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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온라인 상거래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가입 정보와 상품 조회 및 구
매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화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와 소비자 조사에서는 해당 상품추천 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온라인쇼핑 상품추천
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상품추천에 대
한 신뢰가 매우 저조하며 전반적인 활용도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와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가 온
라인쇼핑 상품추천이 지닌 대리인적인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온라
인쇼핑 상품추천은 소비자의 상품 탐색 및 구매 결정의 일부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대리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언
급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과 목표 불일치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의 선호
와 니즈를 우선으로 고려하며 특정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
한 상품추천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추천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 비대칭 및 목표 불일치
상황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장치
로서 소비자의 개인정보통제권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상품추천 과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 기능과 상품추천에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와 활동기록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는 기록 관리 기능을 소비자의 개인
정보통제권한을 실현하는 기능으로 설정하여 각 기능의 유무에 따른 소비
자의 신뢰와 행동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개인정보통제권한의 수준에
따른 소비자 신뢰와 행동의 차이를 추천 적합도가 조절하는 지 검증하였
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쇼핑 상품추천 특성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은 주로
암묵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활동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며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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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최근에 본(구매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과 다른 고
객이 해당 상품과 함께 본(구매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활
용하고 있었다.
일부 종합몰은 개인 소비자의 선호와 관계 없이 인기 판매 상품 혹은 광
고성으로 일부 사업자의 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며 의류‧도서 품목과 같은
경험재 상품을 취급하는 전문몰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누적된 활동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가장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거나 전문가의
추천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추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상품추천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와 활동기록을 수정하
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지 않았다.
둘째,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들은 사용자가 최근에 본(구매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추천처럼 본인의 조
회 기록과 구매 기록에 근거한 상품추천 방식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지
만 실제로는 일정 기간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구매한) 상품 혹은 다
른 사용자가 해당 상품과 함께 본 상품을 추천 받기를 선호하고 있었다.
사용자의 가입 시 프로필, 사이트 내 활동 기록, 구매 기록을 종합적으
로 분석한 상품추천에 대한 선호는 다른 추천 방식에 비해 상대적인 순위
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의 개인화 추천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개인화 추천에 대한 선호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다.
상품을 추천받은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추천상품 목록을 훑어보는 수준
이상의 적극적인 추천상품 확인과 구매 행동을 보이지 않아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상품추천 활용도는 낮은 편이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현재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
으로 활용되어 해당 상품이 추천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며 상품추천
과정에서 소비자가 특정 정보와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정
또한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앞의 첫 번째 연구결과와 종합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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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현재 국내에서는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관련한 소비자의 개인정보통
제권한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이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
는 신뢰와 특정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할 것이라는 신뢰,
상품추천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었다.
이는 앞의 연구 결과와 종합하였을 때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추천상품만 소비자에게 제시할 뿐,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이 실제
로 소비자의 선호와 부합하는 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했는지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품추
천을 믿고 따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추천을 제공하는 목적, 그리고 소비자들이 상품추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
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험의 결과로서 소비자들은 기존의 상품추천보다 어떤 개인 정보
가 어떤 방식으로 상품추천에 활용되는 지 설명을 제공하는 상품추천에서
신뢰, 이용의도, 구매의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설명만 제공되는 상품추
천보다 설명에 더불어 해당 상품추천 과정에서 원하는 개인정보와 활동기
록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는 기록 관리 기능도 제공하는 상품추천에서
신뢰, 이용의도, 구매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용의도와 구매의도는 설
명 기능만 제공되어도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 점수인 3점보다 더 높았
으며, 신뢰는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제공되어야 중간 점수
인 3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추천상품과 함께 소비자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여 해당 상품을 추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
매의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상품추천에 활용되는 개인정
보와 활동기록을 관리하는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통제
권한의 수준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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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
뢰, 이용의도, 구매의도는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은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이용의도, 구매의도의 평균값이 5점
리커트의 중간 점수인 3점을 근소하게 넘는 수준으로 추천 적합도의 평
균값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호와 취향에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상품추천 이용의
도, 추천상품 구매의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크기
를 크게 증가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소비자의 개인정보통제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 기능을 제공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품추천 신뢰, 이용의도, 구매의도가 추천 적합도
에 상관없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기록 관리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 경
우에는 상품추천 신뢰만 추천 적합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즉,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매의도는 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설명
기능에 기록 관리 기능이 추가되어도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매
의도의 증가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상품추천 알고리즘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안에 집중
되어 있는 기존 연구의 흐름에 상품추천의 사용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실제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와 행동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개인정보통제의
역할을 밝힌 의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추천 적합도를 동시에 고려함으
로써 소비자지향적인 상품추천의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개인정보통제, 상품추천, 소비자 신뢰,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
품 구매의도, 추천 적합도
학번: 2015-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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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광
고, 검색, 멀티미디어,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도입되고 있으며 상거
래 분야에서 또한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의 온라인 쇼핑몰
들이 소비자의 가입 정보와 상품 조회 및 구매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화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방대한 상품 정보와 선택 대안으로 인해 과부하를 겪는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기까지의 정보 탐색 및 대안 비교 과정
에서 인지적 노력이 크게 소모될 수 있다(박지우‧여정성, 2014). 온라인
쇼핑 상품추천은 상품들에 대한 방대한 정보 탐색 작업을 대신 수행하여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인지
적 노력의 소모를 줄이고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지만(Li & Karahanna, 2015; Sahoo et al., 2012; Ochi et al.,
2010), 일부 연구와 조사에서는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와 상품
추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5; Shang et al., 2012; Huang & Kao, 2011). 관련 연구들은 상품
추천의 정확도가 뛰어나도 소비자의 선호가 뚜렷하지 않거나 상품추천을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 상품추천에 대한 만족
도와 이용의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Dabholkar & Sheng, 2012;
Sheng, 2009; Wang & Benbasat, 2007). 그러므로 앞으로는 상품추천
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상품추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반응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상품추천의 발전 방향을 제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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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추천은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의 상품 탐색 및 구매 결정의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대리인으로서의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주인-대리인 이론
에서 언급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와 목표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즉, 상품추천에 관련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특정 상품이 소비자
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한지 혹은 상품추천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한지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의 신뢰와 이용의
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Wang & Benbasat, 2007; Gefen et
al., 2003; Bhattacherjee, 1998). 따라서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이 소비
자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하여 추천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그렇지 않
을 경우 상품추천 과정에의 조정과 참여를 통해 자신의 목적과 만족을 실
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소비자의
개인정보통제에 주목하였다.
개인정보통제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적 시스템
의 사용자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 자신의 정보가 판독되며 시스템이 사용
자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 지 명확히 알고 사용자가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Spiekermann,

2005;

Skinner, 1995). 개인정보통제는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사용자의 맞춤화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
졌다(Harper et al., 2015; Barklov et al., 2013; Dabholkar &
Sheng, 2012; Xu et al., 2011; 방영석 외, 2011). 온라인 상거래 분야
에서도 소비자의 개인정보통제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지만(Li & Karahanna, 2015) 현재까지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관련하여 개인정보통제의 영향을 밝힌 연구는 드문 편이다.
본 연구는 Spiekermann(2005)의 개인정보통제 개념을 참고하여 소비
자가 상품추천 과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 기능(방영석
외, 2011; Huang & Kao, 2011; Wang & Benbasat, 2007)과 상품추
천에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활동기록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는 기
록 관리 기능(Harper et al., 2015; Barklov et. al, 2013)을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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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통제를 실현하는 알 권한과 참여할 권한으로 설정하여 각 권한의
유무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와 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추천
된 상품이 소비자의 선호에 정확히 부합하는 정도 즉, 추천 적합도가 상
품추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추천상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최재원·이홍주, 2012; Lee & Benbasat, 2011)
를 참고하여 개인정보통제권한의 효과를 추천 적합도가 조절하는 지 검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품추천 알고리즘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안에 집중
되어 있는 기존 연구의 흐름에 상품추천의 사용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실제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와 행동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개인정보통제의
역할을 밝히는 의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추천을 이용하면서 중요
하게 생각하는 평가 요인인 추천 적합도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소비자지
향적인 상품추천의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쇼핑 상품추천 제공과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
고 개인정보통제권한 및 추천 적합도와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매의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국내의 주요 온라인쇼핑 상품추천 특성을 조사한
후, 상품추천을 접한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상
품추천 방식에 대한 경험, 각 상품추천 방식에 대한 선호, 상품을 추천
받았을 때의 확인 행동 및 구매 행동 수준, 상품추천과 관련한 개인정보
통제감과 신뢰 수준을 조사하여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정보통제권
한의 현재 수준을 밝힐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별 소비자의 신뢰와 행동의 차이를 밝힐 것

- 3 -

이다. 실험 기법으로 동일한 상품추천 화면에 개인정보통제권한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통제권한 중 알 권한을 실현하는 설명 기능이 제공된 경
우, 설명 기능과 더불어 개인정보통제권한 중 참여할 권한을 실현하는 기
록 관리 기능이 제공된 경우에서 각각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매의도의 차이가 유의한 지 분석할 것이
다.
셋째,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별 소비자 반응의 차이를 추천 적합도가 조
절하는 지 밝힐 것이다.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상품
추천 신뢰,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매의도의 차이를 밝힌 후, 추
천 적합도가 동일한 집단 내에서의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별 소비자 반응
차이의 경향을 비교하여 조절효과의 유무를 밝힐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쇼핑 상품추천 특성과 소비자 반응에 대한 조사와
개인정보통제권한과 추천 적합도별 소비자 반응 차이를 밝히는 실험을 통
해 현재 국내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통제권한은 상품추천이 소비자의 선호와
취향을 정확히 반영할 것이라는 정확성에 대한 신뢰, 온라인 쇼핑몰의 이
익이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선의에 대한 신뢰, 특
정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사업자의 상품을
추천할 것이라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켜 소비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상품추천에 대한 이용 및 구매 행동을
증가시켜 상품추천을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이익과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업과 소비자 양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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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온라인쇼핑에서의 개인정보통제

본 절에서는 정보시스템 분야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온라인 상에서의 개
인정보통제 개념 및 구성요소와, 온라인쇼핑 상품추천과 관련된 개인정보
통제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통제

정보시스템 관련 분야에서 개인정보통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
여 서비스를 실현하는 지능적인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시스템의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
정보의 활용을 조정하는 것이다(Spiekermann, 2005; Skinnner, 1995).
이와 같은 온라인 상의 정보시스템은 주로 개인 맞춤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의 선호와 니즈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과거에는 연령, 성별, 거주 지역과 같은 인구통계학
적인 프로필 정보를 주로 수집하였다면, 최근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
으로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대표적으로 특정 웹사이트, 링
크, 페이지에 대한 접속 및 조회 기록, 단말기 기반 위치 정보, 소셜네트
워크서비스 상에서의 클릭 기록과 다른 소비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 등
을 수집하여 온라인 마케팅이나 개인화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될 때마다 소비자에게 이를 고
지하고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시스템 이용 전 단
계 혹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일괄적인 사전 동의를 얻는 편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유출되거나 다른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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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오·남용되거나 각종 마케팅과 광고에 노출되
는 번거로운 상황을 우려(privacy concern)하고 이를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험(privacy risk)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통제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선택적으로 조정하는 행위이므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소하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Taylor et al., 2009; Konstan & Riedl,
2012).
Spiekermann(2005)은 온라인 환경 내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통제 수
준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는 첫째로
언제, 누구에 의해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판독되는 지 이해하는 상태, 둘
째로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 지 이해하는 상태, 셋째로 시스
템과의 상호작용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정보통제수준은 각 개인이 지닌 통
제 능력과 역량으로 인해 결정되기보다는 개인정보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관련 분야에서 개인정보통제의 영향을 밝힌 연구들에서도 소비자의 지각
된 통제감을 개인의 선천적인 통제 능력이 아닌, 사업자나 웹사이트의 개
인정보 수집 방법(Lee & Benbasat, 2011),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 대한
공개 여부(Sheng, 2009), 소비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조정 기능과
화면에 대한 조작 기능의 유무(Baklov et al., 2013)로 인해 영향을 받
는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온라인쇼핑에서의 상품추천과 같이 사업자가 설
계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비자가 상품추천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를 파
악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이나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면 개인정보를 통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온라인쇼핑
에서의 상품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통제는 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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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서의 개인정보통제권한

상품추천 또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이므로 소비자가 행
사할 수 있는 개인정보통제권한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온라인쇼핑에서의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가 통제하는
상품추천과 시스템이 통제하는 상품추천을 분리하여 각 추천 결과물에 대
한 소비자의 반응을 실험으로 밝힌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통제하는 상품추
천의 전반적인 신뢰도와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Dabholkar
& Sheng, 2012; 방영석 외, 2011; Sheng, 2009). 소비자의 통제권한
이 증가할수록 상품추천의 정확도에 대한 지각은 증가하고 프라이버시 위
험에 대한 지각은 감소하였다(Lee & Benbasat, 2011). 또한 소비자들
이 개인정보 제공으로 획득하는 이익에 대한 지각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제공으로 잃는 손실 및 위험에 대한 지각이 낮아져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의도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Xu et al., 2011).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서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정보통권한을 다
양한 세부 기능으로 구현한 연구들 중 Baklov et al.(2013)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정 및 삭제 기능, 개인화 추천 모드와 일반 검색 모드 간의
전환 기능, 추천 결과물 중 원하는 것을 삭제하는 기능, 추천 결과 제시
형태를 수정하는 인터페이스 조작 기능을 구축한 가상 웹사이트를 설계하
여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평가를 조사하였다. 소비자들은 여러 개인
정보통제권한과 기능이 포함된 상품추천에 대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학습 용이성, 만족도, 지각된 통제감을

높게 평가하

였다. Harper et al.(2015)은 추천상품만 제시하는 경우와 소비자가 자
신의 개인정보를 수정한 후 새로운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경우의 소비
자 반응 차이를 실험으로 밝혔다. 그 결과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정 및 삭
제 권한을 부여한 상품추천에서 정확성, 유용성, 신뢰도, 지속적인 상품추
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수용의도 평가 점수가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

- 7 -

다. 그러므로 상품추천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이 높을수록
상품추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Spiekermann(2005)의 개인정보통제 개념에 의하면 개인정보통제권한
은 상품추천에 활용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활용 방식에 대해 알 권한과 개
인정보

활용

과정을

조정하는

참여

권한으로

분류될

수

있다.

