을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어왔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표 2-1>에 제시하였다. 의류 제품을 

분류하는 방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그간의 연구들은 의류 제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라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였으며 (김미영, 1987; Eicher & 

Roach-Higgins, 1993), 의류 제품 분류 방식에 따라 이용자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터넷 환경에서는 제품이 구분되어 있는 범주를 이용자가 

클릭하여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새로이 연구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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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의류 제품 분류 체계 선행 연구 정리 

분류 기준 분류된 범주 연구자 

품목 또는 종류 
상의, 하의, 치마, 재킷 

정장, 드레스, 스웨터 

박송애 & 이선재 (2003),  

곽준규 & 임화연 (2006), 김정인 

외 (2007), Bossard et al. (2013) 

구체적 속성 

(스타일, 색상, 

소재, 무늬, 계절, 

사이즈) 

칼라, 길이, 단추 

박송애 & 이선재 (2003),  

김정인 외 (2007),  

Bossard et al. (2013) 

블랙, 화이트 등 

면, 모, 합성섬유 

스트라이프, 체크, 프린트 

봄/가을, 여름, 겨울 

목적, 용도  

또는 혜택 

정장, 캐주얼, 이너웨어, 스포츠, 

가정용, 잠옷, 특수용, 작업용, 

부속품 여행가기 좋은 옷, 

선 볼 때 입는 옷 

김미영 (1987),  

곽준규 & 임화연 (2006),  

정인희 외 (2010) 

착용자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김미영 (1987),  

박송애 & 이선재 (2003),  

정인희 외 (2010) 

쇼핑습관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정인희 외 (2010) 패션성 정도 베이직 제품, 트렌디 제품 

판매 정도 중심상품, 보완상품, 기획상품 

착용 순서 외의, 내의 
김미영 (1987) 

분리 형태 상의, 하의, 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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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인터넷 쇼핑몰 내 분류 방식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 

 

인터넷 쇼핑몰은 컴퓨터를 매개로 소비자와 만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매장과 

본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고개를 돌려 한 눈에 매장을 

둘러볼 수 있으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둘러보기 위해 스크롤 바를 내리거나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들을 둘러보기 위해 인내심 있게 페이지를 

무한정 넘긴다거나 스크롤 바를 계속해서 내리진 않으므로, 제품을 적절하게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다른 인터넷 쇼핑몰로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분류하는 방식에 따른 이용자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용자의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변수로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 쇼핑가치 지각과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다양성 지각과 인지 과부하 

 

(1) 제품 구색의 다양성 지각 

 

소비자에게 실제로 보다 많은 수의 제품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제품이 

다양하다고 지각할 것이나, 같은 수의 제품을 제공할 때에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다양성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는지에 따라, 어떤 분류 구조로 제시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제품 구색이라도 더 다양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분류의 구조에 따라 제품의 다양성을 다르게 지각한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어떤 기준에 의해 분류하였는지에 따라 제품 다양성 지각을 

다르게 한다는 선행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먼저 제품의 기준, 즉 카테고리에 

어떠한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제품의 다양성을 다르게 지각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친숙하게 느끼는 카테고리를 제시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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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Morale et al., 2005). 실험 연구 결과 제품 

구색이 어떻게 범주화 되어있는지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성 지각과 만족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류의 구조가 어떠한지에 따라 선행 연구에서 동일한 수의 제품이라도 하위 

범주의 수가 많을수록 제품의 다양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동일한 

수의 제품을 하위 범주의 수를 달리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Chang (2011)의 연구에서는 두 번의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하위 범주의 수가 9 개인 경우와 3 개인 경우를 비교하였으며, 두 번째 실험에서는 

하위 범주의 수가 18 개, 9 개, 3 개인 경우를 비교하였다. 결과 하위 범주의 수가 

많을수록 제품의 다양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Mogilner et al. (2008)의 연구에서도 두 번의 실험을 통해 다양성 지각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잡지의 카테고리 수를 3 개와 18 개로 조작하여 실험하였으며, 

결과 카테고리 수가 많을 때 응답자의 다양성 지각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카테고리에 의한 분류 없이 제품을 제시하는 

경우와 카테고리를 통해 분류하여 제시하는 경우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카테고리의 이름이 정보를 주지 않더라도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동일한 수의 

제품을 더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제품 구색이 다양하다고 지각할수록 구색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Oppewal & Koelemeijer, 2005).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이 다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다고 느끼며 결정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Reibstein et al., 1975; Kahn, 1998).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품질 역시 좋다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 

(박유식 & 한명희, 2001), 쇼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Hoch et al., 1999). 범주를 세분화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주 간 차별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하므로 (Redden, 2008).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분류 체계를 

접했을 때, 포괄적으로 분류한 체계를 접했을 때보다 제품에 대해 덜 질리는 반응 

(satiation)을 보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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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제품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제품의 

다양성을 다르게 지각한다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제품 분류 구조뿐만 아니라 제품 분류 기준에 따라서도 

이용자들이 제품 구색의 다양성을 다르게 인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다양성 

지각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자들이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의 

다양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쇼핑이 실용적이고 즐겁다고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 인지 과부하 

 

소비자들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한편 너무 많거나 다양한 정보가 제시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인지 과부하란 많은 양의 정보가 

공급되었을 때 인지적으로 다 처리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과부하 이론과 한계수용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정보의 종류와 양이 많아질수록 이용자는 체계적으로 조직된 구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정신적인 자원을 요구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Miller, 1960; Lang, 200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구교태 (2009)는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접할 경우 구매 결정을 연기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Thompson et al. (2005) 

역시 정보피로증후군 (Information fatigue syndrome or IFS)에 대해 언급하며 

너무 많은 정보는 피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림 2-1> 정보 과부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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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인지 과부하를 완화하기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Suri et al., 2012).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또는 제품이 분류된 하위 

범주의 너비가 너무 넓거나 깊이가 너무 깊은 경우 이용자가 인지적으로 과부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Tarafdar & Zhang (2005)는 인터넷 쇼핑몰 내의 

정보가 적절하게 정렬되어 있으면 매장 내에서 돌아다니기 용이해진다고 하였으며, 

제품을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선택의 만족을 

높여준다는 것을 밝혀졌다 (Mogilner et al., 2008). 

한편 제품의 수뿐만 아니라 제품이 분류된 하위범주의 너비나 깊이에 따라서도 

인지 과부하를 느끼는 결과가 나타났다. Chang (2011)에 따르면 제품을 분류한 

범주의 수가 많아질수록 쇼핑의 편의성, 즐거움, 매장에 대한 태도와 미래 구매 

의도가 역 U 자 커브를 그린다고 한다. Jacko & Salvendy (1996)의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 있는 결과가 있었다.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계층 구조의 깊이와 

너비를 다르게 하여 피험자에게 제시한 결과 깊이가 깊은 메뉴 구조를 접한 

이용자일수록 주어진 과업에 대해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품이 

분류된 구조의 깊이가 깊을수록 정보를 처리하는 데 부하가 걸려 같은 과업이지만 

더 어렵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피험자가 12 명에 불과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소비자에게 많은 제품을 제시할 때, 분류를 통해 

인지 과부하를 완화시켜줄 수 있으나 분류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위범주의 수가 

많을 경우에도 인지 과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최적의 분류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 분류 방식에 따라 인지 과부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류 여부 또는 분류 구조에 따른 

인지 과부하 정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분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른 인지 

과부하 정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이용자의 인지 과부하를 완화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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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쾌락적 쇼핑가치와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쇼핑가치란 소비자의 정성적, 정량적,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쇼핑 경험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로 쇼핑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가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이다 (이철선 

& 방석범, 2004; 유은영, 2008 에서 재인용, p. 35). 소비자는 쇼핑 경험을 통해 

얻는 효용의 결과로 쇼핑 가치를 얻게 된다. 쇼핑 가치는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며, 쇼핑 경험은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 모두를 

제공한다 (Babin et al., 1994). 특정 대상의 가치란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쇼핑은 구매 또는 획득이라는 실용적인 가치도 있지만 쾌락적인 측면도 있으며, 

실용적 쇼핑가치만으로는 소비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기 어렵다 (Holbrook 

& Hirshman, 1982). Babin et al. (1994)의 연구에서도 쇼핑이 제공하는 

쇼핑가치의 하위 차원을 쾌락적 쇼핑가치와 실용적 쇼핑가치 2 가지로 설명하였다. 

쾌락적인 쇼핑가치란 쇼핑의 감각, 감정적인 측면을 통해 얻은 가치이며 실용적인 

쇼핑가치란 쇼핑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써의 가치를 말한다고 하였다.  

쾌락적 쇼핑가치는 쇼핑을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쇼핑은 감각적인 자극을 통해 쾌락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었다 (Menon & Kahn, 2002). 한편 김진우 (201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의 배열이나 검색이 용이할 경우 소비자가 기능적 가치를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Chang (2011)은 인터넷 쇼핑몰 내에서 제품이 적절하게 분류되어있을 

경우 소비자가 보다 빠르고 쉽게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는 것을 도와 소비자가 높은 

실용적 가치를 지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제품의 다양성 지각이 실용적 쇼핑가치와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쇼핑가치 지각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쇼핑가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 제공되는 제품의 특성 (홍병숙 외, 2009; Irani 

& Hanzaee, 2011), 인터넷 사이트의 특성 (김용만 & 김동현, 2001; 홍희숙, 2004; 

이미영, 2005; 나윤규 & 서현석, 2007), 이용자 관련 변수 (김미숙 외, 2007)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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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지각된 쇼핑가치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종속변수로 만족, 구전, 

충성도, 구매의도, 재이용의도, 웹사이트 태도 등이 제시되었으며,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쇼핑가치가 예측하는 종속변수로 만족을 이용하였다 (김용만 & 김동현, 

2001; Jones et al., 2006; 나윤규 & 서현석, 2007; Irani & Hanzaee,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많은 부분 통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쇼핑몰 자극물을 

이용한 실험 연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쇼핑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보다는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선행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 2-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하여 인터넷 쇼핑몰 내 분류 방식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의 특징에 따라 쾌락적,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김은영 & 황진숙 (2012)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쾌락적 쇼핑가치와 실용적 

쇼핑가치를 모두 제공하는 양면적 가치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며, 종속 변수로 

사용한 인터넷 쇼핑몰 태도 관련 선행 연구는 다음에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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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쇼핑가치 지각에 대한 선행 연구 정리 

선행 변수 

쇼핑가치 

종속 변수 연구자 쾌락적 

쇼핑가치 

실용적 

쇼핑가치 

제시된 

제품 관련 

변수 

상품특성 
쾌락적 

쇼핑가치 

실용적 

쇼핑가치 
- 

홍병숙 외 

(2009) 

다양성 추구 

가격 민감도 

쾌락적 

쇼핑가치 

실용적 

쇼핑가치 
쇼핑만족도 

Irani & 

Hanzaee 

(2011) 

사이트 

기능 및 

디자인 

관련 변수 

사이트 디자인, 

원격실재감, 

상품검색, 

제품가치, 

거래시스템 

쾌락적 

쇼핑가치 

실용적 

쇼핑가치 

고객유지 

(고객만족, 신뢰, 

관계지향성) 

김용만 & 

김동현 

(2001) 

사이트 디자인, 

촉진 

쾌락적 

쇼핑가치 

실용적 

쇼핑가치 
구매 빈도 

이미영 

(2005) 

사이트 특성 
쾌락적 

쇼핑가치 

실용적 

쇼핑가치 
쇼핑만족도 

나윤규 & 

서현석 

(2007) 

상호작용성, 

검색성, 시각적 

정보 제공성 

쾌락적 

쇼핑가치 

효용적 

쇼핑가치 
웹사이트 태도 

홍희숙 

(2004) 

이용자 

관련 변수 

구매 경험이 

적은/ 많은 그룹 
쾌락가치 효용가치 

태도 

구매의도 

김미숙 외 

(2007) 

- 
쾌락적 

쇼핑가치 

실용적 

쇼핑가치 

만족, 구전, 

충성도, 

재이용의도, 

재이용기대 

Jones et al. 

(2006) 

- 
쾌락적 

쇼핑가치 

실용적 

쇼핑가치 

점포태도, 감정적 

반응, 점포충성도 

안광호 & 

이하늘 

(2011) 

- 
쾌락적 

쇼핑가치 

실용적 

쇼핑가치 
사이트 속성 평가 

정수연 & 

박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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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 

 

태도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향과 느낌, 선입견이나 편견, 생각 

등의 총 합을 의미하며 (Thurstone, 1928), 일관되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경향을 말한다 (Allport, 1935; 신가현 & 정명선, 2001 에서 재인용, p. 64).  