Spiekermann(2005)의 개념과 앞의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면, 소비
자가 온전히 개인정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쇼핑 상품추천과 같은
시스템의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인정보를 수정하
고 삭제하는 참여 권한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통제권한 중 참여 권한에 해당하
는 여러 대안 기능을 제안하고 소비자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
연구의 흐름에 알 권한의 영향 및 알 권한과 참여 권한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완전한 개인정보통제 조건에서의 소비자의 반응을 밝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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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온라인쇼핑 상품추천

본 절에서는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의 정의와 상품추천이 운영되는 단계별
특성 및 상품추천의 추천 적합도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1.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의 정의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판매업체 혹은
판매대행업체이며(통계청, 2016)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이란 온라인 쇼핑
몰이 거래하는 상품들 중 특정한 것을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일종의 부가
서비스이다.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은 상품추천을‘고객 맞춤 추
천’,‘개인 맞춤 추천’,‘나에게 딱 맞는 추천’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의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도
특성이 서로 다른 상품추천을 같은 용어로 통칭하는 등 상품추천의 정의
와 분류 기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편이다.
국내외 관련 연구들은 소비자에게 특정 기준에 맞게 하나 이상의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다양한 용어로 칭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
는 학술적 용어는‘맞춤화 시스템’,‘상호작용 의사결정도구’,‘추천
에이전트’,‘추천 시스템’,‘개인화 시스템’등이다. 각 용어가 가리키
는 상품추천의 특성은 조금씩 다른 편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맞춤화 시스템(Customization System)은 소비자들에게 선택 가능한 상
품의 속성들을 목록으로 제시한 후 각 소비자가 선택한 속성을 바탕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다(Sundar & Marathe, 2010). 해당 시스템이 제
시하는 상품 속성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속성을
직접 조정하므로 개별 소비자의 선호를 자체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상품
을 추천하는 시스템에는 속하지 않는다.
상호작용 의사결정도구(Interactive Decision Aids)는 주로 고려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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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들을 속성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필터링을 해주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Haubl & Thrifts, 2000). 상호작용 의사결정도구 또한 속성별로 상품
들의 제시 순서를 정렬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분
석하여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
개인화 시스템(Personalization System)은 해당 시스템이 이용되는 산
업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구현될 수 있다. Li & Karahanna(2015)에 따
르면, 온라인 커머스 환경에서 구현된 개인화 시스템은 각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선호를 분석한 후, 그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시하
는 시스템으로서 일부 연구에서는 이를‘추천 시스템(Recommendation
System)’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를
‘추천 에이전트(Recommendation Agent)’와 혼용하고 있는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추천 에이전트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촉진하는 도구의 성향이 강하다
(Wang & Benbasat, 2007). 따라서 추천 에이전트 관련 연구에서는 추
천 혹은 조언을 전달하는 에이전트의 영향에 주목하여 아바타, 애니메이
션, 음성 등의 추가로 인한 효과를 주로 밝혔다(Hees et al., 2009; Qiu
& Benbasat, 2009).
종합하면 상품추천이란, 온라인 쇼핑몰이 취급하는 상품들 중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특정 상품을 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서비스를 의
미한다. 추천은 단순히 소비자가 지정한 속성과 옵션에 맞추어 상품을 생
산하거나 정렬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활동기록을 바탕으로
상품을 고르는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상품을 제시
하는 것이다.

2.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의 특성

상품추천의 운영 과정을 연구한 Adomavicius & Tuzhilin(2005)의 추
천 프로세스 모델(Recommendation Process Model)에 의하면 상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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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 정보 수집, 추천 알고리즘 실행, 추천 결과 전달 단계를 통해 운영
된다. 선행연구들은 운영 단계별로 상품추천을 분류할 수 있는 특성과 소
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인식 혹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으며 이를
종합한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정보 수집 단계의 특성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추천을 위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명시적으로 수
집하거나 암묵적으로 수집한다. 명시적인 정보 수집은 소비자에게 직접적
으로 선호에 대한 정보를 묻고 소비자가 응답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다.
대부분 설문조사의 형태로 선호 정보를 수집하는데 설문지에는 상품을 구
매하는 주요 목적,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품 속성, 선호하는 가격대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될 수 있다. 암묵적 정보 수집 방법은 소비자의 행동을
추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호를 추측하는 것이다. 수집되는 정보는 주로
웹사이트 상의 활동기록으로서 구매 기록, 클릭 횟수, 페이지 이동 패턴,
특정 상품 페이지 내 머문 시간, 유사한 행동 패턴을 지닌 다른 소비자
집단에 대한 정보 등이다(Lee & Benbasat, 2011; Xu et al., 2011;
Lavie et al., 2010).
명시적 정보 수집을 활용한 상품추천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상품추천 이
용을 위해 소모해야하는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개인정
보 오남용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대로 암시적 정보 수집 방법을 활용한 상품추천은 소비자
들의 상품추천 이용을 위한 시간 소모나 노력 소모 인식은 낮은 반면, 개
인정보 오남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인식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Lee & Benbasat, 2011; Xu et al., 2011).
또한 Lavie et al.(2010)은 하나의 정보 수집 방법만 활용하는 상품추
천보다는 명시적 정보 수집 방법과 암시적 정보 수집 방법을 혼용하는 상
품추천에서 소비자들의 상품추천의 정확도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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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은 정보 수집 방법에 따
라 명시적 정보 수집, 암묵적 정보 수집, 명시적 정보 수집과 암묵적 정
보 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보 수집 3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가에 따라 소비자의 평가와 반응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2) 추천 알고리즘 실행 단계의 특성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은 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각
개인 소비자의 선호에 관련된 프로필을 구축한 후 선호 프로필에 알맞은
상품을 추천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의 운영
원리를 ‘추천 알고리즘’으로 명명하고 있다(Li & Karahanna, 2015).
추천 알고리즘은 수집된 개인정보 중에서 선호 분석에 활용할 정보를 선
별하는 작업, 선별된 정보를 바탕으로 선호 프로필을 구축하는 작업, 선
호 프로필과 부합하는 상품을 골라내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한다(Konstan
& Riedl, 2012; Burke, 2002). 이 중에서도 상품 필터링이 추천 알고리
즘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며 관련 분야에서는 필터링
의 종류에 따른 상품추천의 정확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었다(Li & Karahanna, 2015; Sahoo et al., 2012; Ochi et al. 2010).
상품추천 알고리즘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상품 필터링 시스템은 내용 기
반 필터링(Content-based filtering; Item-based filtering), 협업적 필
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하이브리드 형 필터링(Hybrid filtering)
의 3가지이다.
내용 기반 필터링은 소비자가 이전에 조회하거나 구매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골라낸다. 내용 기반 필터링을 활용한 상품추천은 개인 소비자의
선호가 일관적으로 유지될 경우 소비자의 과거 기록과 유사한 상품을 추
천하므로 추천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호가 자주 변하는
경우에는 추천 정확도가 낮아지는 한계와 새롭고 다양한 상품을 탐색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최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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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 2012).
협업적 필터링은 개인 소비자와 유사한 선호 프로필을 지닌 다른 소비자
집단이 조회하거나 구매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협업적 필터링을
활용한 상품추천에서는 소비자가 준거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구매
결정에 타인의 경험을 참고하는 성향을 지닌 경우 추천 정확도나 만족도
가 높게 평가되는 편이다. 그러나 해당 필터링은 상품추천을 받는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유사한 선호를 지닌 다른 소비자 집단의 지속적인 쇼
핑 기록이 필요하며, 상품추천을 받는 소비자가 독특한 선호나 취향을 가
진 경우에는 선호가 유사한 소비자 집단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심
선영, 2012).
하이브리드 형 필터링은 현재까지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보통 내용 기반
필터링과 협업적 필터링이 동시에 제공되는 것을 가리킨다(Schafer et
al., 2007). 대표적인 것은 하나의 필터링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다른 알
고리즘이 사용하거나 2개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결과를 동시에 제시하거
나 하나의 알고리즘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 다른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개
선하는 것이다(Burke, 2002).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서 주로 활용되는
유형은 내용 기반 필터링과 협업적 필터링의 결과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
식이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은 활용되는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내용 기반 필터링, 협업적 필터링, 내용 기반 필터링과 협업적 필터
링을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형 필터링 3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어떤
알고리즘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소비자의 평가와 반응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 추천 결과 전달 단계의 특성

추천 결과 전달 단계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와 부합
하는 특정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제시한다. 앞의 정보 수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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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추천 알고리즘의 종류와 달리,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이 추천상품
을 간략한 이미지와 링크로 제시하는 것 이외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
지 않다. 다만 추천 결과 전달 단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해당 단계
에서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설명이나 지표 혹은 소비
자가 추천 결과를 조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제안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살폈다.
대표적으로 Tam & Ho(2006)은 추천 결과 화면에 해당 상품이 소비자
의

선호와

잘

부합함을

가리키는

수치적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Al-Natour et al.(2006)과 Wang & Benbasat(2007)은 추천상품과 함
께 해당 상품이 추천된 과정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다. 소비자
는 지표나 설명과 함께 추천을 받을 때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와 추천상품
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증가하였다.
Baklov et al.(2013)은 추천 결과 화면에서 선호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
상품을 삭제하는 기능과 제시되는 추천상품의 개수를 조정하는 기능의 영
향을, Harper et al.(2015)는 추천된 상품의 주요 속성에 대한 가중치를
소비자가 직접 조정하여 새로운 추천 결과를 받는 기능의 영향을 밝혔다.
그 결과 소비자는 각 기능이 포함된 상품추천에서 지각된 통제감, 지각된
유용성, 상품추천 이용의도 등이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은 추천 결과를 전달하는 단
계에서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기능의 유무, 상품추천 결
과를 조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의 유무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각
기능은 앞에서 논의한 개인정보통제권한 내용 중 알 권한과 참여 권한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상품추천의 개인정보통제권한은 대부분 추천 결
과를 전달하는 단계의 화면에서 상품추천에 대한 설명, 지표, 조정, 평가
등의 기능으로 구현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의
추천 결과 전달 단계에서의 특성은 해당 상품추천에서의 개인정보통제권
한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상품추천의 운영 단계별 특성을 논의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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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표 2-1]과 같으며 이는 온라인 쇼핑몰마다 다른 각양각색의 상품
추천을 분류하는 틀로 활용될 수 있다.

[표 2-1] 온라인쇼핑 상품추천 분류틀
상품추천
운영 단계
단계별
특성

정보 수집 단계

명시적

암묵적

추천 알고리즘 실행 단계

내용
기반

협업적

그 외

추천 결과 전달
단계
개인정보통제권한
소비자
소비자
이해
참여
기능
기능

해당 확인
* 정보 수집 단계에서 명시적 정보 수집과 암묵적 정보 수집에 체크하면 혼합형 정보 수
집으로 분류
* 추천 알고리즘 실행 단계에서 내용기반 필터링과 협업적 필터링에 모두 체크하면 하이
브리드형 정보 수집으로 분류
* 추천 알고리즘 실행 단계에서 ‘그 외’는 내용기반 필터링과 협업적 필터링을 모두 사
용하지 않는 새로운 추천 방식이 해당

3.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의 추천 적합도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 정보를 탐색
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원하는 상품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추
천의 목적이 달성될 때는 소비자의 정보 탐색 노력 대비 의사결정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상품추천 분야에서는 상품추천의 정확성과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내용 기반 필터링, 협업적 필터링을 개선한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제안되
었다(Ricci, 2011; Herlocker et al., 2004; Resnick & Varian, 1997).
소비자들 또한 상품추천의 유용성을 평가할 때 상품추천이 상품 정보 탐
색의 시간과 노력 소모를 줄여주는 정도, 상품추천을 이용하기 편리한 정
도, 소비자의 선호 범위 이내에서 새로운 상품들을 추천하는 정도 등 다
양한 속성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주로 상품추천이 개인 소비자의 선호와
니즈에 정확히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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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i & Karahanna, 2015; 최재원‧이홍주, 2012). 그러므로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연구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하는 상품추천의 정확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품추천의 정확성은 상품추천의 알고리즘의 성능 수준을 가리키는 객관
적인 정확성과 소비자가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된 상품을 접하면서
지각하는

주관적인

정확성으로

구분된다(Shani

&

Gunawardana,

2011). 객관적인 정확성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상품추천의 정확성을 추천
정확도

혹은

정밀도(recommendation

precision)로

칭하고

있으며

(Khemiri & Bentayeb, 2012) 소비자의 반응을 연구한 실증 연구에서
는 소비자들이 상품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객관적인 정확성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추천된 상품에 대한 지각
된 정확성(Perceived accuracy)을 측정하였다(Lee & Benbasat, 2011;
Ochi et al., 2010). 지각된 정확성은 주로 추천상품이 얼마나 소비자의
선호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지에

대한

지각이라면,

추천

적합도

(Recommendation fitness)는 상품추천이 소비자의 선호에 적합한 상품
추천을 제공하는 정도이며 이는 객관적인 정확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소
비자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Liang et al., 2010).
그러므로 소비자가 정확성을 평가하는 대상이 추천된 상품이 아닌 상품추
천 시스템이라면, 지각된 정확성보다는 추천 적합도가 해당 개념을 측정
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품추천의 추천 적합도가 높을수록 즉, 소비자의 선호에 적합한
추천이 제공될수록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유용성, 만족도, 재이용의
도가 높아지는 등 추천 적합도는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형성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최재원‧이홍주, 2012; Liang et
al., 2010; Al-Natour et al., 2006). 그러므로 개인정보통제권한에 따
른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반응과 평가 또한 소비자들이 상품추천을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인 추천 적합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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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 반응

본 절에서는 상품추천의 특수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소비
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와 이용행동 및 구매행동의 개념을 다루었다.

1.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 신뢰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상품을 추천받으면 다양한 인지적 반응
과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 인지적 반응에는 주로 상품추천의 특성이나 성
과 요인과 관련하여 상품추천의 정확성, 다양성, 유용성, 편리성, 사용용
이성 등에 대한 지각과 예상되는 위험, 소모되는 노력에 대한 지각이 해
당되며, 감정적 반응에는 상품추천을 경험하면서 느낀 즐거움, 재미, 불안
등이 해당한다(Li & Karahanna, 2015).
그 중에서도 신뢰는 소비자들이 상품추천의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반응이며, 앞에서 언급한 정확성이나 편
리성 같은 상품추천의 성과 요인이 신뢰를 형성하는 단서가 될 수 있고
상품추천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이나 장치 즉, 개인정보통제
권한 또한 단서가 될 수 있다.

1) 소비자 신뢰의 개념

신뢰는 각 분야의 연구들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되고 있는 개념이다.
신뢰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보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
(expectation)에 기초하고 있으며(Good, 1988), 위험이나 손해 가능성
이 동반된 상황에서는 신뢰의 대상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험 상
황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구체화된다(Robinson, 1996;
Morgan & Hunt, 1994; Lewis & Weiger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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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에 도움
이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태이다. 소비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특성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하거나
소비자와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가리킨다(Mcknight

&

Chervany; 2001). 박철(2002)은 온라인 상거래 장에서의 소비자 신뢰
를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거래 취약성
을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하지 않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호의적이고 성실하게 거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라고 확장하였다. 따
라서 온라인 상거래 상에서의 소비자 신뢰는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과 소
비자의 취약성,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이익 침해나 위험 상
황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상품추천에 기대하는 이익과 이를 침해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행동,
해당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추천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 신뢰

상품추천 관련 연구에서는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 상황에서의 신뢰보다는 상품추천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소비
자 간의 특수한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
로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상품추천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추천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하여 사업자가 상품추천의 특수성에서 발생
하는 소비자의 취약점을 악용하지 않고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환과 거래가
성사된다. 이 중에서 소비자의 일부 역할을 사업자가 대신 수행하는 교환
관계도 존재하며, 관련 연구들은 이를 인사 및 조직 분야의 연구에서 발
전된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Gefen et al., 2003;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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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vlou, 2002; Singh & Sirdeshmukh, 2000; Bhattacherjee,
1998). 해당 이론에 의하면, 주인의 특정 업무나 과제를 대리인이 대신
수행할 때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가 비대칭하거나 목표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은 대리인이 수행하는 작업 혹은
목표 대상에 관련한 정보를 주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정보가 부족한 주인은 대리인의 기술과 능력을 온전히 확인할 수 없
는 상태를 가리킨다. 목표의 불일치는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혹은 이해관
계가 다른 상태를 가리키며 이는 정보의 비대칭과 결합하여 주인과 대리
인 간의 갈등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가 불일치하
는 상황에서 대리인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주인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
을 하지 못할 수 있다(Holl&er & Rassuli, 1999; Bhattacherjee,
1998; Eisenhardt, 1989).
소비자 또한 상품추천을 이용하면서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지적하는 갈
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상품추천 또한 소비자의 상품 탐색과 구매 결
정의 일부를 사업자가 대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이 추천된 기준과 이유의 정보를 명확히 알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을 겪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추
천의 제공자로서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의 목표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
로 설계할 가능성이 있으며(Gefen et al., 2003) 소비자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상품추천이 소비자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
지하지 못하여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상품추천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상품추천을 이용하는 소비자 간의 갈등을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해석한 연구들은 정보 비대칭과 목표 불일
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단서나 장치를 제안하였으며(Wang &
Benbasat, 2007; Gefen et al., 2003; Castelfranchi & Tan, 2002).
그 중 대표적인 Wang & Benbasat(2005)의 연구에서는 상품추천에 대
한 신뢰가 상품추천의 성능에 대한 신뢰(Trust-Competence), 선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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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Trust-Benevolence), 공정성에 대한 신뢰(Trust-Integrity)
로 구성됨을 밝혔다.
성능에 대한 신뢰는 상품추천을 제공하는 사업자 혹은 웹사이트의 상품
지식과 관련된 전문성과 상품추천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가리킨다. 이
는 상품추천의 상품추천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과,
소비자의 선호를 정확히 분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상품추천의 성능이 높
아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Wang & Benbasat(2007) 등의 연구는
상품추천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등의 특정 품목만
취급하는 전문 판매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사업자의 상품지식 수준에 기
대가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수십 여 개의 품목을 취급하면서 전문 판매자들의 판매를 대행하는 오픈
마켓, 소셜커머스 등의 온라인 종합몰 또한 상품추천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품지식에서의 전문성은 온라인쇼핑 상품추천 성능에 대한 신
뢰를 측정하는 올바른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또한 상품지식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는 결국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호와 정확히 부합하는 상품을 추
천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이는 상품추천이 소비자의 선
호와 니즈를 정확히 반영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인 정확성에 대한
신뢰로 통합될 수 있다.
선의에 대한 신뢰는 상품추천이 소비자의 선호와 니즈를 우선으로 고려
하여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상품
추천이 특정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정직한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선의에 대한 신뢰가 온라인 쇼핑
몰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 중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길 바라
는 기대에서 비롯한 신뢰라면,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온라인 쇼핑몰과 입
점 업체를 포함한 여러 사업자들 가운데 특정 사업자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소비자의 선호와 부합한 사업자의 상품이 추천되길 바라는 기대에서
비롯한 신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 연구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의한 본 연구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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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의 선호와 니즈를 우선으로 고려하며 특정 사업자
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상품추천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
는 상품을 추천 받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상품추천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상품추천

자체에

대한

신뢰는

서로

전이되는(Trust

transference) 경향을 지니므로(Sheng, 2009) 본 연구 또한 상품추천에
관련한 신뢰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신뢰와 상품추천 자체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한다.

2.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 행동

1) 상품추천에 대한 이용의도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고자하는 동기를 인식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후 구매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 대안들을 선정하고 비교를 거쳐 최
종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구매의사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소비자
들이 상품추천을 이용하는 목적 또한 소비자가 위치한 구매의사결정단계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Wang & Benbasat(2005)에 의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
지 않은 소비자들 혹은 구매하고자 하는 특정 품목 내에서 다양한 브랜드
와 속성의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정보 탐색 단계의 소비
자들에게는 방대한 상품들에 대한 정보 탐색을 대신 수행하는 상품추천에
대한 이용의도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상품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대안 비교 및 구매 결정의 단계의 소비자들에게 상품추
천은 상품 대안들 중 어떤 상품이 가장 소비자의 선호와 취향에 부합하는
지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그러므로 상품 대안들 사이에서의 선호가 뚜렷
하지 않거나 비교 과정에서 인지적 소모가 큰 소비자들에게는 상품추천의
조언이 신속한 구매 결정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효용을 지니며 상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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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종합하면 소비자들은 상품추천을 상품들에 대한 정보 탐색을 돕는 도구
로서 이용하거나 구매 결정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이용하고자 한다. 그러
므로 소비자들의 정보 탐색 기준이나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해당 추천상품
이 소비자의 선호와 취향에 부합하다는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상품추천에
대한 이용의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추천상품에 대한 구매의도

온라인 쇼핑은 오프라인 쇼핑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상품의 가격
대가 저렴하고 상품 탐색에 소모되는 비용이 절약되며 상품 정보가 풍부
하고 취급 상품이 다양하다는 여러 혜택 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요인
들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에서의 구매의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신지용 외, 2006). 이 중 온라인 쇼핑몰이 추천하
는 상품에 대한 구매의도는 온라인 쇼핑의 혜택 요인을 침해하지 않으면
서 상품추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증가한다
(Dabholkar & Sheng, 2012).
소비자가 상품추천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정보 탐색 시간을 절약하면
서 자신의 선호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확한 상품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이 지닌 일반적인 혜택 요인 외에도 추천된 상품
이 실제 자신의 선호와 요구에 부합한 지에 대한 정확도 평가(Lee &
Benbasat, 2011; Ochi et al., 2010)와 추천상품을 구매하여 실패했을
때 소비자가 경험할 금전적 위험과 시간의 소모를 고려하여 구매 결정을
한다(Sheng, 2009). 또한 상품추천을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
의 선호와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상품을 추천할 것이라는 신뢰를 매
개하여 구매의도가 증가한다(Dabholkar & Sheng, 2012; Wang &
benbasat, 2007).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만족할만한 상품을 추천하는 것과 상품추천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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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득하는 작업은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에 더불어 추천된 상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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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인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개인정보
통제권한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온라인쇼핑 상품추천 특성과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 및 소
비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1-1. 온라인쇼핑 상품추천 특성은 어떠한가?
1-2.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서의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과 소비자의 개
인정보 통제감은 어떠한가?
1-3.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과 상품추천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추천 적합도와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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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문제 1의 해결을 위해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제공하는 상품추천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한 후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을
접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
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의 해결을 위해 실험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띠리사 본 절에서는 내용 분석 방법, 실험 설계, 조사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검증,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변수의 조작 검증에 대한 내
용을 다루고자 한다.

1. 내용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의 특성과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대표
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선정한 후 해당 업체의 상품추천 화면에 대한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청(2016)의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몰은 크
게 종합몰과 전문몰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몰은 인터넷 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품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종류의 상품을 일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의미한다. 전문몰은 인터넷 상에서 주된 품목을
구성하여 판매하되 2개 이상의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 주된 상품군을 판
매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상품군을 함께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의미
한다. 동일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0월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 총
5조 6천억 원 중 온라인 종합몰의 거래액은 약 4조 5천억 원, 온라인 전
문몰의 거래액은 약 1조 1천억 원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종합몰을 통해 온라인 쇼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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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2016)의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국내 주요 온라인 종
합몰과 온라인 전문몰 총 26개 업체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추천
을 조사하였다. 종합몰은 온라인 순위 조사 업체인 랭키닷컴(2016)의
2016년 11월 쇼핑몰 점유율 순위 자료를 토대로 종합쇼핑몰 5개, 오픈
마켓 4개, 소셜커머스 3개 업체를 조사하였다. 전문몰은 통계청(2016)의
자료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가장 많은 의류‧패션(약 1조억 원) 품목
과 품목 내에서 전문몰 거래액 비중이 가장 높은 도서(약 70.4%) 품목
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쇼핑몰을 조사하였다. 의류‧패션 다음으로 거래액
이 높은 전자‧가전, 생활‧여행서비스, 식‧음료품은 전체 거래액 중 전문몰
보다는 종합몰 비중이 훨씬 높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문몰은 랭
키닷컴(2016)의 동일 자료에서 점유율 순위가 높은 의류‧패션 전문몰 9
개, 도서 전문몰 5개 업체를 조사하였다.
상품추천에는‘고객님을 위한 맞춤 추천’,‘추천상품’,‘추천 빅데이
터’,‘추천 클립’과 같이 온라인 쇼핑몰이 취급하는 다양한 상품들 중
에서 하나 혹은 소수의 상품을 특정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면서 ‘추
천’이라는 문구로 해당 상품에 주목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따
라서 개별 소비자의 선호와 취향에 부합하는 상품추천이 아닌 광고성 상
품추천, 전문가나 에디터의 상품추천, 대중적인 인기 상품추천도 조사 대
상으로 포함하였다.
상품추천 특성은 각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추천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
수집 방법, 추천 방식 및 추천 알고리즘, 추천 결과 전달 화면에서의 특
징을 조사하여 [표 2-1]의 온라인 쇼핑몰 상품추천 분류틀로 정리하였
다. 정보 수집 방법의 특징은 각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가입 단계에서의
명시적 정보 수집 여부,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 상품추천 화면에서의
명시적인 정보 제공 및 수정 기능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종합하여 명시적
정보 수집 혹은 암묵적 정보 수집으로 분류하였다. 추천 방식의 특징은
상품추천 화면에 표시된 문구를 바탕으로 최근에 본(구매한) 상품과 유사
한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다른 고객이 해당 상품과 함께 본(구매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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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추천하는 경우, 그 외의 방식으로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로 분류하였
다. 추천 결과 전달의 특징은 상품추천 화면이나 별도의 개인 설정 페이
지에서 소비자의 상품추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이나 지표의 유
무, 소비자가 상품추천 과정에 참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의 유무로
분류하였다.