행동을 예측하는 선행 변수로서 태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Fishbein, 1963; Frank & Talazyk, 1972, Robertson et al., 1984; 박수정, 2012 

에서 재인용, p. 15). 즉, 우호적인 태도가 형성된 고객의 경우 방문, 구매 등의 행동 

의도가 증가하며, 재방문 및 재구매의도 역시 높아진다는 것이다. 태도는 충성도를 

설명하는 변수라는 점도 밝혀진 바 있다 (안광호 & 이하늘, 2011). 따라서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태도를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점포 태도는 매장 내에서 경험하는 감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Donovan & Rossiter, 1982). Davis (1989)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때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가 이용 의도와 실제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인지된 유용성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하며, 인지된 용이성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할 때 노력을 

별로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은 쇼핑이 쉽고 빠르며 효율적이라고 느끼는가에 대한 변수로, 

Davis (1989)의 연구에서 탐구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선행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실용적 쇼핑가치를 높게 

지각할 경우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후 인지된 즐거움 역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Bagozzi et 

al., 1992). 인지된 즐거움은 시스템 이용 활동 자체가 즐거울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쉽고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뿐만 아니라 즐겁다고 느낄 때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과 유사한 개념으로, 쇼핑을 즐겁고 쾌락적으로 지각하는지를 알아본 개념이다. 

따라서 쾌락적 쇼핑가치를 높게 지각할수록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실용적인 가치와 쾌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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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지각할 때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권혁연, 

2004). 

태도는 제품에 대한 태도 외에도 브랜드에 대한 태도, 점포에 대한 태도 등으로 

연구되어 왔다 (김윤정, 2012; 안광호 & 이하늘, 2011).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는 점포에 대한 태도에 속하는 개념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학습 성향을 의미한다 (이지인, 

2009).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류가 배타적이지 않거나,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의 관계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범주가 범주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등 분류 관련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창수, 2000). 이 경우 이용자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동일한 제품에 대해 각 인터넷 

쇼핑몰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김우주 외, 2006), 상품 분류 코드를 

체계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다 (이창수, 2001). 

네비게이션 (navigation: 항해)은 소비자가 사이트 내에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의미하는데, 범주를 클릭하면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정은경, 2007). 박선경 (2004)은 검색과 구매가 

편리하도록 보편적, 일관적이고 직관적으로 네비게이션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일관적, 직관적으로 제품이 분류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들은 검색과 

구매에 불편함을 느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적절한 분류 방식은 긍정적인 인터넷 쇼핑몰 태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며, 어떠한 분류 방식에서 이용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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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및 절차 

 

제 1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방식에 따라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기준과 분류의 구조가 소비자의 쾌락적,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먼저 분류의 기준으로 무엇을 이용하는지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품을 분류학적 분류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와 목적-유도적 분류 방법에 따라 

분류할 경우 이용자의 지각 및 태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연구문제 1 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분류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지각 수준 및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H1.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기준 (분류학적 분류 vs. 목적-유도적 

분류)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성 지각 (H1a), 인지 과부하 (H1b),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H1c),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H1d), 인터넷 쇼핑몰 태도 

(H1e)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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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분류 구조에 따른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분류의 

구조란 너비와 깊이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Jacko & Salvendy, 1996; Simonson, 

1999; Hart & Rafiq, 2006),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분류 구조의 너비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계층 구조의 가장 하위 수준에서의 총 범주 

수는 동일하더라도 첫 번째 계층 수준에서 너비가 넓은 경우와 좁은 경우 이용자의 

지각 및 태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2 가 

도출되었다.  

 

연구문제 2.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분류의 구조에 따라 이용자의 지각 수준 및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H2.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구조 (4x12 vs. 12x4)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성 지각 (H2a), 인지 과부하 (H2b),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H2c),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H2d), 인터넷 쇼핑몰 태도 (H2e)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품 분류의 기준과 분류 구조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연구문제 3 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3.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분류의 기준과 구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H3. 이용자의 다양성 지각 (H3a), 인지 과부하 (H3b),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H3c),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H3d), 인터넷 쇼핑몰 태도 (H3e)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추가적으로 분류 구조의 깊이에 따라서도 이용자의 지각 및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와 예비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계층 구조의 

깊이가 2 인 경우와 3 인 경우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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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 구조의 깊이에 따라 이용자의 지각 

수준 및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H4.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구조의 깊이 (4x12 vs. 12x4 vs. 4x3x4)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성 지각 (H4a), 인지 과부하 (H4b),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H4c),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H4d), 인터넷 쇼핑몰 태도 (H4e)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류 방식이 인터넷 쇼핑몰 태도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가 쇼핑가치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쇼핑가치 지각은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5 가 도출되었다. 

 

연구문제 5.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방식과 인터넷 쇼핑몰 태도 사이 인과 

관계를 탐구한다. 
 

H5a 다양성 지각은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b 다양성 지각은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c 인지 과부하는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d 인지 과부하는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e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은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f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은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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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앞에서 살펴본 연구 문제와 가설을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 기준과 

구조가 이용자의 쇼핑가치 지각과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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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실증적 연구방법 및 절차 

 

현재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맥락에서 제품 분류 방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극물 선정과 설문지 구성을 위해 내용 분석을 

통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비 조사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에 근거하여 자극물을 

선정하였다.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 

쇼핑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나리오와 자극물을 제시하였으며, 자극물을 

충분히 둘러본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1. 예비 조사 

 

 인터넷 쇼핑몰 순위 사이트의 순위를 참고하여 종합쇼핑몰, 남성 의류 

전문쇼핑몰, 여성 의류 전문쇼핑몰 각각 1 위부터 10 위까지 총 30 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 중 의류를 판매한다고 보기 어려운 

3 개의 인터넷 쇼핑몰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총 27 개의 인터넷 쇼핑몰이 

분석되었다. 2013 년 5 월 15 일 랭키닷컴 (http://www.rankey.com/)에 접속해 

당시의 순위를 파악하였으며, 2013 년 5 월 15 일부터 7 월 13 일까지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방문하여 하위 범주의 수를 확인하였다. 랭키닷컴은 일 평균 

방문자 수, 트래픽 등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순위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이를 

참고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을 인터넷 사이트를 선정한 선행 연구가 다수 있었다 

(성백철, 2004; 서성근, 2005; 임해숙, 2006; 정명진, 2007; 조윤아 & 김성훈, 

2008; 박효은, 2009). 각 쇼핑몰의 이름과 주소는 <표 3-1>과 같으며, 이 중 의류 

제품을 판매한다고 보기 어려운 현대카드 M 포인트몰, 홈플러스 쇼핑몰, 신한카드 

올댓쇼핑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http://www.rank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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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내용 분석에 이용된 인터넷 쇼핑몰의 이름과 주소 

종합쇼핑몰 남성 전문쇼핑몰 여성 전문쇼핑몰 

쿠팡 

coupang.com 

멋남 

mutnam.com 

미아마스빈 

miamasvin.co.kr 

11 번가 

11st.co.kr 

지니프 

zinif.com 

오가게 

ogage.co.kr 

이마트몰 

emart.com 

조군샵 

jogunshop.com 

11am  

11am.co.kr 

GS SHOP 

gsshop.com 

토모나리 

tomonari.co.kr 

톰앤래빗 

tomnrabbit.co.kr 

현대카드 M 포인트몰 (제외) 

mpointmall.hyundaicard.com 

아보키 

aboki.net 

다크빅토리 

darkvictory.co.kr 

티몬 

ticketmonster.co.kr 

붐스타일 

boom-style.com 

난닝구 

naning9.com 

G 마켓 

gmarket.co.kr 

머시따 

meosidda.com 

다홍 

dahong.co.kr 

홈플러스 쇼핑몰 (제외) 

homeplus.co.kr 

키작은남자 

smallman.co.kr 

립합 

liphop.co.kr 

롯데닷컴 

lotte.com 

미스터스트릿 

mr-s.co.kr 

파티수 

partysu.co.kr 

신한카드 올댓쇼핑 (제외) 

allthat.shinhancard.com 

핫붐 

www.hotboom.co.kr 

바가지머리 

bagazimuri.com 

  

종합쇼핑몰을 분석할 때, 다른 제품군을 제외하고 의류 제품 관련 범주만 

분석하였다. 즉, ‘쿠팡’에서는 쇼핑 범주 내의 의류, 패션잡화 범주를 살펴보았으며, 

‘11 번가’에서는 브랜드패션과 의류 범주를, ‘이마트몰’에서는 패션의류/잡화/슈즈 

범주 내에서 살펴보았다. ‘GS SHOP’에서는 의류/속옷, 잡화/슈즈/명품 범주를 

참고하였으며, ‘티몬’에서는 스토어 범주 내의 의류와 패션잡화 범주를 살펴보았다. 

‘G 마켓’에서는 패션의류 범주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롯데닷컴’ 

의 경우 잡화/슈즈/명품, 영패션/유니섹스, 여성의류, 남성의류만 분석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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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였다. 또한 모든 종합쇼핑몰에서 다른 사이트로 하이퍼링크가 걸린 범주는 

계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롯데닷컴에서 롯데백화점 쇼핑몰로 전환되는 범주는 

없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내용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27 개의 인터넷 쇼핑몰 중 24 개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분류 구조의 깊이가 2 또는 3 인 것으로 나타났다. 27 개 인터넷 

쇼핑몰은 평균적으로 15x3x3 의 분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종합쇼핑몰과 의류 

전문쇼핑몰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표 3-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종합쇼핑몰의 경우 첫 번째 수준에서 약 3 개의 범주를, 두 번째 

수준에서 약 23 개의 범주를, 세 번째 수준에서 약 260 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어 

대략적으로 3x8x11 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남성 전문쇼핑몰의 

경우 첫 번째 수준에서 약 13 개의, 두 번째 수준에서 약 67 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어 대략 13x5 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성 전문쇼핑몰은 첫 번째 

수준에서 약 16 개, 두 번째 수준에서 약 35 개의 범주를 가져 대략 16x2 의 구조를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 분석의 결과는 <표 3-3>, <표 3-4>와 같다. 

 

<표 3-2> 예비조사결과: 종합쇼핑몰 계층 수와 각 수준에서의 하위 범주 수 

순위 종합쇼핑몰 계층 수 
각 계층 수준에서의 하위 범주 수 

1st 2nd 3rd 4th 

1 쿠팡 2 2 4   

1 11 번가 4 2 12 182 1957 

1 이마트몰 3 8 45 231  

1 GS SHOP 4 2 10 184 2050 

2 티몬 2 2 14   

2 G 마켓 3 4 68 587  

2 롯데닷컴 3 4 11 114 705 

평균 (3x8x11) 3 3.4 23.4 259.6 1570.7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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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예비조사결과: 남성 전문쇼핑몰 계층 수와 각 수준에서의 하위 범주 수 

순위 남성 전문쇼핑몰 계층 수 
각 계층 수준에서의 하위 범주 수 

1st 2nd 3rd 

1 멋남 3 15 102 12 

2 지니프 2 15 58  

3 조군샵 2 13 56  

4 토모나리 3 12 42 11 

5 아보키 2 13 83  

6 붐스타일 3 17 87 24 

7 머시따 2 8 53 13 

8 키작은남자 3 10 61 2 

9 미스터스트릿 2 14 49  

10 핫붐 2 14 75  

평균 (13x5) 2.4 13.1 66.6 12.4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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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예비조사결과: 여성 전문쇼핑몰 계층 수와 각 수준에서의 하위 범주 수 

순위 여성 전문쇼핑몰 위계 수 
각 수준에서의 하위 범주 수 

1st 2nd 3rd 

1 미아마스빈 2 17 42  

2 오가게 3 4 37 132 

3 11am 2 15 24  

4 톰앤래빗 2 14 17  

5 다크빅토리 2 13 41  

6 난닝구 2 114 47  

7 다홍 2 21 69  

8 립합 2 35 5  

9 파티수 2 9 7  

10 바가지머리 2 21 57  

평균 (16x2) 2.1 16.3 34.6 132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처럼 종합쇼핑몰의 경우 분류 계층 구조의 하위 수준으로 갈수록 범주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 의류 전문 쇼핑몰의 경우 하위 수준에서 범주의 수가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류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위 범주의 수가 적어지는 경우와 많아지는 경우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의 결과를 참고하여 

자극물로 4x12 와 12x4 의 구조를 갖는 인터넷 쇼핑몰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이 2 개 또는 3 개의 분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분류의 깊이가 2 개인 경우와 3 개인 경우 이용자의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역시 탐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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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극물 선정 및 시나리오 구성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 시 수많은 제품을 접하는 소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해 나가는지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와 예비 

조사를 토대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하여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총 

5 가지의 자극물이 제작되었으며, 자극물의 유형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분류의 

기준과 분류 구조의 너비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극물 유형 1 부터 4 를 

개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분류 구조의 깊이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극물 

유형 5 를 개발하였다.  