2. 실험 설계

소비자들의 개인정보통제권한은 소비자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자신의 어
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 지에 대해 알 권한과 이를 소비자의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참여 권한으로 구성된다. 소비자의 알 권한
과 참여할 권한은 온라인 쇼핑몰이 해당 권한을 실현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 혹은 장치를 마련하여 제공할 때 실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알 권
한을 실현하는 기능을 상품추천에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
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설정하였으며 참여할 권한을 실현하
는 기능은 수집된 개인의 상품 조회 기록, 구매 기록, 검색 기록 중 소비
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는 기록 관리 기능으로 설정하였
다.
또한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 차이가 추천 적합도
에 따라 조절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집단을 1순위로 선호하는 운동
화가 추천되는 집단 3개, 3순위로 선호하는 운동화가 추천되는 집단 3개
로 구분하고 각각의 3개 집단이 두 기능이 없는 상품추천, 설명 기능만
있는 상품추천,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포함된 상품추천 중
하나의 자극물을 제시받도록 설계하였다. 실험의 구성에 대한 내용은 다
음의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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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실험의 구성
운동화 상품을 탐색하는 상황에서

시나리오
추천
자극물

적합도
개인정보
통제권한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을 받는 시나리오 제시
1순위 선호 운동화 추천
없음

설명

설명
기록 관리

3순위 선호 운동화 추천
없음

설명

설명
기록 관리

상품추천 신뢰
종속변수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매의도

조사
선호도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이 다른 3개의 상품추천 방식 중
선호하는 방식

1) 시나리오 구성

본 연구는 상품추천 관련 실증 연구에서 실험을 진행한 Sheng(2009)의
시나리오를 참고 및 수정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Sheng(2009)은
조사대상자들이 해당 시나리오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인 것으로 상상하면
서 읽으라는 문구를 시나리오에 앞서 제시하였다. 시나리오는 4년 동안
이용하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신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심한

상황을

제시하고

신제품

컴퓨터의

가격대가

1,000-1,200 달러이므로 가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구매해야 함을 강조
한 뒤에 친구가 예전에 소개해준 컴퓨터 상품추천 사이트를 떠올리며 해
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또한 조사대상자들에게 시나리오의 상황에 처해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충분히 읽도록 요청하였으며, 시나리오에는 최근 2년
동안 특정 온라인 쇼핑몰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사실과 기존의 운동화
가 닳아 새 운동화를 구매하기로 결심한 상황을 제시한 후 가상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검색하여 상품추천을 받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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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본 연구는 Sheng(2009)의 연구와 달리 상품추천과 관련된 금전적
위험은 관심 변수가 아니므로 운동화 가격대를 명시하지 않고 가격을 고
려한 신중한 구매를 강조하지 않았다.
또한 상품추천은 소비자의 누적된 개인정보와 활동기록을 바탕으로 제공
되는 서비스이므로 시나리오의 온라인 쇼핑몰을 친구의 소개로 처음 이용
해 본 쇼핑몰이 아닌 본인이 2년 동안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인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해당 쇼핑몰이 상품추
천을 위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도
록 하였다.

2) 개인정보통제권한의 조작적 정의 및 자극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통제권한은 소비자들이 상품추천 과정에
서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 지 명확히 이해하는
‘알 권한’과 상품추천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게 개
인정보의 활용을 조정할‘참여 권한’이다. 따라서 개인정보통제권한 자
극은 알 권한을 실현하는 상품추천 과정에 대한 설명 기능, 참여 권한을
실현하는 기록 관리 기능으로 설정하였다.
자극물에 제시된 운동화의 추천 적합도가 같은 3개 집단은 각각 두 기
능이 없는 상품추천, 설명 기능만 있는 상품추천,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있는 상품추천을 제시받는다. 본 연구는 기능이 추가될수록
소비자의 개인정보통제권한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간주한다.

(1) 설명 기능

설명 기능의 내용에는 해당 상품이 어떤 방식을 거쳐서 추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Wang & Benbasat, 2007)에 더불어 어떤 정보가 상품추천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자극물에서는 회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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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정보에서 수집된 연령, 성별, 관심사와 시나리오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2년 간 누적된 활동기록을 설명에 포함될 정보로 설정하였다. 설명 기능
의 형태는 관련 연구들과 사례들을 정리한 Tintarev & Masthoff(2012)
를 참고하여 상품이 추천되는 과정을 번호 순서대로 설명하면서 상품추천
에 활용된 개인정보는 다른 색상으로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상품추천 과
정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
이 설명을 원할 때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활용된 설명 기능의 자극물은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실험 자극물(개인정보통제권한 자극 중 설명 기능)

(2) 기록 관리 기능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 지 이해하
였다면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개인정보를 통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조정을 돕는 기능으로서 상품추천에 활용되
는 개인정보와 기록 중 원하는 것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하였다.
실제로 상품추천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에 대한 논의는 Baklov et al.(2013) 등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
며, 본 연구의 현황 조사에서도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설정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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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근 본 상품 목록에서 원하는 상품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참고하여 [그림 3-2]와 같은 기록 관리 기능
자극물을 설계하였다.

[그림 3-2] 실험 자극물(개인정보통제권한 자극 중 기록 관리 기능)

3) 추천 적합도의 조작적 정의 및 자극

본 연구가 정의하는 추천 적합도는 추천된 상품이 개인 소비자의 선호와
취향에 부합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자극물에 제시된 운동화 상품이 선
호와 취향에 부합하다고 응답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추천 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을 설문 초반에 5개의 운동화 그림들을 자신의
선호와 취향에 맞게 1순위부터 5순위의 순서대로 나열하게 한 후 절반
대상자는 1순위로 선택한 운동화를 실험 자극물로 제시받고 절반 대상자
는 3순위로 선택한 운동화를 실험 자극물로 제시받도록 하였다. 이후 설
문에서 각 집단이 제시받은 자극물이 선호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응답하도
록 하여 추천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의류·신발 제품의 선호 형성에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색상, 브랜드, 가
격대 등의 속성이 모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선호는 속성들끼리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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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결정된다(임숙자·박성은, 1994; Johnson, 1974). 5개의 운동
화는 연구자가 임의로 제시한 후보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속성을 제
시하면 속성끼리 서로 보완되어 5개의 운동화 간 선호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나의 속성만으로 순위를 정
할 수 있는 조건을 구성하였다. 5개의 운동화의 용도는 일상생활에서 신
을 수 있는 워킹화 혹은 러닝화로, 색상은 검정색과 흰색 혼용으로 통일
하였다. 5개 운동화의 브랜드 로고와 가격을 삭제하여 디자인의 차이로만
운동화의 선호를 구분하도록 설정하였다.
5개 운동화 그림은 실제 판매되고 있는 운동화 사진을 참고하였으며 본
조사 실시 전에 20대 소비자 8명으로부터 운동화의 디자인이 서로 명확
히 구분되는 지, 운동화에 대한 선호가 디자인을 기준으로 명확히 달라지
는 지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운동화
디자인 구분과 선호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응답하여 본조사에서 다음
의 [그림 3-3]의 5개 운동화 그림을 사용하였다.

- 32 -

[그림 3-3] 운동화 선호 순위 응답에 활용된 그림
①

③

②

④

- 33 -

⑤

4) 실험 집단별 자극물

개인정보통제권한과 추천 적합도가 다른 6개 유형의 자극물 그림은 [그림 3-4], [그림 3-5]와 같다.
[그림 3-4] 추천 적합도가 높은 T1, T2, T3 집단의 자극물
TYPE 1

TYPE 2

(1순위 선호 운동화*기능 없음)

(1순위 선호 운동화*설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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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3
(1순위 선호 운동화*
설명 기능+기록 관리 기능)

[그림 3-5] 추천 적합도가 낮은 T4, T5, T6 집단의 자극물
TYPE 1

TYPE 2

(3순위 선호 운동화*기능 없음)

(3순위 선호 운동화*설명 기능)

- 35 -

TYPE 3
(3순위 운동화 선호*
설명 기능+기록 관리 기능)

3. 조사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조사에 활용된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온라인 쇼핑 특성을 묻는 문항, 일반적인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대한 조
사대상자의 경험과 신뢰, 행동을 묻는 문항, 시나리오와 실험 자극물, 조
작 검정 확인 문항, 자극물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매의도를 묻는 문항 순으로 구성하였다.

1)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관련한 소비자의 반응

(1) 상품추천 방식 경험빈도와 선호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상품추천 방식들을 가장 많이
접해본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항과 이 중에서 선호하는 상품추천 방식을
고르는 문항을 통해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경험빈도와 선호를 조사하
였다. 설문에 포함된 대표적인 상품추천 방식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서 다룬 상품추천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 현황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
한 개인화 추천 방식 3개와 개인화가 아닌 추천 방식 2개, 총 5개이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과 구성은 [표 3-2]와 같다.

[표 3-2] 상품추천 방식에 대한 경험 빈도와 선호 측정 문항
척도

문항

측정
① 내가 최근에 본(구매한) 상품과 유사

경험

다음의 상품추천 방식들을 귀

한 상품추천

하께서 온라인 쇼핑 중에 자

② 다른 고객이 해당 상품과 함께 본 (구

주 접해본 순서대로 체크해주

매한) 상품추천

십시오.

③ 나의 가입 시 프로필, 사이트 내 활동
기록, 구매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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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추천
귀하께서 실제 온라인 쇼핑
도중에 상품추천을 받는 상황
선호

④ 일정 기간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구매한) 상품추천

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상품추
천을 받길 원하십니까?

⑤ 온라인 쇼핑몰이 우선으로 광고 및 판
매하려는 상품추천

(2) 상품추천 확인 및 구매 행동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을 소비자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의 추천상품 확인 및 구매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
였다. 추천상품 확인 행동은 상품추천 목록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과 상품
추천 목록을 훑어보는 행동, 상품추천 목록에서 관심 있는 상품을 선택하
여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행동으로 수준을 구분하였다. 상품추천 목록을
훑어보거나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에게는 추가로 확
인한 추천상품을 구매하는 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의 내용과 구성은 [표 3-3]과 같다.

[표 3-3] 상품추천 확인 행동 및 구매 행동 측정 문항
척도

문항

측정

상품

귀하께서는 평소 온라인 쇼핑

추천

몰에서 추천하는 상품 목록을

확인

본 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① 나는 평소 추천상품 목록에 무관심
하므로 지나치는 편이다.
② 나는 평소 추천상품 목록에 어떤 상
품이 있는 지 훑어보는 편이다.

추천

귀하께서는 평소 온라인 쇼핑

상품

몰에서 추천하는 상품을 구매

구매

하는 편입니까?

③ 나는 평소 추천상품 목록 중에 관심
있는 상품을 클릭해서 세부 정보를 확
인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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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나는 평소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편이다.
⑤ 나는 평소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천
하는 상품을 구매하지는 않는 편이다.

(3) 개인정보 통제감

개인정보 통제감은 소비자가 상품추천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수준이다. 이는 개인의 통제 능력과 역량에 대한 자
기 판단에서 비롯된 지각이 아닌, 해당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상품추천과
관련한 개인정보통제권한을 소비자가 잘 이해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구
현되어있는 지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된 지각이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통제수준 척도를 개발한 Spiekermann(2005)과 이
를 상품추천 관련 실증 연구에 적용한 Sheng(2009)을 바탕으로 3개 문
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개인정보 통제감 척도의 신뢰도는 [표 3-4]와
같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조사에 활용하였다.
[표 3-4] 개인정보 통제감 척도와 신뢰도 계수
척도

문항

측정

Cronbach’s α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나의 어떤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을 추천하는 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나의 정보를 어떤

5점

정보

방식으로 활용하여 상품을 추천하는 지

리커트

통제감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상품추천을 위해
활용하는 나의 정보와 기록을 직접 수정/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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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861

(4) 상품추천 신뢰

상품추천 신뢰는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의 선호와 니즈를 우선으로 고
려하며 특정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상품추천을 제공함으
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추천 받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상품추천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Sheng(2009), Wang
& Benbasat(2007), Dabholkar & Sheng(2012)을 참고하여 상품추천
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정확성에 대한 신뢰, 선의에 대한 신뢰, 공정성에
대한 신뢰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상품추천의 성능에 대한 신뢰가 상품추천의 상품 지식에
대한 전문성과 상품추천의 정확성에 대한 기대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문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취
급하거나 입점 상인의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종합몰까지 상품추천을 제공
하는 사업자로 간주하며, 상품 지식에 대한 전문성 또한 궁극적으로는 소
비자의 선호와 취향에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성능에 대한 신뢰 개념 중 상품 지식 전문성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정
확성에 대한 신뢰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는 상품추천이 소비자의 선호와 취
향을 정확히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한 믿음이며, 선의에 대한 신
뢰는 상품추천이 소비자의 선호와 취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기
대,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상품추천이 특정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
고 공정하게 상품을 추천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한 믿음이다. 상품추
천 신뢰 척도의 신뢰도는 [표 3-5]와 같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조
사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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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상품추천 신뢰(소비자 경험 조사용) 척도와 신뢰도 계수
척도

문항

측정

Cronbach’s α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은 신뢰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은 믿고 따를
수 있다.
상품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은 나의 선호와

추천

취향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신뢰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은 사업자의 이

5점
리커트

.770

척도

익보다 나의 선호와 니즈를 우선으로 고려
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은 특정 사업자
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 실험 자극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1) 상품추천 신뢰

본 연구는 실험 자극물에 등장하는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측
정하기 위해 앞의 일반적인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문항과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자극의 반응인 상품추천 신뢰
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 또한 [표 3-6]과 같이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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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상품추천 신뢰(실험용) 척도와 신뢰도 계수
척도

문항

측정

Cronbach‘s α

위 화면과 같은 상품추천은 신뢰할 수 있다.
위 화면과 같은 상품추천은 믿고 따를 수 있
다.
위 화면과 같은 상품추천은 나의 선호와 취
상품
추천
신뢰

5점

향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위 화면과 같은 상품추천은 사업자의 이익보
다 나의 선호와 취향을 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리커트

.895

척도

생각한다.
위 화면과 같은 상품추천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 상품추천 이용의도 및 추천상품 구매의도

소비자들이 상품추천을 이용하는 목적은 소비자가 위치한 구매의사결정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거
나 특정 품목 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와 속성의 상품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
는 단계에서는 탐색 노력을 절약하려는 목적에서 상품추천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상품이 가장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지 조언을 얻는 목적에서 상품추천을 이용할
수 있다(Wang & Benbasat, 2005). 그러므로 상품추천 이용의도는 소
비자가 구매할만한 여러 상품들을 탐색할 때 혹은 여러 상품대안 중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결정을 할 때 상품추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다. 상
품추천 이용의도 척도의 신뢰도는 [표 3-7]과 같이 유의하였다. 추천상
품 구매의도는 추천된 상품을 구매하고자하는 의향이며(Dabholkar &
Sheng, 2012)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의 상품추천과 같이 상품을 추천할
경우 소비자의 추천상품 구매 의향을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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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상품추천 이용의도 및 추천상품 구매의도 척도와 신뢰도 계수
척도
상품
추천
이용
의도

문항

측정

Cronbach’s α

구매할만한 여러 상품들을 탐색할 때, 위 화
면과 같은 상품추천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
.866

여러 상품들 중 하나를 구매하기로 결정할
때, 위 화면과 같은 상품추천을 이용할 의향
이 있다.

5점
리커트

추천
상품

위 화면처럼 상품을 추천할 경우, 추천된 상

구매

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의도

4. 변수의 조작 검증

1) 개인정보통제권한 자극 검증

각 실험 집단에 주어진 개인정보통제권한 자극에 대한 조작을 검증하기
위해 시나리오와 자극물을 제시한 후 6개 집단에 공통으로 자극물 내 상
품추천 화면에서 설명 기능의 제공 여부를 묻는 문항과 기록 관리 기능의
제공 여부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개 문항에 대한 응답 모두
각 실험 집단의 조건과 일치한 조사대상자만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통제권한을 실현하는 기능이 없는 Type 1과 Type
4의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은 2개 문항에 모두‘제공하지 않는다’로 응
답한 조사대상자만, 설명 기능만 제공하는 Type 2와 Type 5의 자극물
을 경험한 집단은 설명 기능 제공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제공한다’로,
기록 관리 기능 제공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제공하지 않는다’로 응답한
조사대상자만, 2개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Type 3와 Type 6의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은 2개 문항에 모두‘제공한다’로 응답한 조사대상자만 응
답 내용을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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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 적합도 자극 검증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추천 적합도는 추천된 상품이 개인 소비자의 선호
와 취향에 부합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자극물에 제시된 운동화 상품이
선호와 취향에 부합하다고 응답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추천 적합도가 높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설문 초반에서 5개 운동화 중 선호 1순위로 응답한 운동화
혹은 선호 3순위로 응답한 운동화를 자극물 내 추천상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5개의 상품 중에서 선호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에
해당하며 실제 해당 운동화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호 1순위 혹은 3순위로 응답한 운동화
가 추천상품으로 제시된 경우, 실제 해당 운동화가 조사대상자의 선호 및
취향에 부합하는 정도인 추천 적합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추천 적합도의 조작 검증 결과는 [표 3-8]과 같다.

[표 3-8] 운동화 추천 적합도 조작 검증
변수

구분

집단

평균(S.D)

T1, T2, T3

3.51(0.764)

t

p

9.583***

.000

1순위
운동화
추천
적합도

(n=259)
3순위
운동화

T4, T5, T6

2.86(0.785)

(n=260)
*** p<0.001

1순위 선호 운동화를 제시받은 집단(T1, T2, T3)의 추천 적합도 평균
값은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 점수보다 높은 3.51점으로, 3순위 선호 운
동화를 제시받은 집단(T4, T5, T6)의 추천 적합도 평균값은 중간 점수
보다 낮은 2.86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추천 적합도 평균 차이는 유
의확률 0.00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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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T1, T2, T3을 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 T4, T5, T6은 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3) 실험 집단별 표본의 동질성 검증

실험 집단별 표본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온라
인 쇼핑 특성 변수에서 실험 집단 간 표본 차이 유무를 교차분석을 수행
하여 확인하였다. 온라인 쇼핑 회당 평균 지출 금액을 묻는 문항에서‘1
만 원 이하’로 응답한 표본이 0명에서 1명으로 셀 당 5 이상의 도수가
필요한 교차분석 수행에 적합하지 않아‘1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의
표본과 합하여‘3만 원 미만’의 새로운 범주를 생성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를 묻는 문항에서도‘전
문점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개인 인터넷 쇼핑몰’,‘기타’에 응답한
표본을 총합하여‘그 외’의 새로운 범주를 생성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연령, 온라인 쇼핑 특성 변수에서 실험 집단 간 표본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험 집단별 표
본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교차분석의 결과는 [표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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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실험 집단별 표본의 동질성 검증
변인

구분

T1

T2

T3

T4

T5

T6

남

45

39

45

43

41

43

여

44

42

44

49

42

42

20대

30

30

28

31

31

29

30대

30

27

32

30

29

29

40대

29

24

29

31

23

27

월 1회 미만

14

7

7

7

12

10

온라인 쇼핑

월 1-2회

34

37

47

44

39

44

빈도

주 1-2회

36

28

30

27

25

17

주 3회 이상

5

9

5

14

7

14

1

0

1

1

1

0

27

32

31

29

26

성별

연령

온라인 쇼핑
회당 평균

3만원
미만

지출 금액

가장 자주

1만원
미만

1-3만원 39

3-5만원

36

36

37

36

29

34

5만원 이상

13

18

19

24

24

25

종합쇼핑몰

17

18

17

25

12

20

오픈마켓

45

37

49

43

48

37

소셜커머스

20

19

19

18

14

20

2

4

1

3

2

4

4

2

3

3

7

4

1

1

0

0

0

0

44

42

52

48

46

49

이용하는

전문점

온라인

개인

쇼핑몰 종류 그 외

인터넷



p

.454

.994

.485

.999

23.212

.080

9.608

.476

10.749

.770

2.241

.815

쇼핑몰
기타
가장 자주

웹사이트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앱

45

39

37

44

37

36

99

81

89

92

83

85

접속경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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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조사는 2016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6일 간 온라인
리서치 전문 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조
사대상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온라인 쇼핑 경험자
중에서 쇼핑몰의 상품추천을 접한 경험이 있는 20대, 30대, 40대의 남녀
소비자들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온라인 설문 초반에 5개의 운동화 그림 중
자신의 선호와 취향의 순서대로 1순위부터 5순위를 나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의 절반은 실험의 자극물에서 선호 1순위 운동화를
추천받는 T1, T2, T3 집단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선호 3순위 운동화를 추천받는 T4, T5, T6 집단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
정하였다. 6개 집단은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
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후 실험 시나리오를 충분히 읽고 각 집단의 유형
별 자극물에 대한 반응 조사에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 총 519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 없이 519부 모두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실험 집단별 자극물과 표본 구성은 [표
3-10]과 같다.

[표 3-10] 실험 집단별 자극물 및 표본 구성
구분
개인정보
통제권한

Type 1

Type 2

없음

설명

Type 3

Type 4

Type 5

없음

설명

설명
기록 관리

Type 6
설명
기록 관리

추천

높음

낮음

적합도

(1순위 선호 운동화 추천)

(3순위 선호 운동화 추천)

표본수

99

92

계

81

89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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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5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전체 519명 조사대상자 중 남성은 256명(49.3%), 여성은 263명
(51.0%)이었다. 20대는 179(34.5%), 30대는 177명은(34.1%), 40대
는 163명(31.4%)이었다. 따라서 성별과 연령은 항목별 비중의 차이 없
이 비슷하게 표집되었다.
온라인 쇼핑 빈도는 월 1-2회가 245명(47.2%)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 1-2회 163명(31.4%), 월 1회 미만과 주 3회 이상은 각각
57명(11%), 54명(10.4%)으로 비슷하였다.
온라인 쇼핑 1회 당 평균 지출 금액은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조사대
상자가 208명 (40.1%)으로 제일 많았으며 1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
184명(35.4%), 그 다음으로 5만 원 이상이 123명(23.7%)이었다. 1만
원 미만으로 쇼핑하는 사람은 4명(0.8%)으로 매우 드물었다.
조사대상자에게 온라인 쇼핑몰 분류표를 제시한 후, 본인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오픈마켓
은 259명(49.9%), 소셜커머스와 종합쇼핑몰은 각각 110명(21.2%),
109명(21.0%)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다음은 개인 인터넷 쇼핑몰
23명(4.4%), 전문점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 16명(3.1%), 기타 2명
(0.4%) 순이었다. 따라서 92.1%의 조사대상자들은 전문몰보다는 종합몰
에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통계청(2016)
의 조사 자료와 비슷한 결과이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는 조사대
상자는 281명(54.1%),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는 조사대상자는 238명
(45.9%)으로 웹사이트 이용자가 근소하게 더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특성
을 정리한 내용은 [표 3-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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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온라인쇼핑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남

256(49.3)

여

263(50.7)

20대

179(34.5)

30대

177(34.1)

40대

163(31.4)

월 1회 미만

57(11.0)

월 1-2회

245(47.2)

주 1-2회

163(31.4)

주 3회 이상

54(10.4)

1만 원 이하

4(0.8)

온라인쇼핑

1-3만 원

184(35.4)

회당 평균 지출 금액

3-5만 원

208(40.1)

5만 원 이상

123(23.7)

종합쇼핑몰

109(21.0)

오픈마켓

259(49.9)

가장 자주 이용하는

소셜커머스

110(21.2)

온라인 쇼핑몰 종류

전문점

16(3.1)

개인 인터넷 쇼핑몰

23(4.4)

기타

2(0.4)

웹사이트

281(54.1)

모바일 앱

238(45.9)

성별

연령

온라인쇼핑 빈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접속 경로

2)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로 수집된 자료
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온라인 쇼핑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수행하여 항목별 빈도와 백분율을 파악하였다. 또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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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실험 집단 간의 표본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카이제곱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실험 자극을 정확히 조작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1순위 선호 운동
화가 자극물에 제시된 집단 T1, T2, T3와 3순위 선호 운동화가 제시된
집단 T4, T5, T6 간의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 조사 내용은
빈도 분석을 수행하여 특성을 파악하였다. 가장 자주 접해본 상품추천 방
식의 순위를 정하는 문항과 상품추천 방식에 대한 선호, 추천상품 확인
행동과 구매 행동을 빈도 분석을 수행하여 항목별 빈도와 백분율을 파악
하였으며,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과 관련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통제
감과 신뢰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파악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과 추천 적합도에 따라 분류한
군별 표본이 30명 이상이므로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모수 검정인 분산분
석과 t-test를 수행하였다. 본 실험은 독립변수가 2개이므로 다변량 분산
분석의 수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였다. 다변량 분산분석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면서 그 수준이 0.6 이하일 때 수행할 수 있는 분석방
법이다(이재열, 2005).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자료에 대한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두 0.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통제권한 3개 수준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으로
파악하였으며, 추천 적합도 2개 수준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독립표본
t-test로 파악하였다.
다섯째,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이 추천 적합도에
의해 조절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하여 상호작용효과
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추가 분석으로 추천 적합도가 동일한 집단 내에서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
정으로 파악한 후 추천 적합도가 높은 3개 집단과 추천 적합도가 낮은 3
개 집단의 사후검정 결과를 비교하여 조절효과 여부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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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온라인쇼핑 상품추천 특성 및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과 소비자 반응
본 연구는 연구문제 1의 해결을 위해 국내 26개 온라인쇼핑 상품추천
화면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쇼핑몰의 상품추천 특성은 상품
추천의 운영단계인 정보 수집단계, 추천 알고리즘 실행 단계, 추천 결과
전달 단계의 특성을 조사하여 파악하였다. 특히 추천 결과를 전달하는 단
계에서의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는 기능의 유무를
통해 각 쇼핑몰의 개인정보통제권한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1. 온라인쇼핑 상품추천 특성 및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

본 연구는 상품추천 운영단계별로 26개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 수집방
법, 상품추천 방식 및 추천 알고리즘의 활용, 추천 결과 전달 단계에서의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을 분석하였다. 26개 업체의 상품추천 특성에 대
한 내용분석 결과를 [표 2-1] 온라인 쇼핑몰 상품추천 분류틀에 따라
정리한 내용은 [표 4-1], [표 4-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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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온라인 종합몰 상품추천 특성
추천 방식
쇼핑몰
종류

쇼핑몰

정보
수집

개인화 추천
(추천 알고리즘)