 

<표 3-5> 자극물 유형 

분류 구조의 깊이 2인 경우 3인 경우 

분류 구조의 너비 4x12 12x4 4x3x4 

분류학적 분류 자극물 유형 1 자극물 유형 2 
자극물 유형 5 

목적-유도적 분류 자극물 유형 3 자극물 유형 4 

 

자극물에 쓰인 제품은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모든 제품의 사진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 Polyvore (www.polyvore.com), Forerver21 (www.forever21.com), 

ASOS (www.asos.com)의 사진을 이용하였다. 하위 범주 당 평균 4 개의 제품을 

제시하여 총 192 개의 제품이 제시되었다.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는 제품 사진을 

선택하였으며, 모델이 없이 제품만 제시된 사진을 이용하였다. 5 개의 자극물에서 

모두 동일한 제품 사진을 제공하여 제품의 종류나 매력도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였다. 제품의 이름과 가격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내 포털사이트 

(www.naver.com, www.daum.net) 검색을 통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 중 'Simple & 

Chic'이라는 이름을 가진 쇼핑몰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응답자가 쇼핑몰 내부를 

충실히 탐색하도록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본 뒤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에 대해 

기억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이용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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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귀하는 주말에 친구들과 편하게 만나는 자리에 입을 만한 옷을 구매하기 위해 아래 

제시된 링크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였습니다. 평소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떠올린 뒤, 그와 유사한 가격대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하고 제시된 인터넷 

쇼핑몰을 구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인터넷 쇼핑몰 내부를 탐색한 뒤 

마음에 드는 제품을 하나 골라 어느 카테고리에 속해있는지 기억해주십시오. 탐색을 

마친 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와 쇼핑하는 동안 느낀 점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들은 시나리오를 읽은 뒤 자극물 5 가지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응답자는 주어진 링크를 통해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았으며, 충분히 둘러본 후 설문 화면으로 돌아와 주어진 질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에게 제시된 자극물 화면과 구체적인 제품 분류 범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 자극물 유형 1 (분류학적 분류 4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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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자극물 유형 2 (분류학적 분류 12x4) 

 

 

<그림 3-4> 자극물 유형 3 (목적-유도적 분류 4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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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자극물 유형 4 (목적-유도적 분류 12x4) 

 

 

 

<그림 3-6> 자극물 유형 5 (분류학적 분류 4x3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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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자극물 유형 1 의 제품 분류 범주 

분류학적 분류 (4x12) 

top  plain t-shirts outwear  half coats 

striped t-shirts long coats 

polo shirts (collared 

shirts) 
trench coats 

sweat shirts padding coats 

sleeveless shirts short jackets 

short sleeve shirts long jackets 

long sleeve shirts safari jackets (야상) 

sleeveless blouses leather jackets 

short sleeve blouses tweed jackets 

long sleeve blouses tailored jackets 

printed shirts & blouses 
varsity jackets 

(야구점퍼) 

sweaters cardigans 

bottom  jeans accessories backpacks 

shorts shoulder bags 

trousers & leggings tote bags 

training pants clutches 

mini skirts heels 

long skirts flat shoes 

flared skirts sneakers 

printed skirts boots 

knit skirts caps & hats 

jumpsuits hair accessories 

mini dresses jewelry 

long dresses sunglasses 

 



40 

<표 3-7> 자극물 유형 2 의 제품 분류 범주 

분류학적 분류 (12x4) 

t-shirts  plain t-shirts coats  half coats 

striped t-shirts long coats 

polo shirts  

(collared shirts) 
trench coats 

sweat shirts padding coats 

shirts  sleeveless jackets  short jackets 

short sleeve long jackets 

long sleeve safari jackets 

printed shirts leather jackets 

blouses  sleeveless knitwear  cardigans 

short sleeve sweaters 

long sleeve skirts 

printed shirts dresses 

pants  jeans bags  backpacks 

shorts shoulder bags 

trousers & leggings tote bags 

training pants clutches 

skirts  mini skirts shoes heels 

long skirts flat shoes 

flared skirts sneakers 

printed skirts boots 

one-piece  jumpsuit others  caps & hats 

mini dresses hair accessories 

long dresses jewelry 

printed dresses sunglasses 



41 

<표 3-8> 자극물 유형 3 의 제품 분류 범주 

목적-유도적 분류 (4x12) 

basic t-shirts casual t-shirts 

shirts  shirts 

blouses blouses 

pants pants 

skirts skirts 

one-piece one-piece 

coats coats 

jackets jackets 

knitwear knitwear 

bags bags 

shoes shoes 

others others 

trendy t-shirts career t-shirts 

shirts shirts 

blouses blouses 

pants pants 

skirts skirts 

one-piece one-piece 

coats coats 

jackets jackets 

knitwear knitwear 

bags bags 

shoes shoes 

other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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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자극물 유형 4 의 제품 분류 범주 

목적-유도적 분류 (12x4) 

basic 

top 

day to night 

top 

bottom bottom 

outwear outwear 

accessories accessories 

trendy 

top 

night out 

top 

bottom bottom 

outwear outwear 

accessories accessories 

casual 

top 

vacation 

top 

bottom bottom 

outwear outwear 

accessories accessories 

career 

top 

festival 

top 

bottom bottom 

outwear outwear 

accessories accessories 

date 

top 

retro 

top 

bottom bottom 

outwear outwear 

accessories accessories 

sports 

top 

wedding 

top 

bottom bottom 

outwear outwear 

accessories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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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자극물 유형 5 의 제품 분류 범주 

분류학적 분류 (4x3x4) 

top t-shirts plain t-shirts outwear coats half coats 

striped t-shirts long coats 

polo shirts trench coats 

sweat shirts padding coats 

shirts sleeveless jackets short jackets 

short sleeve long jackets 

long sleeve safari jackets 

printed shirts leather jackets 

blouses sleeveless knitwear short cardigans 

short sleeve long cardigans 

long sleeve plain sweaters 

printed blouses patterned sweaters 

bottom pants jeans accessories bags backpacks 

shorts shoulder bags 

trousers & leggings tote bags 

training pants clutches 

skirts mini skirts shoes heels 

long skirts flat shoes 

flared skirts sneakers 

printed skirts boots 

one-piece jumpsuit others caps & hats 

mini dresses hair accessories 

long dresses jewelry 

printed dresses sun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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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문항의 구성 

 

설문지는 크게 7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시나리오와 자극물에 의한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정보처리과정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이 제공하는 다양성에 대한 지각과 인지 과부하 관련 

문항을 물어본 뒤, 소비자의 쾌락적/실용적 가치 지각 관련 문항,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7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점='전혀 그렇지 않다', 

7 점='매우 그렇다'). 그 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변수에 대해서도 

측정하여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이은영 & 정인희 (2010)에 따르면 신상 

정보 관련 문항은 마지막에 배치하여 응답자가 거부감 없이 응답할 수 있게끔 

배려해야 하므로,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해서는 설문 마지막에 물어보았다. 연구 

대상을 20~30 대 여성으로 제한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은 예외적으로 설문 초반에 

물어보았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과 수, 측정 방법은 <표 3-11>에 제시하였으며, 

실제 이용된 설문지와 온라인 설문 화면은 [부록 3]와 [부록 4]에 제시하였다. 

 

<표 3-11> 양적 연구의 설문지 구성 

구분 측정내용 구체적 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Ⅰ 조작 검정 
선호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 

분류 기준 지각 
4 

개방형, 

7 점 리커트척도 

Ⅱ 다양성 지각 - 3 7 점 리커트척도 

Ⅲ 인지 과부하 - 2 7 점 리커트척도 

Ⅳ 쇼핑 가치 지각 - 12 7 점 리커트척도 

Ⅴ 
인터넷 쇼핑몰 

태도 
- 5 7 점 리커트척도 

Ⅵ 동질성 확보 
제품 지식 및 친숙도,  

패션 관여도, 인터넷 쇼핑 습관 
15 

선다형, 

7 점 리커트척도 

Ⅶ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월수입 
6 개방형, 선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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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작 검정 

 

우선 응답자들이 설문에 집중해서 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크리닝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자극물로 제시된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본 뒤 테스트 질문에 응답하였다. 테스트 내용은 제시된 인터넷 

쇼핑몰 자극물에서 등장하지 않은 범주 이름을 고르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바르게 

응답하지 못한 경우 설문이 종료되도록 하였다. 또한 Mogilner et al. (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응답자들이 충실하게 자극물을 살펴보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제시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를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 연구자가 연구 문제에 따라 제시한 분류 기준을 응답자들이 다르게 

지각하는지 조작 검정 문항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Lamberton & Diehl 

(2013)의 연구에서 물어본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 상황에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은 <표 3-12>와 같다. 

 

<표 3-12> 분류 기준 지각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번호 출처 

분류 기준 

지각 

제품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품이 분류되어 

있었다. 
Ⅰ-1 

Lamberton 

& Diehl 

(2013)에서 

수정, 보완 

제품을 입는 상황에 따라 제품이 분류되어 

있었다. 
Ⅰ-2 

제품이 가진 이미지에 따라 제품이 분류되어 

있었다. 
Ⅰ-3 

 

 

 (2) 다양성 지각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 지각을 이용자가 인터넷 쇼핑몰이 제시하는 구색을 

다양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Kahn & Wansink (2004)와 Chang 

(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측정 문항을 <표 3-13>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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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다양성 지각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번호 출처 

다양성 

지각 

이 쇼핑몰은 나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 Ⅱ-1 Kahn & 

Wansink 

(2004), 

Chang 

(2011)에서 

수정, 보완 

이 쇼핑몰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둘러볼 수 있다. Ⅱ-2 

이 쇼핑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있다. 
Ⅱ-3 

 

 

(3) 인지 과부하 

 

많은 정보를 접할 경우 사람들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를 인지 

과부하라고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여 제시하는지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지 과부하 요인을 

측정하였다. Stanton & Paolo (2012)의 연구에서 이용한 척도를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본 연구 상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였다. 개별 문항 내용은 

<표 3-14>과 같다. 

 

<표 3-14> 인지 과부하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번호 출처 

인지 

과부하 

이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Ⅲ-1 

Stanton & 

Paolo 

(2012)에서 

수정, 보완 이 쇼핑몰을 둘러보는 동안 지쳤다. 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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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쇼핑 가치 지각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과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두 변수 모두 Babin et al. 

(1994)와 이은진 & 홍병숙 (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의 경우 추가적으로 여은아 (201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문항은 <표 3-15>와 같다. 

 

<표 3-15> 실용적,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번호 출처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단시간에 많은 상품을 볼 

수 있다. 
Ⅳ-1 

Babin et al. 

(1994), 

이은진 & 

홍병숙 

(2006), 

박효은 & 

여은아 

(2010)에서 

수정, 보완 

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Ⅳ-2 

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고 

실용적이다. 
Ⅳ-3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Ⅳ-4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Ⅳ-5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쇼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Ⅳ-6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은 재미있다. Ⅳ-7 

Babin et al. 

(1994), 

이은진 & 

홍병숙 

(2006)에서 

수정, 보완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으면 

즐거움을 느낀다. 
Ⅳ-8 

나는 이 인터넷 쇼핑몰에 흥미를 느낀다. Ⅳ-9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거나 시도해볼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Ⅳ-10 

나도 모르게 이 인터넷 쇼핑몰에 완전히 

빠져든다. 
Ⅳ-11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주변 

일에 대해 잊어버린 적이 있다. 
Ⅳ-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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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단일 차원의 척도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Wu (1999)와 Elliott & Speck (2005)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 중 본 연구에 적절한 것을 골라 이용하였다. 개별 문항의 내용은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3-16> 인터넷 쇼핑몰 태도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번호 출처 

인터넷 

쇼핑몰 태도 

이 인터넷 쇼핑몰이 좋다. Ⅴ-1 

Wu (1999), 

Elliott & 

Speck 

(2005) 

이 인터넷 쇼핑몰이 호감이 간다. Ⅴ-2 

이 인터넷 쇼핑몰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Ⅴ-3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한다. 
Ⅴ-4 

이 인터넷 쇼핑몰이 마음에 든다. Ⅴ-5 

 

 

(6) 동질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분류 방식에 따른 

이용자의 지각과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때 의류 제품에 대한 지식 및 친숙도, 

패션 관여도와 평소 인터넷 쇼핑 행동이 이용자의 지각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문항을 측정한 뒤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측정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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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동질성 확보를 위한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번호 출처 

제품 지식 

이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하는 제품을 본 적이 

있다. 
Ⅵ-1 Rao & 

Monroe 

(1988)을 

참고하여 

연구자 개발 

이 인터넷 쇼핑몰이 제공하는 제품이 친숙하다. Ⅵ-2 

이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하는 제품이 어느 브랜드 

제품인지 안다. 
Ⅵ-3 

패션 

관여도 

패션은 나에게 중요하다. Ⅵ-4 

Chae et al. 