추천 결과 전달

그 외 추천

개인정보통제권한
소비자
소비자
이해

참여

기능

기능

-

-

다른 고객이 본
GSSHOP

암묵적

상품추천

-

(협업적 필터링)
최근 본

최근 본 상품과
CJmall

암묵적

유사한 상품추천

-

-

(내용기반 필터링)

암묵적

상품추천

삭제
기능
최근 본

다른 고객이 본
Hmall

상품

-

-

(협업적 필터링)

상품
삭제
기능

최근 본 상품과
종합
쇼핑몰

유사한 상품추천
Lottemall

암묵적

(내용기반 필터링)

-

-

-

-

-

-

-

-

-

다른 고객이 본
상품추천
(협업적 필터링)
명시적
(관심
품목‧
브랜드
SSG.com

체크)

클립한
브랜드‧상품과
유사한 상품추천

동일

(내용기반 필터링)

브랜드 내

다른 고객이
암묵적

클립한

인기 판매
상품추천

브랜드‧상품추천
(협업적 필터링)

G마켓

암묵적

오픈
마켓

다른 고객이 본

옥션

암묵적

상품추천
(협업적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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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품목
내 인기
판매
상품추천

최근

최근 본 상품과

상품평

유사한 상품추천
(내용기반 필터링)

인터파크

11번가

암묵적

암묵적

우수한

다른 고객이 본

상품추천
쇼핑몰

상품추천

추천

(협업적 필터링)

(광고)
쇼핑몰

-

추천

-

-

-

-

-

-

-

-

-

-

(광고)
최근 본 상품과
쿠팡

암묵적

유사한 상품추천

-

(내용기반 필터링)

소셜

티켓

커머스

몬스터

위메이크
프라이스

다른 고객이 본
암묵적

상품추천
(협업적 필터링)

동일 품목
내 인기
판매
상품추천

최근 본 상품과
암묵적

유사한 상품추천

-

(내용기반 필터링)

* 동일 품목 내 인기 판매 상품추천: 소비자가 조회한 특정 상품과 동일한 품목이나 브랜
드의 인기 상품을 추천한 경우
* 쇼핑몰 추천(광고): 도움말로‘광고: 쇼핑몰 판매자의 광고 아이템을 구매한 상품입니
다’문구 표시

[표 4-2] 온라인 의류‧도서 전문몰 상품추천 특성
추천 방식
품목

업체명

정보
수집

스타일
의류

난다
(개인)

개인화 추천
(추천 알고리즘)

추천 결과 전달

그 외 추천

개인정보통제권한
소비자
소비자
이해

참여

기능

기능

-

-

다른 고객이 본
암묵적

상품추천
(협업적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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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핑
(개인)
멋남
(개인)
큐니걸스
(개인)

다른 고객이 본
암묵적

암묵적

(브랜드

암묵적

종합)
유니클로
(SPA)

STCO
(SPA)

암묵적

상품추천

-

-

-

상품추천

-

-

-

유사한 상품추천

-

-

-

-

-

-

-

-

-

-

-

-

-

-

-

(내용기반 필터링)
다른 고객이 본
암묵적

상품추천
(협업적 필터링)
다른 고객이 본

암묵적

상품추천
(협업적 필터링)

암묵적

암묵적

명시적
(관심분
교보문고

-

(협업적 필터링)
최근 본 상품과

종합)
하프클럽
(브랜드

-

(협업적 필터링)
다른 고객이 본

종합)
무신사
스토어

-

(협업적 필터링)
다른 고객이 본

29cm
(브랜드

상품추천

야 체크)

암묵적
도서

전문 에디터
추천

쇼핑몰 추천
(광고)

-

-

최근 본 상품과

동일 품목 내

유사한 상품추천

인기 판매

(내용기반 필터링)
다른 고객이 본

상품추천
최근 상품평

상품추천

우수한

(협업적 필터링)
관심분야‧작가‧최근

상품추천

본 상품과 유사한
상품추천
(내용기반 필터링)

서점‧북마스
터‧출판사의
상품추천

다른 고객이

동일 품목 내

구매한 상품추천

인기 판매

(협업적 필터링)

상품추천
동일 품목 내

Yes24

암묵적

다른 고객이

인기 판매

구매한 상품추천

상품추천

(협업적 필터링)

기관‧편집자
의 상품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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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관심분
알라딘

야 체크)

암묵적

명시적
(관심분
야 체크)

검색‧구매‧조회

관심분

기록을 종합하여

야 수정

분석한 상품추천
(내용기반 필터링)
다른 고객이 본

서점
상품추천

기능

(협업적 필터링)
검색‧구매‧조회

추천

기록을 종합하여

활용

분석한 상품추천

정보(

(내용기반 필터링)

동일 품목 내
인기 판매

다른 고객이 본
암묵적

추천상
품 삭제

상품추천

반디앤루
니스

기능
-

상품추천

상품추천

검색‧구
매‧조회
기록)
와

관심분
야 수정
기능

활용

(협업적 필터링)

방식
명시
체크한 관심

명시적
영풍문고

(관심분
야 체크)

-

분야에서
최신

-

-

상품추천

암묵적

* 동일 품목 내 인기 판매 상품추천: 소비자가 조회한 특정 상품과 동일한 품목이나 브랜
드의 인기 상품을 추천한 경우
* 의류(브랜드종합): 의류‧패션 품목을 취급하는 여러 브랜드들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취급
하는 쇼핑몰
* 쇼핑몰 추천(광고): 도움말로‘광고: 쇼핑몰 판매자의 광고 아이템을 구매한 상품입니
다’문구 표시

(1) 정보 수집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대부분은 상품추천을 위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암묵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는 각 업체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개인정
보 수집 항목’조항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조항에서 이용자의
성명, 아이디,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본인 인증값과 같은 프로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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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브라우저 종류, 서비스 이용 기

록, 불량 이용 기록 등의 활동 기록 정보를 수집하는 사실과 해당 정보들
을 맞춤 서비스 및 개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하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상품추천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선별
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암묵적 정보 수집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암묵적 정보 수집과 동시에 소비자가 직접 관심 분야‧
품목‧브랜드를 체크하는 간단한 명시적 정보 수집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
나 관심 분야 체크는 방대한 양의 상품들을 소비자의 관심 순서로 정렬하
는 대분류의 역할을 할 뿐, 상품추천의 핵심 알고리즘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 따라서 관심 분야 체크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엄밀하게는 상품
추천을 위한 명시적 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없다.

(2) 상품추천 방식(추천 알고리즘)

본 연구는 상품추천 방식을 크게 소비자의 누적된 상품 조회 기록, 구매
기록, 검색 기록 등을 특정 알고리즘으로 처리하여 상품을 추천하는‘개
인화 추천’과 개인 소비자의 선호와 상관없이 온라인 쇼핑몰이 특정 상
품을 추천하는‘그 외 추천’으로 분류하였다. 개인화 추천 방식에는 내
용 기반 필터링을 적용하여 소비자가 최근 조회하거나 구매한 상품과 유
사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 협업적 필터링을 적용하여 소비자와 선호가
유사한 다른 소비자들이 조회하거나 구매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 2개의
필터링을 적용한 상품추천을 모두 제공하는 방식이 해당한다. 그 외 추천
방식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광고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 소비자가 조
회한 카테고리나 브랜드 중 최근 판매량이 많거나 상품평이 좋은 인기 상
품을 추천하는 방식, 전문가나 에디터가 특정 테마에 부합하는 상품을 추
천하는 방식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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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화 추천 방식

종합몰은 내용 기반 필터링을 적용한 상품추천 방식과 협업적 필터링을
적용한 상품추천 방식을 활용하는 업체의 수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
비해, 의류 전문몰은 개인화 추천을 제공하는 9개 쇼핑몰 중 8개 쇼핑몰
이 협업적 필터링을 적용한 상품추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의류‧패
션 제품의 특성 상 소비자들이 유행이나 준거 집단의 성향에 민감한 편이
므로(김연희·이규혜, 2006) 다른 고객의 구매 성향을 볼 수 있는 협업
적 필터링이 선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서 전문몰 또한 개인화 추천을 제공하는 4개 업체 모두 협업적 필터
링을 적용한 상품추천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 3개 업체는 내용
기반 필터링을 적용한 상품추천 방식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형 상품추천
에 해당하였다. 2개 업체는 단순히 최근 조회한 상품뿐만 아니라 가입 시
소비자가 체크한 관심 분야 및 작가, 누적된 상품 검색 기록, 조회 기록,
구매 기록을 종합하여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도서 상품이 의류 상품보다 더 종합적인 개인화 추천을 제공하는 이유는
도서 상품이 경험재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경
험재는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상품의 효용과 비용
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재화를 의미한다(정용해, 2011). 의류 상품 또
한 경험재에 해당하지만 최근 의류 업체들이 웹사이트 상에서 상품의 정
확한 사이즈, 색감, 소재를 구현하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구매 전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Demirkan & Spohrer, 2014). 도서 상품 또한 웹사이트 상
에서 작가 정보, 초반 줄거리, 대표 독자의 서평 등의 정보가 제공되지만
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적인 효용은 상품을 구
매해야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관된 개인의 취향과 선호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개인화 추천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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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② 그 외 추천 방식

모든 26개의 온라인 쇼핑몰의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최근에 판매량
이 많은 인기 상품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종합몰은 소비
자가 조회한 특정 카테고리나 브랜드 내에서도 최근 판매량이 많거나 상
품평이 좋은 인기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일부 종합몰은 광고 비용을 지
불한 판매자의 상품을 우선으로 추천하고 있다. 이 경우‘추천상품’문구
옆에 도움말 마크로 광고 상품임을 표시하는 업체도 있으나 일부 업체는
‘추천상품’이라고만 표시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광고를 인지할 수 없
는 경우도 있다. 일부 전문몰은 전문가나 에디터가 특정 테마에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큐레이팅형 상품추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서 전문
몰은 전문가 추천 이외에도 특정 출판사의 추천, 문학상 수상 도서 추천
등 개인화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추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3) 추천 결과 전달

추천 결과 전달 단계에서의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
는 기능의 유무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개인정보통제권한의 유무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 상품추천 관련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을 파악하였다.

① 상품추천 이해 기능

상품추천 이해 기능이란, 추천상품이 어떤 기준으로 추천되었는지에 대
해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별도의 설명이나 지표 등을 의미한다. 대
부분의 온라인 쇼핑몰들은 상품을 추천하면서‘이 상품을 본 다른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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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매한 상품’혹은‘최근 내가 구매한 상품과 같은 브랜드 상품’등의
기준을 포함한 간략한 문구를 덧붙이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기준에 대한
문구 없이‘상품추천’,‘고객님을 위한 맞춤 추천’이라고만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략하게 기준을 문구로 표시한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자신
의 개인정보 중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
으로 알 수 없다.
1개 도서 전문몰의 경우 상품추천 페이지에서‘고객님의 검색, 구매, 조
회 기록을 바탕으로 상품과 상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현재 보고 계
신 도서와 연관도가 높은 다른 도서, 또는 관심 있는 작가와 유사한 작품
성향을 보이는 다른 작가의 작품을 추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라는
설명을 표시하고 있다. 추천된 상품마다 어떤 과거 활동 기록과 어떤 상
품을 참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② 상품추천 참여 기능

상품추천 참여 기능이란, 소비자들이 상품추천 과정에 자신의 선호나 의
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
들에게 추천상품만 제시할 뿐, 해당 추천상품에 소비자가 자신의 의견이
나 선호를 표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최근 조회
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천하는 업체 중 일부만‘최근 본 상품 목록’
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개 도서 전문몰에서는 추천된 상품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삭
제하는 기능,‘관심 없어요’또는‘이미 구매 했어요’등의 의견을 표시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별도의 상품추천 설정 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체크한 관심 분야를 수정하거나 상품 조회‧구매‧검색 기록 중 일부를 삭제
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은 대부분 암묵적 정보 수집을 활용하고

- 58 -

있으며 최근에 조회하거나 구매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
기반 필터링 방식과 유사한 선호를 지닌 다른 고객이 조회하거나 구매한
상품을 추천하는 협업적 필터링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유행에 민감한 의
류‧패션을 취급하는 전문몰은 대부분 소비자가 타인의 기록을 참조할 수
있는 협업적 필터링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경험재 성향이 강한 도서를
취급하는 전문몰은 누적된 개인정보와 활동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품을 추천하는 가장 개인화된 상품추천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추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상품추천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와 활동기록을 수정하
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품추천에 활용되
는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권한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
다.

2.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 반응

1) 상품추천 방식에 대한 반응

(1) 상품추천 방식 경험 빈도

본 연구는 대표적인 상품추천 방식 5개를 선정하여, 소비자들이 각 상품
추천 방식을 경험한 빈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에
게 5개의 상품추천 방식 중 가장 많이 접해본 것을 순서대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나열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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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상품추천 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 빈도
순
위

상품추천 방식

빈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사용자가 최근에 본(구매한) 187
120
88
98
26
(36.0) (23.1) (17.0) (18.9) (5.0)
상품과 유사한 상품추천

2

다른 사용자가 해당 상품과 67
157
133
99
63
(12.9) (30.3) (25.6) (19.1) (12.1)
함께 본(구매한) 상품추천

3

일정 기간 내 가장 많은 사람 106
124
130
111
48
(20.4) (23.9) (25.0) (21.4) (9.2)
들이 본(구매한) 상품추천

4

온라인 쇼핑몰이 우선으로 광 127
74
106
121
91
(24.5)
(14.3)
(20.4)
(23.3)
(17.5)
고 및 판매하려는 상품추천

5

사용자의 가입 시 프로필, 사
이트 내 활동 기록, 구매 기 32
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상품 (6.2)
추천

44
(8.5)

계

519
(100)

62
90
291
(11.9) (17.3) (56.1)

* 동일 순위 내에서 가장 조사대상자가 많은 상품추천 방식을 진한색으로 표시함
* 동일 순위 내에서 두 번째로 조사대상자가 많은 상품추천 방식을 연한색으로 표시함

조사대상자들이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추천 방식은 사용자가 최근
에 본(구매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36.0%)이었으며 2
순위와 3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추천 방식은 다른 사용자가 해당 상품
과 함께 본(구매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30.3%, 25.6%)이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현황 조사 결과와 같이 실제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2개의 상품추천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동일한 방식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정 기간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구매한) 상품추천 또한 조사대상자
들이 2순위(23.9%) 혹은 3순위(25.0%)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4순
위로 응답한 비중과(21.4%) 큰 차이가 없으며 다른 사용자가 해당 상품
과 함께 본(구매한) 상품추천이 2순위와 3순위를 합쳐 55.9%를 차지하
는 것과 비교했을 때 조사대상자의 성향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4순위 응답이 가장 많은 상품추천 방식은 온라인 쇼핑몰이 우선으로 광
고 및 판매하려는 상품추천(23.3%)이었다. 그러나 해당 추천 방식을 1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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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응답한 비중(24.5%)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조사대상자의 1/4은 광
고성 상품추천을 자주 경험하였거나 상품추천을 광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의 가입 시 프로필, 사이트 내 활동 기록, 구매 기록을 종합적으
로 분석한 상품추천은 가장 개인화 성향이 강한 추천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추천 방식은 5순위 조사대상자 비중이 제일 높았는데(56.1%), 이는
현황 조사 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해당 수준의 개인화 추천을 제공하는 업
체가 소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상품추천 방식 선호

조사대상자들에게 5개의 상품추천 방식 중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상품
을 추천받고 싶은 지 응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추천 방식에 대한 선
호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상품추천 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순위

상품추천 방식

평균(S.D)

1

일정 기간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구매한) 상품추천

3.41(.896)

2

다른 사용자가 해당 상품과 함께 본(구매한) 상품추천

3.37(.857)

3

사용자가 최근에 본(구매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추천

3.33(.928)

4
5

사용자의 가입 시 프로필, 사이트 내 활동 기록, 구매 기
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상품추천
온라인 쇼핑몰이 우선으로 광고 및 판매하려는 상품추천

3.11(.993)
2.34(.024)

응답을 토대로 순위를 나열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일정 기간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구매한) 상품 혹은 다른 사용자가 해당 상품과 함께 본
(구매한)상품을 추천 받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
비자들은 사용자가 최근에 본(구매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추천 방식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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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조회 기록과 구매 기록에 근거한 상품추천보다는 타인의 조회 기
록과 구매 기록에 근거한 상품추천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의 가입 시 프로필, 사이트 내 활동 기록, 구매 기록을 종합적으
로 분석한 상품추천에 대한 선호는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 점수보다는
높은 것(3.11점)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추천 방식에 비해 상대적인 순위
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선호가 긍정에 가깝지만 그 수준
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개인화 추천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개인화 추천에 대한 선호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쇼핑몰이 우선으로 광고 및 판매하려는 상품추천은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 점수보다 낮아(2.34점) 조사대상자의 선호가 부정에 가까우
며 선호도 순위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품추
천에서 광고를 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상품추천에 대한 개인정보 통제감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이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추천에 관하여
지각한 개인정보 통제감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5]와 같
다.

[표 4-5] 상품추천과 관련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통제감
문항

평균(S.D)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나의 어떤 정보를 활용하여 상
품을 추천하는 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2.81(.949)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나의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
용하여 상품을 추천하는 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

2.78(.987)

한다.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상품추천을 위해 활용하는 나의
정보와 기록을 직접 수정/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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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16)

2.78
(.815)

개인정보 통제감 척도의 평균값은 2.78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
점수보다 낮아 조사대상자들의 온라인쇼핑 상품추천과 관련한 개인정보
통제감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정보 통제감을 측정하는 각
문항의 자료의 평균값 또한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 점수보다 낮았다. 온
라인 쇼핑몰 내에서 상품추천을 위해 활용하는 개인정보를 직접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2.77점)가 가장 낮았으며 어떤 방식으
로 상품을 추천하는 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2.78점) 또
한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다. 상품추천에 어떤 정보가 활용되는 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2.81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을 이용하면서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
로 상품추천에 활용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소비자의 조정과 참여
모두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국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추천과 관련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임을 알 수 있다.

3)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본 연구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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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문항

평균(S.D)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은 나의 선호와 취향을 반
영한다고 생각한다.

2.99(.942)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은 신뢰할 수 있다.

2.85(.747)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은 믿고 따를 수 있다.

2.72(.803)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은 사업자의 이익보다 나
의 선호와 취향을 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71
(.705)

2.50(.972)
2.50(.904)

상품추천 신뢰 척도의 평균값은 2.71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 점
수보다 낮아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낮음을 확인
하였다. 상품추천 신뢰를 측정하는 각 문항의 자료의 평균값 또한 5점 리
커트 척도의 중간 점수보다 낮았다. 소비자들은 상품추천이 소비자의 이
익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믿는 선의에 대한 신뢰(2.50점)와 특정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2.50
점)가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 상품추천을 따르는 것에 대한 신뢰(2.72
점), 상품추천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2.85점), 상품추천의 성능에 대한
신뢰(2.99점) 순으로 평균값이 낮았다.

4)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 행동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상품추천을 활용하는 지 그리고 추천된 상
품을 구매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추천상품에 대한 확인 행동과 확인 후
구매 행동을 측정하였다. 추천상품에 대한 확인 행동은 추천 목록을 훑어
보는 행동과 추천 목록 중 관심 있는 상품을 클릭해서 세부 정보를 확인
하는 행동으로 수준을 구분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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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추천상품 확인 행동과 구매 행동
추천상품
구매 행동

추천상품 확인 행동

구매하지
않음
확인하지
않음

구매함

나는 평소 추천상품 목록에 무

119

관심하므로 지나치는 편이다.

(22.9)

나는 평소 추천상품 목록에 어
떤 상품이 있는 지 훑어보는
확인함

207

117

편이다.
나는 평소 추천상품 목록 중에
관심 있는 상품을 클릭해서 세

43

33

250

150

부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다.
계

온라인

빈도(%)

쇼핑몰이

추천하는

상품을

확인하는

324
(62.4)

400
(77.1)

76
(14.7)

519
(100)

조사대상자는

400명

(77.1%)이었으며 확인하지 않는 조사대상자는 119명(22.9%)이었다. 추
천상품을 확인하는 조사대상자 중 324명은 추천 목록을 훑어보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특정 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조사대상자는 76명에 그
쳤다.
추천상품을 확인하는 400명 중 추천상품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조사대상
자는 150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50명은 확인 후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상품 확인 행동별로 구매 여부를 파악한 결
과, 추천상품 목록을 훑어보는 324명 중 추천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117명, 구매하지 않는 사람은 207명이었으며, 특정 상품의 세부 정보를
클릭해서 확인하는 76명 중 추천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33명, 구매하지
않는 사람은 43명이었다. 이를 통해 추천상품을 확인하는 소비자들 중에
서도 실제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만, 추천상품 목록을 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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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는 정도의 확인을 하는 소비자들보다 특정 상품의 세부 정보까지 확
인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추천상품에 무관심한 사람들보다는 관
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 이상의 적극적인 확인 행동과 구매 행
동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적은 편이며,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
자들이 상품추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 지에 대
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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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별 소비자 반응

본 연구는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통제권한 자극이 다른
실험 집단의 조사대상자에게 자극물의 상품추천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였
다. 소비자 반응은 자극물과 같은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이용의도, 자극
물과 같이 상품을 추천할 경우의 구매의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집단은 개
인정보통제권한을 실현하는 기능이 없는 자극물을 제시받은 집단(T1,
T4), 개인정보 통제 권한 중 알 권한을 실현하는 설명 기능만 있는 자극
물을 제시받은 집단(T2, T5), 알 권한을 실현하는 설명 기능과 참여할
권한을 실현하는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있는 자극물을 제시 받은 집단
(T3, T6)으로 구분하였다.

1.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별 소비자 신뢰

전체 조사대상자의 자극물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는 평균 2.95점, 표준
편차 0.777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점수보다 근소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가 개인정보통제권한의 3개 수준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등분산 검정에서
종속변수인 상품추천 신뢰에 대한 3개 집단의 검정값은 1.409, 유의확률
은 0.245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등분산임을
확인한 후 일원분산분석에서 등분산 조건에서의 검정값과 유의확률을 바
탕으로 집단 간 평균 차이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내용
은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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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별 상품추천 신뢰
종속

개인정보통제권한

평균(S.D)

없음(n=181)

2.51(.711)

설명(n=164)

2.96(.682)

설명+기록 관리(=174)

3.40(.663)

변수
상품
추천
신뢰

F

p

Duncan
a

74.029***

.000

b
c

*** p<0.001

일원분산분석 결과 개인정보통제권한에 따라 소비자들의 상품추천에 대
한 신뢰는 F 검정값 74.029,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수준 0.001보다
낮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능이 없는 경우 소
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의 평균값은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 점수
보다 낮은 2.51점인데 비해, 각 기능이 추가될수록 평균값이 2.96점,
3.40점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자극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한 지 알아보기 위해

Duncan의 다중 비

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두 기능이 없는 상품추천보다 설명
기능이 제공되는 상품추천에서 신뢰가 높고, 설명 기능만 제공되는 상품
추천보다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제공되는 상품추천에서 신
뢰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설명 기능만 제공되는 경우는 평균값이 2.96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 점수에서 근소하게 낮은데, 기록 관리 기능까지 함께 제공되는 경우
에는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가 중간 점수보다 높은 3.40점으로 확실히 증
가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상품추천을
위해 어떤 개인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 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상품추천 과정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와 기록을 관
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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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별 소비자 행동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추천 이용의도와 추천상품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등분산 검정 결과 상품추천 이용의도에 대한 3개 집단의 검정값은
1.454, 유의확률은 0.234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등분산임을 확인하였고, 추천상품 구매의도에 대한 3개 집단의 검
정값은 0.493, 유의확률은 0.611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등분산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종속변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모두 등분산 조건에서의 검정값과 유의확률을 바탕으로 집
단 간 평균 차이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1)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별 상품추천 이용의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자극물의 상품추천에 대한 이용의도의 평균은 3.18
점, 표준편차 0.841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점수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추천 이용의도가 개인정보통제권한의 3개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표 4-9]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별 상품추천 이용의도
종속

개인정보통제권한

평균(S.D)

없음(n=181)

2.79(.832)

설명(n=164)

3.26(.828)

설명+기록관리(=174)

3.50(.692)

변수
상품
추천
이용
의도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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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

Duncan
a

38.066***

.000

b
c

일원분산분석 결과 개인정보통제권한에 따라 소비자들의 상품추천 이용의
도는 F 검정값 38.066,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수준 0.001보다 낮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능이 없는 경우 소비자
의 상품추천 이용의도의 평균값은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 점수보다 낮
은 2.79점인데 비해, 각 기능이 추가될수록 평균값이 3.26점, 3.50점으
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자극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한 지 알아보기 위해 Duncan의 다중 비
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두 기능이 없는 상품추천보다 설명
기능이 제공되는 상품추천을 이용하려는 의향이 높고, 설명 기능만 제공
되는 상품추천보다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제공되는 상품추
천을 이용하려는 의향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설명 기능만 제공된 경우 상품추천 이용의도의 평균값은 3.26점으로 5
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 점수보다 높은 것을 통해 소비자들은 상품추천을
위해 어떤 개인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
는 것만으로도 상품추천 이용의도가 긍정적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또
한 소비자들이 상품추천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와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하면 상품추천 이용의도는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별 추천상품 구매의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자극물의 추천상품에 대한 구매의도의 평균은 3.06
점, 표준편차 0.893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점수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상품 구매의도가 개인정보통제권한의 3개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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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별 추천상품 구매의도
종속

개인정보통제권한

평균(S.D)

없음(n=181)

2.66(.859)

설명(n=164)

3.13(.859)

설명+기록 관리(=174)

3.40(.797)

변수
추천
상품
구매
의도

F

p

Duncan
a

35.878***

.000

b
c

*** p<0.001

일원분산분석 결과 개인정보통제권한에 따라 소비자들의 추천상품 구매
의도는 F 검정값 35.878,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수준 0.001보다 낮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기능이 없는 경우 소
비자의 상품추천 구매의도의 평균값은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 점수보다
낮은 2.66점인데 비해, 기능이 추가될수록 평균값이 3.13점, 3.40점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자극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한 지 알아보기 위해 Duncan의 다중 비
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두 기능이 없는 상품추천보다 설명
기능이 제공되는 상품추천에서 구매의도가 높고, 설명 기능만 제공되는
상품추천보다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제공되는 상품추천에서
구매의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설명 기능만 제공된 경우 추천상품 구매의도의 평균값은 3.13점으로 5
점 리커트 점수의 중간 점수보다 높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품추천을 위
해 어떤 개인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추천상품 구매의도가 긍정적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상품추천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와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을 함께 제공하면 추천상품 구매의도는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밝힌 개인정보통제권한의 수준별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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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상품추천에 대한 이용의도, 추천상품에 대한 구매의도의 차이는 다
음의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별 소비자 반응

3.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에 대한 소비자 선호

본 연구는 전체 조사대상자 519명에게 개인정보통제권한이 다른 3개의
상품추천을 나열한 후 실제 온라인 쇼핑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 상품
추천을 받기를 원하는 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해당 문항은 설문 마지막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앞의 소비자 경험 조사와 실험 자극에 대한 반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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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3개의 상품추천 그림에서 상품 이미지를 삭제
하여 오로지 개인정보통제권한의 차이만으로 선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개인정보통제권한이 다른 3개의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는
[표 4-11]과 같다.