(2006), 

최진우 

(2013)에서 

수정, 보완 

나는 패션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Ⅵ-5 

나는 평소에 패션 제품 상표에 관심이 많다. Ⅵ-6 

패션 제품이 첫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Ⅵ-7 

나는 패션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패션 

잡지를 읽는다. 
Ⅵ-8 

친구들이 나에게 패션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가 

있다. 
Ⅵ-9 

인터넷 쇼핑 

행동 

나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 자주 접속한다. Ⅵ-10 

연구자 개발 나는 종종 인터넷을 이용해 패션 제품을 

구매한다. 
Ⅵ-11 

 

 

(7)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 부분은 성별, 연령, 최종 학력, 결혼 여부, 직업, 월 평균 수입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남성이거나 연령이 20~30 대가 아닐 경우 설문이 

종료되도록 하였다. 연령, 최종 학력, 결혼 여부, 직업, 월 평균 수입이 자극물 

유형에 따른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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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과 표본 구성 

 

본 연구의 실증적인 조사는 전문 리서치기관의 패널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20~30 대 여성을 대상으로 2013 년 10 월 

31 일부터 11 월 7 일까지 총 8 일간 설문이 진행되었다.   

전체 423 명으로부터 얻은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을 걸러내기 위해 사이트를 

둘러본 후 사이트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풀게 하였으며, 인터넷 쇼핑몰 페이지 체류 

시간이 30 초 미만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 423 명의 응답 중 114 명의 

응답이 제외되어 총 309 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응답자들은 제품 분류 기준과 구조에 의해 구분되는 5 가지 유형의 자극물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최종 분석에 이용된 자극물 유형 별 표본의 수는 <표 3-

18>와 같다. 

 

<표 3-18>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수 

자극물 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제품 분류의 기준 분류학적 분류 목적-유도적 분류 
분류학적 

분류 

제품 분류의 구조 4x12 구조 12x4 구조 4x12 구조 12x4 구조 4x3x4 구조 

표본의 수 (명) 63 64 60 60 62 

합계 (명)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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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분석  

 

수집된 응답은 SPSS 21.0 와 AMOS 18.0 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SPSS 21.0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AMOS 18.0 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선행 연구를 통해 구성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신뢰도 분석의 경우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을 통해 실시하였다. 제품에 대한 지식, 패션 관여도, 인터넷 쇼핑 

행동 변수에서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통해 각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자료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차분석을 통해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피험자 

집단 간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 쾌락적/실용적 쇼핑가치 지각과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에 앞서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문항을 

삭제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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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절 조작 검정 및 집단 간 동질성 확보 

 

본 절에서는 먼저 자극물 유형에 따른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분류학적으로 분류한 자극물과 목적-유도적으로 분류한 

자극물을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지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외의 다른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각 집단에서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극물 유형에 따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없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한 지식 및 친숙도, 패션 관여도와 평소 인터넷 쇼핑 행동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관련 문항을 물어보았으며, 집단에 

따라 위 변수가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지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제시한 

인터넷 쇼핑몰 페이지에서 체류한 시간을 측정하여 이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1. 자극물 조작 검정 

 

자극물로 제시한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기준이 분류학적 분류인 경우와 

목적-유도적 분류인 경우를 응답자들이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지 확인하고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유형 1, 2, 5 를 탐색한 응답자들이 유형 3, 4 를 

탐색한 응답자에 비해 해당 제품이 제품 특성에 의해 분류되었다는 문항에 대해 

평균적으로 높게 응답한 반면 유형 3, 4 를 탐색한 피험자들은 유형 1, 2, 5 를 

탐색한 피험자들보다 제품 분류 기준이 제품을 입는 상황 또는 제품이 가진 

이미지였다는 문항에 대해 높게 응답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극물은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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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자극물 조작 검정 결과 

문항 

평균 

F-value 분류학적 분류 목적-유도적 분류 
분류학적 

분류 

4x12 

(유형1) 

12x4 

(유형2) 

4x12 

(유형3) 

12x4 

(유형4) 

4x3x4 

(유형 5) 

제품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품이 분류되어 

있었다. 

5.30a 5.47a 4.68b 4.70b 5.18a 8.034*** 

제품을 입는 상황에 

따라 제품이 분류되어 

있었다. 

3.30c 3.14c 4.90b 5.80a 3.53c 55.628*** 

제품이 가진 이미지에 

따라 제품이 분류되어 

있었다. 

3.67c 3.78c 4.80b 5.27a 3.90c 23.625*** 

*** p<.001 

Note: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사후검정으로 던컨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음.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평균이 큰 순서대로 알파벳으로 표시하였음. 

 

 

2.  집단 간 동질성 검정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극물 유형에 따른 응답자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자극물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5 집단이 

인구통계학적으로 동질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4-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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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교차분석 결과 

항목 세부범주 

빈도 

χ2 prob. 분류학적 분류 
목적-유도적  

분류 

분류학적 

분류 

4x12 

(유형1) 

12x4 

(유형2) 

4x12 

(유형3) 

12x4 

(유형4) 

4x3x4 

(유형 5) 

연령 
20 대 30 32 30 31 31 

.206 .995 
30 대 33 32 30 29 31 

결혼 

여부 

미혼 36 40 36 44 41 
4.135 .388 

기혼 27 24 24 16 21 

학력 

대학교 재학 

이하 
14 15 16 15 12 

7.254 .840 대학교 졸업 41 44 38 35 43 

대학원 이상 8 5 6 10 7 

직업 

전업주부 11 6 13 7 8 

15.715 .473 

학생 13 11 11 13 15 

관리직, 전문직 

및 전문기술직 
4 12 9 11 7 

사무종사자 29 24 19 25 22 

기타 6 11 8 4 10 

월평균 

수입 

200 만원 미만 6 7 7 11 11 

15.307 .759 

200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 
10 16 16 11 11 

300 만원 이상 

~400 만원 미만 
17 15 11 13 12 

400 만원 이상 

~600 만원 미만 
19 13 17 15 15 

600 만원 이상 

~800 만원 미만 
4 10 5 6 10 

800 만원 이상 7 3 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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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시된 제품에 대한 지식 및 친숙도 

 

제시된 제품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을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지각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3 문항을 물어보았다. 3 문항 중 한 문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형 4, 5 집단이 유형 1, 2 집단에 비해 제시된 

제품을 친숙하게 느낀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두 문항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3 문항 모두 4 점에 못 미치는 평균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응답자가 제시된 제품에 대해 지식 및 친숙도가 높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4-3> 제시된 제품에 대한 지식의 집단 간 동질성 확보 

문항 

평균 

F-

value 
prob. 

분류학적 분류 
목적-유도적 

분류 

분류학적 

분류 

4x12 

(유형1) 

12x4 

(유형2) 

4x12 

(유형3) 

12x4 

(유형4) 

4x3x4 

(유형 5) 

이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하는 제품을 본 

적이 있다. 

2.56 2.81 2.98 2.92 2.98 .896 .466 

이 인터넷 쇼핑몰이 

제공하는 제품이 

친숙하다. 

3.41b 3.41b 3.80ab 3.93a 3.98a 2.792 .027 

이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하는 제품이 어느 

브랜드인지 안다. 

1.79 1.98 2.28 2.08 2.18 1.747 .140 

Note: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사후검정으로 던컨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음.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평균이 큰 순서대로 알파벳으로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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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패션 관여도  

 

패션에 대한 관심이나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인지 과부하, 쇼핑 가치 등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어 패션 

관여도를 6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분산분석을 통해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5 집단이 패션 관여도에 있어 동일한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표 4-4> 패션 관여도의 집단 간 동질성 확보 

항목 

평균 

F-value prob. 
분류학적 분류 목적-유도적 분류 

분류학적 

분류 

4x12 

(유형1) 

12x4 

(유형2) 

4x12 

(유형3) 

12x4 

(유형4) 

4x3x4 

(유형 5) 

패션 관여도 4.72 4.49 4.59 4.56 4.61 .454 .769 

Note: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문항들의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하였음.  

 

 

(4) 인터넷 쇼핑 행동 

 

인터넷 쇼핑몰에 자주 방문하고 구매 경험이 많은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응답자와 다른 응답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단 간 인터넷 쇼핑 행동 

정도가 동일한지 분산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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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인터넷 쇼핑 행동의 집단 간 동질성 확보 

문항 

평균 

F-

value 
prob. 

분류학적 분류 목적-유도적 분류 
분류학적 

분류 

4x12 

(유형1) 

12x4 

(유형2) 

4x12 

(유형3) 

12x4 

(유형4) 

4x3x4 

(유형 5) 

나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 자주 

접속한다. 

4.95 4.69 5.17 5.08 4.97 1.056 .379 

나는 종종 인터넷을 

이용해 패션 제품을 

구매한다. 

5.48 5.28 5.55 5.38 5.32 .392 .815 

Note: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5) 인터넷 쇼핑몰 페이지 체류 시간 

 

자극물을 불성실하게 둘러보는 응답자를 분석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페이지 체류 시간을 확인하였다. 자극물을 30 초 미만으로 둘러본 응답자를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집단 간 인터넷 쇼핑몰 페이지 체류 시간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6> 인터넷 쇼핑몰 페이지 체류 시간의 집단 간 동질성 확보 

항목 

평균 

F-

value 
prob. 

분류학적 분류 목적-유도적 분류 
분류학적 

분류 

4x12 

(유형1) 

12x4 

(유형2) 

4x12 

(유형3) 

12x4 

(유형4) 

4x3x4 

(유형 5) 

체류 시간 145.44 222.94 180.05 192.05 162.08 .991 .413 

Note: 초 (second)로 측정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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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가설 검정에 앞서 선행 연구를 통해 구성한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신뢰성의 경우 같은 변수를 측정한 척도간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신뢰도 계수를 분석하였으며, 타당성의 경우 요인 분석에서 직교 회전에 

의한 요인 추출 방식을 통해 측정 문항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1. 다양성 지각과 인지 과부하 

 

직교 회전을 통해 요인을 추출한 결과, 다양성 지각과 인지 과부하가 서로 다른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다양성 지각 측정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인지 과부하 변수를 측정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80 이상인 

것이 확인되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고유치는 각각 2.675, 1.493 으로, 다양성 

지각 변수가 설명하는 분산은 53.510%, 인지 과부하 변수가 설명하는 분산은 

29.856%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성 지각의 경우 선행 연구를 통해 총 3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이 .942 로 높아 다양성 지각 

변수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한편 2 문항을 통해 측정한 인지 과부하 변수의 경우 

신뢰도 계수가 .644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70 이상의 신뢰도 계수를 만족할만한 

것으로 평가하나, 측정하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신뢰도 계수가 .6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인지 과부하 변수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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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다양성 지각과 인지 과부하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누적) 
신뢰도 

다양성 

지각 

이 쇼핑몰은 나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 
.945 

2.675 53.510 .942 
이 쇼핑몰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둘러볼 수 있다. 
.950 

이 쇼핑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있다. 
.926 

인지  

과부하 

이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845 

1.493 
29.856 

(83.365) 
.644 

이 쇼핑몰을 둘러보는 동안 지쳤다. .861 

 

 

2.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과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과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이 서로 다른 요인인지, 측정 

문항이 각각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올바르게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직교 회전을 이용하여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결과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과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이 각각 다른 요인으로 묶여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의 경우 고유치는 4.714 이며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788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변수의 고유치는 4.344 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693 이상으로 확인되어 

만족할만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신뢰도 계수를 통해 내적 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각각 .946 과 .917 로 충분히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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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쇼핑가치 지각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누적) 
신뢰도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은 

재미있다. 
.849 

4.714 39.285 .946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으면 즐거움을 느낀다. 
.871 

나는 이 인터넷 쇼핑몰에 흥미를 

느낀다. 
.852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거나 시도해볼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811 

나도 모르게 이 인터넷 쇼핑몰에 

완전히 빠져든다. 
.875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주변 일에 대해 잊어버린 적이 

있다. 

.788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단시간에 

많은 상품을 볼 수 있다. 
.693 

4.344 
36.201 

(75.486) 
.917 

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790 

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고 실용적이다. 
.792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815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819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쇼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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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쇼핑몰 태도 

 

직교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인터넷 쇼핑몰 태도는 단일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890 이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고유치는 4.407 로 총 분산의 88.133%를 설명하였다. Cronbach’s 

α값은 .966 으로 문항이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4-9> 인터넷 쇼핑몰 태도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인터넷  

쇼핑몰  

태도 

이 인터넷 쇼핑몰이 좋다. .941 

4.407 88.133 .966 

이 인터넷 쇼핑몰에 호감이 간다. .958 

이 인터넷 쇼핑몰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943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한다. 
.890 

이 인터넷 쇼핑몰이 마음에 든다. .960 

 

 

4. 패션 관여도 

 

추가적으로 패션 관여도 관련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결과 선행 

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6 개 문항이 단일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해당 요인의 

고유치는 3.453 으로 분산의 57.558%를 설명하며,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671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다른 변수와 마찬가지로 Cronbach’s α 값을 이용해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신뢰도는 .836 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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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패션 관여도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패션 

관여도 

패션은 나에게 중요하다. .820 

3.453 57.558 .836 

나는 패션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864 

나는 평소에 패션 제품 상표에 관심이 

많다. 
.746 

패션 제품이 첫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671 

나는 패션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패션 잡지를 읽는다. 
.687 

친구들이 나에게 패션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가 있다.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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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제품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효과 검증 

 

본 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연구문제 1, 2 와 3 를 

탐구하기 위해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라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 쾌락적/실용적 

쇼핑가치 지각과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자극물 유형 1, 2, 3, 4 에 배정된 피험자 247 명의 응답을 

평균 비교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연구문제 4 를 탐구하기 위해 분류 구조의 깊이가 이용자의 

지각과 태도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확인하였다. 첫 번째 부분에서 분류 

구조의 깊이와 너비 중 너비 부분만을 다루었으므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자극물 유형 1, 2 를 둘러본 집단과 5 를 둘러본 집단 총 3 집단의 응답이 

분산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5 개 집단 전체의 응답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여 연구문제 5 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의 분류 기준과 구조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1. 제품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에 따른 이용자의 지각 및 태도 

 

연구문제 1 과 2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품 분류의 기준과 제품 분류 구조에 

따른 효과를 탐구하고자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응답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집단 간 차이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던컨의 다중비교를 통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과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대해 제품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효과를 차례대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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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에 따른 다양성 지각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에 따라 응답자들이 구색의 다양성을 다르게 지각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류 기준의 경우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목적-유도적 분류에서 분류학적 분류의 경우보다 다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M 분류학적 분류=3.61, M 목적-유도적 분류=4.20). 분류 

구조에 따른 주효과는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제품 

구조가 4x12 인 경우보다 12x4 일 때 다양성을 높게 지각하였다 (M4x12=3.72, 

M12x4=4.07). 따라서 H1a, H2a 가 채택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4-1>과 <표 

4-1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4-1> 다양성 지각에 대한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주효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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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른 다양성 지각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value prob. 

집단간 (주효과) 

분류 기준 21.555 1 21.555 12.812 .000 

분류 구조 8.019 1 8.019 4.767 .030 

상호작용 

분류 기준 x 분류 구조 6.430 1 6.430 3.822 .052 

집단 내 (오차) 408.816 243 1.682   

전체 4188.556 247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상호작용 효과가 수용할만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p=.052). 던컨의 다중 비교 결과 목적-유도적 분류에 의해 12x4 구조로 제품이 

분류, 제시될 경우 이용자들은 다양성을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즉, 제품이 분류학적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에는 분류 구조의 

영향이 미미한 반면 제품 착용 목적에 의해 분류된 경우 분류 구조가 4x12 인 

경우보다 12x4 인 경우 이용자들이 제품 구색을 다양하다고 지각하였다. 사후검정 

결과는 <표 4-12>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자극물 유형에 따른 다양성 지각의 

평균값을 <그림 4-2>에서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였다. 

 

<표 4-12>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른 다양성 지각 사후검정 결과 

문항 

평균 

F-value prob. 
분류학적 분류 목적-유도적 분류 

4x12 

(유형1) 

12x4 

(유형2) 

4x12 

(유형3) 

12x4 

(유형4) 

다양성 지각 3.59b 3.63b 3.86b 4.54a 7.053 .000 

Note: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세 문항의 평균을 이용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던컨의 다중비교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 크기의 순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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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다양성 지각에 대한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상호작용 효과 

 

 

 

(2) 제품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에 따른 인지 과부하 

 

이용자가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에 따라 인지적으로 과부하를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과 분류 기준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 분류학적 분류=3.16, M 목적-유도적 분류=3.40, 

F=2.402, p=.123), 분류 구조에 따른 주효과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자들은 계층 구조를 가지는 분류 방식을 접하였을 때 첫 번째 계층 

수준에서 적은 수의 하위 범주를 가지는 것보다 많은 수의 하위 범주를 가질 때 

인지적으로 과부하를 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M4x12=3.47, M12x4=3.08, F 

=6.180, p=.014). 따라서 H1b 가 기각, H2b 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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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인지 과부하에 대한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주효과 검정 

    

 

<표 4-13>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른 인지 과부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value prob. 

집단간 (주효과) 

분류 기준 3.431 1 3.431 2.402 .123 

분류 구조 8.825 1 8.828 6.180 .014 

상호작용 

분류 기준 x 분류 구조 4.495 1 4.495 3.147 .077 

집단 내 (오차) 347.107 243 1.428   

전체 3010.750 247    

 

인지 과부하에 대한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F 값이 

3.147 로 나타났다 (p=.077).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p<.10 수준에서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던컨의 사후 

검정을 통해 집단 간 차이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사후검정 결과 

목적-유도적으로 분류된 경우 구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제품이 분류학적으로 분류된 경우 4x12 구조에서보다 12x4 구조에서 유의미하게 

인지 과부하를 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p=.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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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른 인지 과부하 사후검정 결과 

문항 

평균 

F-value prob. 
분류학적 분류 목적-유도적 분류 

4x12 

(유형1) 

12x4 

(유형2) 

4x12 

(유형3) 

12x4 

(유형4) 

인지 과부하 3.48a 2.84b 3.45a 3.34a 4.013 .008 

Note: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두 문항의 평균을 분석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던컨의 다중비교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 크기의 순서와 같음. 

 

<그림 4-4> 인지 과부하에 대한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상호작용 효과 

 

 

 

 (3) 제품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에 따른 쇼핑가치 지각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의 경우 분류 기준에 의한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F=9.351, p=.002). 제품이 목적-유도적으로 분류된 경우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응답의 평균값이 3.42 인 반면 제품 품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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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학적으로 분류된 경우 응답의 평균값이 2.95 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반면 분류 

구조에 의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M4x12=3.07, M12x4=3.29, F=2.304, 

p=.155). 따라서 H1c 는 채택, H2c 는 기각되었다.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분류 기준에 의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M 분류학적-분류=3.89, M 목적-유도적 분류=4.06, F=1.617, p=.205), 

분류 구조에 의한 주효과만 확인되었다 (M4x12=3.78, M12x4=4.17, F=8.424, 

p=.004). 따라서 H1d 는 기각, H2d 는 채택되었다. 즉, 응답자들은 제품이 두 번째 

계층보다 첫 번째 계층 수준에서 넓은 범주 수를 가질 경우 더 실용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과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모두에서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F 값과 유의확률은 <표 4-

15>와 같다. <표 4-15>에는 비교가 용이하도록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과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에 대한 검정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4-5>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에 대한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주효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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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에 대한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주효과 검정 

    

 

 

<표 4-15>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른 쇼핑가치 지각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F-value prob. F-value prob. 

집단간 (주효과) 

분류 기준 9.351 .002 1.617 .205 

분류 구조 2.034 .155 8.424 .004 

상호작용 

분류 기준 x 분류 구조 .252 .616 .027 .868 

 

 

집단 간 차이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던컨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제품이 

목적-유도적 분류에 의해 12x4 구조로 분류된 경우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과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과 <그림 

4-7>, <그림 4-8>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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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른 쇼핑가치 지각 사후검정 결과 

문항 

평균 

F-value prob. 
분류학적 분류 목적-유도적 분류 

4x12 

(유형1) 

12x4 

(유형2) 

4x12 

(유형3) 

12x4 

(유형4)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2.88b 3.02b 3.28ab 3.57a 3.859 .010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3.71b 4.08ab 3.86b 4.27a 3.340 .020 

Note: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문항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음.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던컨의 다중비교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 크기의 순서와 같음. 

 

 

<그림 4-7>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에 따른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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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에 따른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4) 제품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태도 

 

제품 분류 시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는지, 분류 구조는 어떠한지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과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 모두에서 유의미한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H1e 와 H2e 가 

채택되었다. 

제품을 분류학적 분류보다는 목적-유도적 분류 방법에 의해 분류할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M 분류학적 분류=3.26, M 목적-유도적 분류=3.77, 

F=10.675, p=.001), 분류 구조가 4x12 인 경우보다 12x4 인 경우에서 응답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M4x12=3.32, M12x4=3.70, F=6.035 

p=.015). 

한편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대한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상호작용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각 집단의 평균값은 아래 표와 그림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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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대한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주효과 검정 

    
 

 

<표 4-17>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태도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value prob. 

집단간 (주효과) 

분류 기준 16.451 1 16.451 10.675 .001 

분류 구조 9.300 1 9.300 6.035 .015 

상호작용 

분류 기준 x 분류 구조 .211 1 .211 .137 .712 

집단 내 (오차) 374.485 243 1.541   

전체 3440.760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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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태도 사후검정 결과 

문항 

평균 

F-value prob. 
분류학적 분류 목적-유도적 분류 

4x12 

(유형1) 

12x4 

(유형2) 

4x12 

(유형3) 

12x4 

(유형4) 

인터넷 쇼핑몰 

태도 
3.09b 3.42b 3.55b 4.00a 5.582 .001 

Note: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5 개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던컨의 다중비교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 크기의 순서와 같음. 

 

<그림 4-10>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태도 

 

 

분산분석 결과를 통해 제품을 착용 목적에 의해 분류하거나 첫 번째 계층 

수준에서 범주를 넓게 가져갈 경우 다양성을 높게 지각하며, 첫 번째 계층 수준에서 

범주의 수가 많을 경우 적은 경우에 비해 인지 과부하를 널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분류학적 분류보다는 목적-유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이용자로 

하여금 쾌락적 쇼핑가치를 지각하도록 만드는데 유리하며, 두 번째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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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보다는 첫 번째 계층 수준에서 범주를 넓게 가져가는 것이 이용자로 하여금 

실용적 쇼핑가치를 높게 지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너비에 따른 효과를 탐구한 연구문제 1, 2 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4-19>와 같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연구문제 3 의 결과는 

<표 4-20>에 제시하였다.  

 

<표 4-19> 연구문제 1, 2 의 연구가설 채택 여부 

가설 가설 내용 채택 여부 

H1a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성 

지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1b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인지 

과부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1c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1d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1e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채택 

H2a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 구조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성 지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2b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 구조에 따라 이용자의 인지 과부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2c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 구조에 따라 이용자의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d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 구조에 따라 이용자의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2e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 구조에 따라 이용자의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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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연구문제 3 의 연구가설 채택 여부 

가설 가설 내용 채택 여부 

H3a 
이용자의 다양성 지각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채택 

H3b 
이용자의 인지 과부하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채택 

H3c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기각 

H3d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기각 

H3e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기각 

 

 

2. 제품 분류 구조의 깊이에 따른 이용자의 지각 및 태도 

 

본 절의 앞부분에서는 제품 분류 구조가 2 단계의 계층 구조를 가질 때 첫 번째 

계층 수준에서 많은 범주를 제시하는 경우와 두 번째 계층 수준에서 많은 범주를 

제시하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이제부터 제품 분류 구조의 깊이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따른 효과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품 분류 구조의 깊이가 2 와 3 으로 

다른 자극물을 둘러본 응답자에 대해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인터넷 쇼핑몰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류 기준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고 분류 구조에 의한 효과만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류의 기준은 분류학적 분류 한 가지로 통일하였다. 수집된 응답 중 자극물 유형 1, 

2, 5 를 둘러본 응답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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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분류 깊이에 따른 효과 검증에 이용된 표본의 수 

자극물 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 5 

제품 분류의 기준 분류학적 분류 

제품 분류의 구조 4x12 구조 12x4 구조 4x3x4 구조 

표본의 수 (명) 63 64 62 

합계 (명) 189 

 

분류 구조의 깊이가 2 인 4x12, 12x4 구조와 분류 구조의 깊이가 3 인 

4x3x4 구조를 가진 인터넷 쇼핑몰을 접한 세 집단을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 사후 검정을 통해 양상을 

확인하였다. 다양성 지각,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과 인터넷 쇼핑몰 태도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H4a, H4c, H4e 가 기각되었다.  

한편 인지 과부하의 경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던컨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12x4 구조를 본 피험자가 가장 적은 인지 과부하를 느꼈으며, 이는 

4x3x4 구조를 가진 인터넷 쇼핑몰을 접한 피험자의 응답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4x12 구조를 접한 피험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M4x12=3.48, M12x4=2.84, M4x3x4=3.25, F=4.659, p=.011). 따라서 분류 구조의 

깊이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H4c 가 기각되었다. 

4x3x4 구조의 인터넷 쇼핑몰 자극물을 본 응답자들이 4x12 구조인 자극물을 본 

집단에 비해 실용적 쇼핑가치를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M4x12=3.71, 

M12x4=4.08, M4x3x4=4.21, F=4.004, p=.020). 그러므로 H4d 가 채택되었다.  

결과를 통해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품 분류의 구조는 실용적 쇼핑가치와 더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극물 유형 1, 2, 5 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유형 1, 2 를 둘러본 피험자의 응답과 유형 5 를 둘러본 피험자 의 

응답 사이에 따른 두드러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터넷 쇼핑몰의 

깊이보다는 너비가 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78 

<표 4-22> 분류 구조의 깊이에 따른 효과 분산분석 결과 

문항 

평균 
F-

value 
prob. 4x12 

(유형 1) 

12x4 

(유형 2) 

4x3x4 

(유형 5) 

다양성 지각 3.59 3.63 3.85 .757 .470 

인지 과부하 3.48a 2.84b 3.25ab 4.659 .011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2.88 3.02 3.20 1.093 .337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3.71b 4.08a 4.21a 4.004 .020 

인터넷 쇼핑몰 태도 3.09 3.42 3.55 2.231 .110 

Note: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문항들의 평균을 분석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던컨의 다중비교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 크기의 순서와 같음. 

 

 

<표 4-23> 연구문제 4 의 연구가설 채택 여부 

가설 가설 내용 채택 여부 

H4a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 구조의 깊이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성 지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4b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 구조의 깊이에 따라 이용자의 인지 

과부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4c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 구조의 깊이에 따라 이용자의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4d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 구조의 깊이에 따라 이용자의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4e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분류 구조의 깊이에 따라 이용자의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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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의 지각과 인터넷 쇼핑몰 태도의 관계 

 

연구문제 5 에서 제시한대로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방식이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구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과관계를 탐구하기에 앞서 각 변수 간 확인적 요인분석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연구가설로 설정한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문항 중 두 문항을 삭제한 뒤 25 문항에 대해 

최대우도측정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부하량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지수를 확인하여 측정변수 요인 부하량의 표준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Normed χ2=2.319 (χ2=371.005, 

df=160), NFI=.947, TLI=.963, GFI=.888, CFI=.969, RMSEA=.065 로 나타났다.  

Normed χ2 의 경우 기준치인 3 미만이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NFI, TLI, GFI, CFI 의 경우 0.9 이상일 경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RMSEA 의 

경우 .08 이하이면 만족할만한 수준이므로 GFI 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만족할만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GFI 역시 0.9 에 근사한 값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 4-24>, <그림 4-1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앞서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는 Cronbach's α값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문항을 수정한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과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요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각 .952, .924 로 기준치인 0.7 이상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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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표준화  

계수 

Critical 

ratio 
적합도 지수 

다양성 

지각 

이 쇼핑몰은 나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 .92 23.223 

Normed χ2 

=2.319 

 

NFI=.947, 

TLI=.963, 

GFI=.888, 

CFI=.969 

RMSEA=.065 

이 쇼핑몰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둘러볼 수 있다. .96 25.069 

이 쇼핑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있다. 
.87 - 

인지 

과부하 

이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68 6.911 

이 쇼핑몰을 둘러보는 동안 지쳤다. .71 -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은 재미있다. .93 -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으면 

즐거움을 느낀다. 
.94 31.430 

나는 이 인터넷 쇼핑몰에 흥미를 느낀다. .93 30.161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거나 시도해볼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86 23.771 

나도 모르게 이 인터넷 쇼핑몰에 완전히 

빠져든다. 
.82 21.508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75 15.638 

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고 

실용적이다. 
.87 19.764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83 18.178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은 쉽다. .92 21.755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쇼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85 - 

인터넷  

쇼핑몰  

태도 

이 인터넷 쇼핑몰이 좋다. .94 34.692 

이 인터넷 쇼핑몰이 호감이 간다. .96 38.510 

이 인터넷 쇼핑몰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92 32.736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한다. 
.85 24.637 

이 인터넷 쇼핑몰이 마음에 든다. .95 - 
 

Note: 비표준화 인과계수 (estimate)를 1 로 고정시킨 경우 critical ratio 가 도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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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ote: 요인 부하량은 표준화 계수를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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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에 본 모형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요인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잠재요인 타당성이란 측정 변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요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학식 & 임지훈, 2011).  

집중 타당성의 경우 표준화 요인 부하량의 크기, 평균분산추출값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잠재요인 신뢰도 (Constructed reliability)를 통해 

확인한다. 요인 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표준화 요인 부하량이 0.7 일 경우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모형에서는 모든 문항이 0.68 이상의 표준화 

요인 부하량을 가져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은 

0.5 이상 잠재요인 신뢰도는 0.7 이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4-

25>에 제시한 것과 같이 인지 과부하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며, 

인지 과부하 역시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판별 타당성의 경우 한 요인이 다른 요인과 다른 요인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두 요인의 상관계수 제곱과 각각의 평균분산추출값을 비교하여 상관계수 제곱보다 

각각의 평균분산추출값이 높을 경우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Fornell 

& Larcker, 1981; 김도연, 2013 에서 재인용, p. 49). <표 4-25>에 제시한 것과 

같이 모든 요인간 판별 타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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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요인 별 상관계수, 평균분산추출, 잠재요인 신뢰도 

요인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인터넷 

쇼핑몰 

태도 

다양성 지각 .83c     

인지 과부하 
.11b 

(-.33)a 
.48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49 

(.70) 

.13 

(-.37) 
.80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28 

(.53) 

.32 

(-.57) 

.43 

(.66) 
.71  

인터넷 

쇼핑몰 태도 

.55 

(.74) 

.24 

(-.49) 

.77 

(.88) 

.50 

(.71) 
.85 

잠재요인 

신뢰도 
.94 .65 .95 .92 .97 

Note: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표시함.  

a: 상관계수, b: 상관계수 제곱, c: AVE (평균분산추출값) 

 

 

(2)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와 쇼핑가치 지각, 인터넷 쇼핑몰 태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가설로 설정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보면 Normed χ2=2.714 로 3 미만임을 

확인하였으며, NFI=.936, TLI=.952, GFI=.871, CFI=.959 RMSEA=.075 로 

수용할만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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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양성 지각이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γ=.615)과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γ=.349)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 H5a, H5b 가 채택되었다. 그 

영향력을 비교해본 결과 다양성 지각은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보다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지 과부하 역시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γ=-.293)과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γ=-.558) 모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H5c H5d 가 채택되었으며, 다양성 지각과 달리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품이 다양하다고 느낄수록, 인지적으로 과부하를 덜 느낄수록 이용자는 

쇼핑이 쾌락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과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의 

영향은 두 경로에서 모두 유의하게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어 H5e 와 H5f 가 

채택되었다. 한편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β=.736)이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β=.253)보다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용자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하려면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과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모두 신경 써야 하나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4-26>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가설 경로 Estimate Critical Ratio 

H5a 다양성 지각 →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 .615 12.039*** 

H5b 다양성 지각 →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 .349 5.855*** 

H5c 인지 과부하 →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293 -4.744*** 

H5d 인지 과부하 →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558 -6.183*** 

H5e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 → 인터넷 쇼핑몰 태도 .736 18.013*** 

H5f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 → 인터넷 쇼핑몰 태도 .253 6.853*** 

적합도 지수 
Normed χ2=442.447/163=2.714 

NFI=.936, TLI=.952, GFI=.871, CFI=.959 RMSEA=.07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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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이용자의 인식과 인터넷 쇼핑몰 태도 사이 인과 관계 검증 
 

 

*** p<.001 

 

<표 4-27> 연구문제 5 의 연구가설 채택 여부 

가설 가설 내용 채택 여부 

H5a 
다양성 지각은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b 
다양성 지각은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c 
인지 과부하는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d 
인지 과부하는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e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은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f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은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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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제언 

 

제 1절 요약 및 결론 

 

인터넷 시장은 급성장을 이루며 점차 오프라인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 의류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수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을 통한 직접구매 등 경쟁자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시장의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이해와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수의 제품을 진열하여 보여줄 수 

있으나, 이용자가 정보를 처리할 때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여 제시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수는 동일하더라도 어떻게 제품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제품의 

다양성 등 이용자의 지각 수준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분류 방식은 

중요한 이슈이다. 분류 방식에 대해 다룬 선행 연구 중 의류 제품에 관한 연구는 

소수이며,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내에서 제품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용자들의 지각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분류학적 분류인지, 목적-유도적 분류인지와 분류의 구조가 4x12 인지, 

12x4 인지에 따라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 쾌락적/실용적 쇼핑가치 지각과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분류 

구조의 내용을 확장하여 분류 구조의 깊이가 2 인지, 3 인지에 따라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 쾌락적/실용적 쇼핑가치 지각과 인터넷 쇼핑몰 태도라는 변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통해 알아본 이용자의 반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 시 시나리오와 더불어 설문을 위해 제작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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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자극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극물은 총 5 가지로, 5 개의 

인터넷 쇼핑몰은 분류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제공하는 제품의 수나 종류 등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통제하였다. 제품 사진은 실제 제품 사진 중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는 사진을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하기 위해 

자극물을 살펴보는 시간이 30 초 미만인 응답을 제거하였으며, 자극물로 제시한 

인터넷 쇼핑몰을 성실하게 둘러보았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하였다. 

수집한 423 개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이용한 응답의 

수는 총 309 개이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20~30 대 여성을 

설문 대상으로 삼았다.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에 따른 5 종류의 서로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자극물로 제공하였으며, 응답자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자극물을 충분히 

둘러본 뒤 설문에 응답하였다. 먼저 자극물 유형 1, 2, 3, 4 를 제공받은 피험자 

247 명의 응답을 이용하여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 중 너비에 의한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다음으로 유형 1, 2, 5 를 제공받은 피험자 189 명의 응답을 

이용하여 분류 구조의 깊이에 의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주효과를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분류 

기준의 경우 다양성 지각,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과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주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분류 구조의 경우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과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대한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제품이 제품 품목에 

의해 분류학적으로 분류되는 경우보다는 제품 착용 목적에 의해 분류될 때 

이용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품이 더 다양하다고 느끼며, 쇼핑 

경험을 즐겁다고 생각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분류의 

구조는 4x12 인 경우보다 12x4 인 경우 제품이 다양하다고 지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처리를 쉽게 하여 실용적인 쇼핑가치를 느끼며, 인터넷 쇼핑몰 태도 역시 

우호적이었다.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던 결과이나 첫 

번째 계층 수준에서 범주의 수를 넓게 펼쳤을 경우 제품의 다양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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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양성 지각과 인지 과부하에 대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4x12 구조의 경우 분류 기준에 의한 차이가 미미한 반면, 12x4 구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의 착용 목적에 의해 제품을 분류할 경우 다양성 지각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x4 구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류학적으로 

제품을 분류할 경우 피험자들이 인지 과부하를 적게 느낀다는 결과를 얻었다.  

셋째, 깊이가 3 인 4x3x4 구조의 경우 깊이가 2 인 4x12 구조와 비교해 유의한 

수준으로 실용적 쇼핑가치를 더 지각하였으나, 12x4 구조와 비교한다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류 구조의 경우 쾌락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적인 측면과 

관련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깊이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긴 어려우나, 4x12 구조를 4x3x4 구조로 바꿀 경우 쾌락적 쇼핑가치를 낮추지 

않으면서 실용적 쇼핑가치를 높게 지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다양성 지각이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과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지 과부하가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과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다양성 

지각은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에, 인지 과부하는 실용적 쇼핑가치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제품 다양성이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며, 인지 

과부하를 덜 느껴 정보 처리가 용이한 것이 실용적인 측면과 관련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맥을 같이한다 (Chang, 2011). 또한 인터넷 쇼핑몰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실용적 쇼핑가치보다 쾌락적 쇼핑가치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쾌락적인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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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시사점 

 

1.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 내에서 제품을 분류하는 방식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이용자가 제품의 다양성, 인지 과부하, 쾌락적/실용적 쇼핑가치를 

지각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 그간 잘 다뤄지지 않은 분류 방식에 대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제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식료품점, 서점 

등을 배경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Broniarczyk et al., 1998; Mogilner et al., 

2008), 의류 제품은 다른 제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의류학 분야에서 

별도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4x12 구조보다 12x4 구조에서 

다양성을 높게 지각하고, 인지 과부하를 덜 느꼈다. 이는 첫 번째 계층 수준의 

범주가 이용자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카테고리의 수가 많을수록 

다양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Rosch et al, 1976; 

Mogilner et al., 2008). 그러나 16x4 구조보다 4x16 구조가 이용하기 쉬우며, 

32x16 구조보다 16x32 구조에서 반응이 빨랐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Kiger, 1984; Larson & Czerwinski, 1998). 또한 

4x12 구조보다는 4x3x4 구조가 이용자로 하여금 실용적 쇼핑가치를 높게 지각하는 

반면 12x4 구조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분류 구조의 깊이에 따른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처럼 일부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의류 제품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 한 가지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의류 제품 구매 시 다른 제품에 

비해 품목, 디자인, 색상 등 다양한 속성 수준을 한꺼번에 고려하므로 첫 번째 

계층에서 범주를 넓게 펼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수 있고, 의류 제품 쇼핑의 

쾌락적인 속성으로 인해 깊이가 깊어져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다양성 지각이나 인지 과부하라는 변수를 측정하기에 분류 구조 너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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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12 가 충분히 많은 수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본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 제품 

분류 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추후 관련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분류 구조뿐만 아니라 분류의 기준이라는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다양성 지각과 인지 과부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동일한 수의 제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지에 따라 제품이 다양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대안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Reibstein et al., 

1975; Kahn, 1998; Oppewal & Koelemeijer, 2005), 선택 가능한 대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택에 불확실성을 느끼거나 인지 과부하를 

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Jacko & Salvendy, 1996; Chernev, 

2003). 본 연구에서는 제품 분류 방식에 따른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시장에서의 분류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여 인터넷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오프라인 점포와 달리 제품 탐색 과정에서 다양한 페이지를 넘나들게 된다. 

물리적 노력 없이 쉽게 페이지를 이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품 다양성에 대한 

지각이 다를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내에서 이용자의 지각 및 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학문의 축적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류학 분야의 많은 연구는 설문지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주제의 경우 실험에 의한 연구가 보다 적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시키고 조작 검정과 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후 연구에서 보다 견고한 실험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나리오와 더불어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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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여 자극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는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이용자의 지각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의류 산업 또는 

시장에서 실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 근거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분류 방식을 

하나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분류 기준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이 가진 정체성에 따라 제품을 분류학적으로 분류할지, 목적-유도적으로 

분류할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주 

경로로 하는 브랜드가 재고 소진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하고 있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제품을 찾도록 제품의 품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는 

큐레이션 쇼핑몰의 경우에는 판매보다는 이용자들이 긴 시간 쇼핑몰에 체류하며 

브랜드 또는 광고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품 착용의 목적에 의해 

제품을 분류하여 쾌락적인 쇼핑가치를 지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분류 구조의 경우 전반적으로 4x12 구조에 비해 12x4 구조로 제품을 

분류하여 제시한 인터넷 쇼핑몰이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고 지각하였고, 인지적으로 피로감을 덜 

느꼈으며, 더 즐거우면서도 실용적인 인터넷 쇼핑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 역시 우호적이었다. 따라서 이용자가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처음으로 보게 되는 범주인 첫 번째 계층 수준에서 많은 수의 

범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는데, 4x12 구조인 경우 

제품을 분류한 기준에 의한 효과가 미미한 반면 12x4 구조의 경우 분류학적인 



92 

기준에 의한 분류와 착용 목적에 의한 분류에서 다양성 지각과 인지 과부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에 따라 

분류의 구조가 12x4 에 가깝다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분류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분류 구조의 깊이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분류 구조의 깊이에 따른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4x12 구조보다 4x3x4 구조에서 이용자들이 유의미하게 

실용적 쇼핑가치를 높게 지각하긴 했으나,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 쾌락적 

쇼핑가치 지각과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서는 깊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너비가 넓어지는 분류 구조를 가진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너비를 넓히기보단 깊이를 2 에서 3 으로 변경하여 이용자들이 쾌락적 쇼핑가치 등 

다른 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실용적 쇼핑가치를 높게 지각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상황에 국한시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황 모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제품의 객관적인 양에 무관하게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 제품의 

다양성을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유추해보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여 진열하는지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이 

얼마나 다양하다고 느끼는지, 매장이 얼마나 산만하다고 느끼는지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적절한 분류 기준과 구조를 갖추었다고 해도 각 제품이 적절한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분류 체계가 소비자 친화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기 어렵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각 판매자에게 제품의 분류를 맡길 경우 

소비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많이 노출시키고 싶어 제품이 속하지 않은 범주에도 

제품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제품이 적절한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 속성을 반영한 제품 분류 코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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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언급한 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품의 분류 기준을 분류학적 기준과 착용 목적이라는 두 가지로 한정 

지어 연구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의류 제품 구매 시 다양한 속성 수준을 

고려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타깃, 브랜드, 색상, 계절감 등 다양한 분류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연구하지 않은 다른 분류 기준에 

의해 제품을 분류할 때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 

쇼핑가치 지각 및 인터넷 쇼핑몰 태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은 실제 현실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혼합되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김재일, 2006; Bossard et al., 2013) 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 구조의 깊이가 2 인지, 3 인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깊이가 깊을 때 인지 과부하를 느껴 결과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하면 분류 구조의 깊이 수준을 더 다양하게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 구조를 가진 인터넷 쇼핑몰의 분류 구조 깊이가 2 인 경우와 

3 인 경우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때 첫 번째, 두 번째 계층 수준, 깊이가 

3 인 경우 세 번째 계층 수준에서도 모두 제품 사진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계층 또는 세 번째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첫 번째 

계층 수준에서 제품의 상세 정보를 탐색한 이용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위해 이를 통제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경로의 길이 또는 깊이를 

원하는 제품까지 도달하는데 거치는 단계의 수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Puerta Melguizo et al., 2012), 이후 연구에서는 제품까지 도달하는데 

거친 단계의 수를 추적하거나 첫 번째 계층 수준에서 미리 제품을 볼 수 없도록 

통제하는 등의 연구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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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지각, 인지 과부하 등의 변수는 제품의 수 또는 범주가 다양해질수록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서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었다 (Miller, 1960). 뒤집어진 U 자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범주의 수와 제품의 수를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분류 구조의 수준을 

4x12, 12x4, 4x3x4 총 3 가지로 진행하여 연속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후 

연구에서는 분류 구조의 수준을 보다 다양하게 하여 연구한다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를 통해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입을 옷을 

구매하고자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한 상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맥락에서 구매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경우와 그저 둘러보기 위해 방문한 

탐색 상황의 경우 이용자의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Ha 

& Lennon, 2007; Ha & Lennon, 2010; Chang, 2011). 소비자가 구매 목적을 

가지고 둘러보는 경우 소비자는 정보의 질에 의존해 보다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보다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매 상황과 탐색 상황을 조절 변수로 하여 분류 기준 또는 분류 구조가 

이용자의 지각 수준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분류 방식 관련 변수로 자기결정성, 유사성 인식, 친숙도 등을 포함시킨 연구가 

있었으며, 후속 연구 설계 시 이러한 변수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Chen 

et al., 2011; Lamberton & Diehl, 2013). 자기 결정성이란 선택의 다양성이 

확보되었을 때 자신이 보다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느낌을 받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유사성 인식은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 인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언급하였으나, 품절 상황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양성을 분명하게 

지각하는 것보다는 품절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유사하게 인식하여 실망을 적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성 인식을 다양성 인식과 별개의 개념으로 

연구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친숙도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분류 구조의 깊이에 의한 효과를 검증할 때 한 문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여 집단 간 동질성을 완벽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을 고민해보면, 본 연구에서 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항을 측정할 때 자극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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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나서 물어보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극물을 봄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친숙도를 변수로 

투입하여 측정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지, 친숙도라는 변수가 실제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제품에 대한 친숙도만을 측정하였으나, 제시한 카테고리에 대한 친숙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제시된 카테고리가 자주 봐 온 카테고리일 

경우보다 평소에 보지 못한 색다른 카테고리일 경우 쇼핑가치 지각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이 분류학적으로 분류되었는지, 목적-유도적으로 

분류되었는지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범주를 가지고도 백은수 

(2012)의 연구에서처럼 쾌락적인 카테고리인지 실용적인 카테고리인지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예상한 범주인지 예상치 못한 범주인지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Poynor & Wood,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분류학적 분류에 의한 범주가 목적-유도적 분류에 의한 범주보다 친숙하고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주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닌지 후속 연구에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와 같은 매체를 

이용해 접속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의 경우 데스크탑에 비해 화면의 크기가 

현저하게 작은데, 이 경우 분류의 구조가 깊거나 넓은 것에 대해 어려움을 더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Ziefle (2010) 등이 언급했듯이 작은 화면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를 접할 때에는 더 읽기 쉬워야 하며 충분히 큰 글자크기로 보여져야 하므로 

화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분류의 구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분류 방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피험자를 선호 구축자, 선호 대응자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조절 효과를 알아보았으며, 결과 선호 구축자의 

경우에만 분류 방식의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Mogilner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루진 않았으나, 선호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미 선호를 구축한 사람인지에 따라 분류 구조에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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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유사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계층 구조를 가지는 메뉴의 너비와 깊이에 따른 이용자의 

반응을 살펴본 Jacko & Salvendy (1996)의 연구에서는 특정 정보를 찾도록 과업을 

주었으며, 결과의 정확성과 반응시간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이처럼 시나리오를 

조작할 때 응답자에게 특정 과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이 

실용적일 경우 보다 빨리 과업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류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시나리오 상에서 과업을 주지 않고 본 

연구에서처럼 인터넷 쇼핑몰 내부를 탐색하게 하는 경우에도 쇼핑 경험이 즐겁다고 

느낄 경우 체류 시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내 체류 시간을 

종속변수로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판매보다는 

수수료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이용자의 인터넷 쇼핑몰 

체류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체류 시간을 종속변수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이용자를 위한 분류 구조와 달리 

운영자 또는 관리자를 위한 분류 체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범주만 다루었으나, 사실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쇼핑몰의 분류 

구조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곽철완, 2001). 한 제품이 여러 범주에 동시에 속할 

수 있다는 뜻인데, 여러 범주에서 특정 제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인터넷 쇼핑몰 내부를 탐색하기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서로 다른 범주에 동시에 속하는 제품을 용이하게 관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또 다른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인지 과부하 변수를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평균분산추출값과 잠재요인 신뢰도 값이 기준치에 살짝 못 미치게 

나온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보다 타당성 있는 연구를 위해 인지 과부하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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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HS code 의류 제품 분류 체계 

61류 의류 (편직물) 62류 의류 (편직물제외) 

61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ㆍ카코트 

ㆍ케이프 ㆍ클록 ㆍ아노락 (스키재킷을 

포함한다) ㆍ윈드치터 ㆍ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 6103 호의 것을 

제외한다) 

62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ㆍ카코트 ㆍ케이프 ㆍ클록 

ㆍ아노락 (스키재킷을 포함한다) 

ㆍ윈드치터 ㆍ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 (제 6203 호의 것을 

제외한다) 

61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ㆍ카코트 

ㆍ케이프 ㆍ클록 ㆍ아노락 (스키재킷을 

포함한다) ㆍ윈드치터 ㆍ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 6104 호의 것을 

제외한다)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ㆍ카코트 ㆍ케이프 ㆍ클록 

ㆍ아노락 (스키재킷을 포함한다) 

ㆍ윈드치터 ㆍ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 (제 6204 호의 것을 

제외한다) 

61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ㆍ앙상블 ㆍ재킷 

ㆍ블레이저 ㆍ긴 바지 ㆍ가슴 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ㆍ앙상블 

ㆍ재킷 ㆍ블레이저 ㆍ긴 바지 

ㆍ가슴 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수영복을 제외한다) 

61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ㆍ앙상블 ㆍ재킷 

ㆍ블레이저 ㆍ드레스 ㆍ스커트 

ㆍ치마바지 ㆍ긴 바지 ㆍ가슴 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ㆍ앙상블 

ㆍ재킷 ㆍ블레이저 ㆍ드레스 

ㆍ스커트 ㆍ치마바지 ㆍ긴 바지 

ㆍ가슴 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수영복을 제외한다) 

61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2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61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 ㆍ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2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 

ㆍ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61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 ㆍ브리프 

ㆍ나이트셔츠 ㆍ파자마 ㆍ목욕용 가운 

ㆍ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2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 ㆍ언더팬츠 ㆍ브리프 

ㆍ나이트셔츠 ㆍ파자마 ㆍ목욕용 

가운 ㆍ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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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 ㆍ페티코트 

ㆍ브리프 ㆍ팬티 ㆍ나이트드레스 

ㆍ파자마 ㆍ네그리제 ㆍ목욕용 가운 

ㆍ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2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 ㆍ슬립 ㆍ페티코트 

ㆍ브리프 ㆍ팬티 ㆍ나이트드레스 

ㆍ파자마 ㆍ네그리제 ㆍ목욕용 

가운 ㆍ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6109 
티셔츠ㆍ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209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6110 

저지 ㆍ풀오버 ㆍ카디건 ㆍ웨이스트 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210 

의류 (제 5602 호 ㆍ제 5603 호 

ㆍ제 5903 호 ㆍ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 

6111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211 

트랙슈트 ㆍ스키슈트 ㆍ수영복 및 

기타 의류 

6112 
트랙슈트 ㆍ스키슈트 및 수영복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212 

브래지어 ㆍ거들 ㆍ콜셋 

ㆍ브레이스 ㆍ서스펜더 ㆍ가아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 (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114 
기타 의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213 손수건 

6116 

팬티호스 ㆍ타이즈 ㆍ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 [단계압박 양말류 (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및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214 
쇼올 ㆍ스카프 ㆍ머플러 ㆍ만틸라 

ㆍ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116 
장갑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215 넥타이류 

6117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과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6217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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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UNSPSC 의류 제품 분류 체계 

53100000 의류 

53101500 슬랙스, 

바지 및 반바지 

남아용 슬랙스, 바지 또는 

반바지 

53102500 

의복액세서리 

허리띠 또는 멜빵 

남성용 슬랙스, 바지 또는 

반바지 

넥타이, 스카프 또는 

머플러 

여아용 슬랙스, 바지 또는 

반바지 
테모자 

여성용 슬랙스, 바지 또는 

반바지 
장갑 

유아용 슬랙스, 바지 또는 

반바지 
우산 

53101600 셔츠 및 

블라우스 

남아용셔츠 운동용밴드 

남성용셔츠 옷걸이 

소녀용셔츠 또는 블라우스 완장 

여성용셔츠 또는 블라우스 가터 

유아용셔츠 또는 블라우스 타스레스 

53101700 스웨터 

남아용스웨터 네커치프 

남성용스웨터 손수건 

여아용스웨터 머리띠 

여성용스웨터 포켓프로텍터 

유아용스웨터 버튼커버 

53101800 코트 및 

자켓 

남아용코트 또는 자켓 caps 

남성용코트 또는 자켓 tie holders 

여아용코트 또는 자켓 chevrons 

여성용코트 또는 자켓 gorgets 

유아용코트 또는 자켓 
shoulder boards or 

epaulettes 

53101900 정장 

남아용정장 bib 

남성용정장 

53102600 잠옷 

남아용잠옷 

여아용정장 남성용잠옷 

여성용정장 여아용잠옷 

유아용정장 여성용잠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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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2000 드레스, 

스커트, 사리 및 

기모노 

여아용드레스, 스커트, 

사리 및 기모노 
유아용잠옷 

여성용드레스, 스커트, 

사리 및 기모노 
목욕가운 

유아용드레스, 스커트, 

사리 및 기모노 

53102700 유니폼 

군복 

53102100 오버올 및 

커버올 

남아용오버올 및 커버올 맞춤제복 

남성용오버올 및 커버올 경찰제복 

여아용오버올 및 커버올 대량조리 또는 요식업복 

여성용오버올 및 커버올 교복 

유아용오버올 및 커버올 경비복 

53102200 전통의류 

남아용전통의류 의료용가운 

남성용전통의류 간호사복 

여아용전통의류 앰뷸런스기사복 

여성용전통의류 사원복 

유아용전통의류 미용실작업복 

53102300 속옷  

런닝 의료보조원 제복 

슬립 안내인 제복 

팬티 

53102800 수영복 

남성용수영복 

브래지어 여성용수영복 

유아용기저귀 남아용수영복 

성인용기저귀 여아용수영복 

보정속옷 유아용수영복 

기저귀라이너 

53102900 운동복 

여성용운동복 

53102400 양말류 

스타킹 남성용운동복 

양말 남아용운동복 

팬티스타킹 여아용운동복 

타이즈 

53103000 Tshirts 

mens tshirts 

53103100 

Waistcoats 
mens waistcoats 

tshirt for expectant 

mothers 

531032000 

Disposable clothes 
disposable work coat ladies 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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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실증적 연구에 이용한 설문지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방식에 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한서영 (생활과학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방식에 대한 연구>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설문 내용은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방식에 따라 쇼핑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성인 여성 약 3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

구 기간은 2014년 3월 15일까지이며, 응답시간은 약 10분 소요됩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언제든

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두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응답 도중 귀하가 연구에 참

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으실 때에는 ‘중단하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는 옳

고 그른 답이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연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한서영 입니다. 본인은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

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

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

가 생길 시 연구 책임자 한서영에게 연락하시고, 만약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02-880-5153)로 연락하

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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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연구 도중

에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

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다음 시나리오를 읽고 제시된 링크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충분히 둘러본 후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귀하는 주말에 친구들과 편하게 만나는 자리에 입을 만한 옷을 구매하기 위해 아래 제시된 

링크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였습니다. 평소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떠올린 

뒤, 그와 유사한 가격대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하고 제시된 인터넷 쇼핑몰을 

구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인터넷 쇼핑몰 내부를 탐색한 뒤 마음에 드는 

제품을 하나 골라 어느 카테고리에 속해있는지 기억해주십시오. 탐색을 마친 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와 쇼핑하는 동안 느낀 점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5 개 사이트 중 1 가지에 무작위 배정. 

 

Ⅰ.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         ) 

 

이어서 제시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둘러본 인터넷 쇼핑몰은 제품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품이 분류되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가 둘러본 인터넷 쇼핑몰은 제품을 입는 상황에 

따라 제품이 분류되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가 둘러본 인터넷 쇼핑몰은 제품이 가진 

이미지에 따라 제품이 분류되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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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제시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동안 귀하가 느낀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쇼핑몰은 나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쇼핑몰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둘러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쇼핑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Ⅲ. 이어서 다음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쇼핑몰을 둘러보는 동안 지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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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제시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단시간에 많은 상품을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고 

실용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쇼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으면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이 인터넷 쇼핑몰에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거나 시도해볼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도 모르게 이 인터넷 쇼핑몰에 완전히 

빠져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주변 

일에 대해 잊어버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7 

Ⅴ. 다음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귀하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인터넷 쇼핑몰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인터넷 쇼핑몰이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인터넷 쇼핑몰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 인터넷 쇼핑몰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Ⅵ. 다음은 귀하의 패션에 대한 관심 및 평소 쇼핑 행동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하는 제품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인터넷 쇼핑몰이 제공하는 제품이 친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하는 제품이 어느 브랜드 

제품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패션은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패션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평소에 패션 제품 상표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패션 제품이 첫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패션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패션 

잡지를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친구들이 나에게 패션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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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 자주 접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종종 인터넷을 이용해 패션 제품을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속해서 귀하의 평소 인터넷 쇼핑 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 얼마나 자주 접속하십니까? 

① 주 3 회 이상          ② 주 1~2 회          ③ 월 1~3 회          ④ 3 개월에 1 회 미만 

 

2.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 (지마켓, 11 번가 등) 

② 국내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Hmall, 롯데닷컴 등) 

③ 국내 개인 의류쇼핑몰 (미아마스빈, 오가게 등) 

④ 해외 쇼핑몰 (ASOS, J.Crew 등) 

⑤ 기타 (___________) 

 

3. 귀하는 인터넷 쇼핑을 통해 의류 제품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① 주 1 회 이상   ② 월 1~3 회  ③ 3 개월에 1~2 회  

④ 1 년에 1~2 회   ⑤ 1 년에 1 회 미만 

 

4-1. 귀하가 인터넷 의류 쇼핑을 이용할 때 가장 자주 이용하는 기기는 무엇입니까?  

① 데스크탑   ② 랩탑   ③ 태블릿 PC 

④ 스마트폰   ⑤ 기타 

 

4-2. 귀하가 인터넷 의류 쇼핑을 이용할 때 두 번째로 자주 이용하는 기기는 무엇입니까? 

① 데스크탑   ② 랩탑   ③ 태블릿 PC  

④ 스마트폰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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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_____) 세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⑥ 기타 

 

5. 귀하의 직업은? 

① 무직 

② 전업주부  

③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④ 관리자 (고위 공무원, 기업 고위임원, 행정·경영지원 관리자, 전문 서비스·판매 관리자 등) 

⑤ 전문직 (연구원, 의사, 교수, 법조인, 회계사, 언론인 등) 

⑥ 전문기술직 (교사, 엔지니어, 디자이너, 간호사, 약사, 예술인, 연예인, 체육인 등) 

⑦ 사무종사자 (경영·회계 사무직, 법률 및 상담 사무직, 회사원, 공무원, 은행원 등)  

⑧ 서비스종사자 (이미용·의료 보조서비스직, 운송·여기 서비스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 

⑨ 판매종사자 (영업직, 점포 판매직, 방문·통신판매 관련직 등) 

⑩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농·축산 숙련직, 임업·어업 숙련직 등) 

⑪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식품가공관련, 섬유·의복 관련, 가구·악기 관련 기능직 등) 

⑫ 기타 

 

6. 귀하 가족 전체의 월 평균 총 수입액 (수입, 부수입 포함) 은? 

① 100 만원 미만   ② 10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③ 200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  ④ 300 만원 이상~ 400 만원 미만 

⑤ 400 만원 이상~ 600 만원 미만  ⑥ 600 만원 이상~ 800 만원 미만 

⑦ 800 만원 이상~ 1,000 만원 미만 ⑧ 1,000 만원 이상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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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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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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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growing importance in online market, many researchers in this field 

have studied consumer behavior in the Internet shopping sites. However, there 

have been only a few studies focusing on online context regarding classification 

issue. Depending on classification method, people may perceive the variety of 

the product differently. Customers may feel pleasure when they face a lot of 

product. However, some may think it is difficult to process a lot of informa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he product classification standard and 

structure influence on the users' shopping value perception and the attitude 

toward the Internet shopping site. In addition, the researcher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 of variables above.  

The number of products that online shopping sites deal with is skyrocketing. 

Customers have a tendency to put off the decision making when they face too 

many alternatives because each person has limited capability to process 

information. When too much information is provided, it is hard to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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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f the products can release the information overload. When 

products are classified optimally, customers can get the information much easier 

and faster and enjoy the shopping experience m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ustomers’ responses toward the product classific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search question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 total of 423 surveys were gathered; all respondents were women 

in their 20s and 30s. Five types of the Internet shopping site were developed and 

used as a stimulus. The participants were given a stimulus with a text-based 

scenario that explained the situation. After eliminating the unreliable responses, 

a total 309 respons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mean comparison analysis showed that the perceived variety, 

information overload, perceived shopping value and attitude toward the 

Internet shopping site varied significantly with the classification method. 

Compared with taxonomic classification, goal-derived classification led higher 

variety and hedonic shopping value perception, as well as attitude toward the 

Internet shopping site. When classification structure was 12x4, the subject rated 

perceived variety and the Internet shopping site attitude higher and information 

overload lower. Also, there was a marginally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classification standard and structure on variety perception and information 

overload.  

The researcher investigated the impact of classification structure, focusing on 

the depth of the structure. The results revealed that perceived utilitarian 

shopping value varied significantly with the depth of classification structur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hen it comes to the perceived 

variety, information overload perceived hedonic shopping value and attitude 

toward the Internet shopping site. In order words, when managers of the 

Internet shopping sites can make people perceive utilitarian shopping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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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without harming utilitarian shopping value by changing the depth of the 

classification from two to three. 

As a result of causal relation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variety perception 

positively influenced perceived hedonic and utilitarian shopping value. In 

addition, information overload affected perceived hedonic and utilitarian 

shopping value negatively. Both perceived hedonic and utilitarian shopping 

value positively impacted on the attitude toward the Internet shopping site. The 

impact of perceived hedonic shopping value on the attitude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perceived utilitarian shopping value.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classification method influenced on 

customers’ perception and attitude. This study has added to the fashion retailing 

literature by investigating the impact of classification method on the online 

context. This research used the realistic approach by suggesting the Internet 

shopping site stimuli with scenario. It provides interesting insights on how 

retailers can classify the product as a strategic tool in the retail setting. Based on 

the findings, retailers need to manage a way to classify the product to avoid the 

negative effect caused by lack of variety or information overload. Also, retailers 

should keep in mind the importance of the hedonic shopping value in order to 

form favorable attitudes toward their sites.  

 

Keywords     : Classification, Categorization, Perceived variet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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