[표 4-11]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이 다른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 선호
문항

빈도(%)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없는 상품추천

30(5.8)

설명 기능이 제공되는 상품추천

111(21.4)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제공되는 상품추천

378(72.8)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94.2%인 489명이 소비자가 개인정보통제
권한을 실현하는 기능이 있는 상품추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78명(72.8%)은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제공되는 상품
추천을 선호하였으며, 111명(21.4%)은 설명 기능만 제공되는 상품추천
을 선호하였다. 이를 통해 다수의 소비자들은 상품추천 과정에 어떤 개인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알 권한에 더불어 이를 바탕
으로 상품추천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와 기록을 스스로 삭제하여 관리할 수
있는 참여 권한을 실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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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추천 적합도별 소비자 반응
본 연구는 연구문제 3의 해결을 위해 추천 적합도가 다른 실험 집단의
조사대상자에게 자극물의 상품추천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였다. 소비자 반
응은 자극물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이용의도, 자극물과 같이 상품을
추천할 경우의 추천된 상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집단은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T1, T2, T3)과 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T4,
T5, T6)으로 구분하였다.

1. 추천 적합도별 소비자 신뢰

추천 적합도가 다른 2개 집단의 상품추천 신뢰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12]와 같
다.
[표 4-12] 추천 적합도별 상품추천 신뢰
종속변수

추천 적합도

평균(S.D)

높음(n=259)

3.13(.732)

낮음(n=260)

2.77(.781)

상품추천 신뢰

t

p

5.381***

.000

*** p<0.001

분석 결과 추천 적합도별 소비자들의 상품추천 신뢰는 t 검정값 5.381,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수준 0.001보다 낮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상품추천 신뢰
평균값은 5점 리커트 점수의 중간 점수보다 낮은 2.77점인데 비해,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의 상품추천 신뢰 평균값은 3.13점으로 더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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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의 상품추천 신뢰 평균값(2.77점)은 변수의 조
작 검증에서 파악한 추천 적합도 평균값(2.86점)과 큰 차이가 없다. 그에
비해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의 상품추천 신뢰의 평균값(3.13점)은‘동
의하지도, 동의하지 않지도 않음(=3점)’에 가깝기 때문에 추천 적합도
평균값(3.51)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은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품추천 신뢰가 낮지만,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
은 추천 적합도에 비해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는 성향이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추천 적합도별 소비자 행동

1) 추천 적합도별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 적합도가 다른 2개 집단의 상품추천 이용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13]과
같다.
[표 4-13] 추천 적합도별 상품추천 이용의도
종속변수

추천 적합도

평균(S.D)

높음(n=259)

3.31(.782)

낮음(n=260)

3.04(.877)

상품추천 이용의도

t

p

3.682***

.000

*** p<0.001

분석 결과 추천 적합도별 소비자들의 상품추천 이용의도는 t 검정값
3.682,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수준 0.001보다 낮아 매우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의 상품추천 이용의도
평균값은 3.04점,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의 상품추천 이용의도 평균값
은 3.31점으로 모두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점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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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의 상품추천 이용의도 평균값은 5점 리커트 척
도의 중간점수보다 높기 때문에 추천 적합도 평균값(2.86점)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은 상품추천 이용의도의
평균값이‘동의하지도, 동의하지 않지도 않음(=3점)’에 가깝기 때문에
추천 적합도 평균값(3.51)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은 추천 적합도에 비해 상품추천 이용의도는 긍정적이지만, 추
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은 추천 적합도에 비해 상품추천 이용의도 성향이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추천 적합도별 추천상품 구매의도

추천 적합도가 다른 2개 집단의 추천상품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14]와
같다.
[표 4-14] 추천 적합도별 추천상품 구매의도
종속변수

추천 적합도

평균(S.D)

높음(n=259)

3.20(.866)

낮음(n=260)

2.91(.898)

추천상품 구매의도

t

p

3.734***

.000

*** p<0.001

분석 결과 추천 적합도별 소비자들의 추천상품 구매의도는 t 검정값
3.734,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수준 0.001보다 낮아 매우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의 상품추천 이용의도
평균값은 2.91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점수보다 낮지만, 추천 적
합도가 높은 집단의 상품추천 이용의도 평균값은 3.20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점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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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의 추천상품 구매의도 평균값은 추천 적합도 평
균값(2.86점)과 큰 차이가 없다. 그에 비해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은
추천상품 구매의도의 평균값이‘동의하지도, 동의하지 않지도 않음(=3
점)’에 가깝기 때문에 추천 적합도 평균값(3.51) 낮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은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천상품 구매의
도가 낮지만,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은 추천 적합도에 비해 추천상품
구매의도 성향이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별 소비자 반응에 대한 추천 적합도의 조절 효
과

본 연구는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하여 상호작용효과의 유무를 확인 후 추
천 적합도가 동일한 집단 내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추천
적합도가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 경향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과 추천 적합도 간 상호작용효과 검증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과 추천 적합도 간 상호작용효과의 유무를 파악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4-15]와 같다.

- 77 -

[표 4-15]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과 추천 적합도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종속

분산원

변수

없음

2.51(.711)

설명

2.96(.682)

설명+기록 관리

3.40(.663)

추천

높음

3.13(.732)

적합도(B)

낮음

2.77(.781)

개인정보

상품

통제권한(A)

추천
신뢰

평균(S.D)

A*B

상품
추천

없음

2.79(.832)

설명

3.26(.828)

설명+기록 관리

3.50(.692)

개인정보
통제권한(A)

이용

추천

높음

3.31(.782)

의도

적합도(B)

낮음

3.04(.877)

A*B

추천
상품

없음

2.66(.859)

설명

3.13(.859)

설명+기록 관리

3.40(.797)

개인정보
통제권한(A)

구매

추천

높음

3.20(.866)

의도

적합도(B)

낮음

2.91(.898)

A*B

F

p

77.564***

.000

35.290***

.000

.280

.756

38.440***

.000

14.409***

.000

.134

.875

36.265***

.000

14.877***

.000

.148

.862

*** p<0.001

상품추천 신뢰,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매의도 모두 개인정보통
제권한 수준과 추천 적합도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든 종속변수에 대한 개인정보통
제권한 수준과 추천 적합도의 주효과는 앞의 일원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test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수준 0.001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추천 적합도와 관계없이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매의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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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 적합도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는 추천 적합도가 개인정보통제권한을 실현하는 기능인 설명 기
능과 기록 관리 기능 각각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천 적합
도가 동일한 집단 내 종속변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
며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사후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1) 상품추천 신뢰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

상품추천 신뢰에 대한 등분산 검정에서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의 F
검정값은 2.066, 유의확률 0.129, 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의 F 검정값
은 0.112, 유의확률 0.894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등분산임을 확인한 후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6]과 같다.

[표 4-16] 추천 적합도가 같은 동일한 내 상품추천 신뢰 차이
종속
변수

추천
적합도

개인정보통제권한
없음

높음
상품

(n=89)
설명
(=81)
설명+기록 관리
(n=89)
없음

추천
신뢰
낮음

(n=92)
설명
(n=83)
설명+기록 관리
(n=85)

평균(S.D)

F

p

2.67(.686)
3.17(.613)

Duncan
a

44.089***

.000

b

3.56(.596)

c

2.36(.705)
2.76(.689)
3.23(.69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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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4.572***

.000

b
c

[그림 4-2] 추천 적합도가 다른 두 집단의 상품추천 신뢰 차이

추천 적합도가 높은 3개 집단의 상품추천 신뢰의 차이는 F 검정값은
44.089,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 Duncan 다중 비교에서 두 기능이 없는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 설
명 기능만 포함된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포함된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추천 적합도가 낮은 3개 집단 또한 상품추천 신뢰의 차이가 F 검정값은
34.572,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 Duncan의 다중 비교에서 두 기능이 없는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
설명 기능만 포함된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
이 모두 포함된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에 따른 상품추천 신뢰의 차이는 추천 적
합도에 의해 조절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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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추천 이용의도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

상품추천 이용의도에 대한 등분산 검정 결과,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
의 F 검정값은 0.457, 유의확률 0.634, 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의 F 검
정값은 0.454, 유의확률 0.636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등분산임을 확인하였다. 등분산 검정 후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표 4-17] 추천 적합도가 같은 집단 내 상품추천 이용의도 차이
종속
변수

추천
적합도

높음
상품
추천
이용
의도
낮음

개인정보통제권한
없음
(n=89)
설명
(=81)
설명+기록 관리
(n=89)
없음
(n=92)
설명
(n=83)
설명+기록 관리
(n=85)

평균(S.D)

F

p

2.94(.783)
3.40(.797)

Duncan
a

19.364***

.000

b

3.61(.605)

b

2.64(.856)
3.13(.840)
3.39(.760)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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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9.225***

.000

b
c

[그림 4-3] 추천 적합도가 다른 두 집단의 상품추천 이용의도 차이

추천 적합도가 높은 3개 집단의 상품추천 이용의도의 차이는 F 검정값
은 19.364,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Duncan의 다중 비교에서 두 기능이 없는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과 설명 기능만 포함된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
지만 설명 기능만 포함된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과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포함된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적합도가 낮은 3개 집단은 상품추천 이용의도의 차이가 F 검정값
은 19.225,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Duncan의 다중 비교에서 두 기능이 없는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 설명 기능만 포함된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포함된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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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정보통제권한을 실현하는 기능 중 기록 관리 기능의 유무로
인한 상품추천 이용의도 차이에 추천 적합도의 부적인 조절효과가 존재함
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추천 적합도가 낮은 경우 설명 기
능만 포함된 상품추천보다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포함된 상
품추천을 이용하려는 의향이 더 높지만, 추천 적합도가 높은 경우에는 설
명 기능에 기록 관리 기능이 추가되어도 상품추천을 이용하려는 의향에
큰 증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추천상품 구매의도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

추천상품 구매의도에 대한 등분산 검정 결과,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
의 F 검정값은 1.202, 유의확률 0.302, 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의 F 검
정값은 0.569, 유의확률 0.567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등분산임을 확인하였다. 등분산 검정 후 일원분산분석을 수
행한 결과는 [표 4-18]과 같다.

[표 4-18] 추천 적합도가 같은 집단 내 추천상품 구매의도 차이
종속
변수

추천
적합도

개인정보통제권한
없음

높음
추천
상품

(n=89)
설명
(=81)
설명+기록 관리
(n=89)
없음

구매
의도
낮음

(n=92)
설명
(n=83)
설명+기록 관리
(n=85)

평균(S.D)

F

p

2.80(.881)
3.30(.858)

Duncan
a

18.192***

.000

b

3.52(.693)

b

2.52(.818)
2.96(.833)
3.28(.88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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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8.175***

.000

b
c

[그림 4-4] 추천 적합도가 다른 두 집단의 추천상품 구매의도 차이

추천 적합도가 높은 3개 집단의 추천상품 구매의도의 차이는 F 검정값
은 18.192,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Duncan의 다중 비교에서 두 기능이 없는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과 설명 기능만 포함된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
지만 설명 기능만 포함된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과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포함된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적합도가 낮은 3개 집단은 추천상품 구매의도의 차이가 F 검정값
은 18.175,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Duncan의 다중 비교에서 두 기능이 없는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 설명 기능만 포함된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포함된 자극물을 경험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통제권한을 실현하는 기능 중 기록 관리 기능의 유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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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추천상품 구매의도 차이에 추천 적합도의 부적인 조절효과가 존재함
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추천 적합도가 낮은 경우 설명 기
능만 포함된 상품추천보다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포함된 상
품추천에서 추천된 상품을 구매하려는 의향이 더 높지만, 추천 적합도가
높은 경우에는 설명 기능에 기록 관리 기능이 추가되어도 추천된 상품을
구매하려는 의향에 큰 증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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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한 후
설문 기법을 통해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하
였다.또한 실험 기법을 통해 개인정보통제권한의 수준과 추천 적합도의
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및 이용의도, 추천된 상품에
대한 구매의도의 차이를 밝혔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쇼핑 상품추천 특성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은 주로
암묵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활동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며 주로 사용
자가 최근에 본(구매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과 다른 고
객이 해당 상품과 함께 본(구매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활
용하고 있었다.
일부 종합몰은 개인 소비자의 선호와 관계없이 인기 판매 상품 혹은 광
고성으로 일부 사업자의 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며 의류‧도서 품목과 같은
경험재 상품을 취급하는 전문몰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누적된 활동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가장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거나 전문가의
추천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추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상품추천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와 활동기록을 수정하
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지 않았다.
둘째,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들은 사용자가 최근에 본(구매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추천처럼 본인의 조
회 기록과 구매 기록에 근거한 상품추천 방식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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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제로는 일정 기간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구매한) 상품 혹은 다
른 사용자가 해당 상품과 함께 본 상품을 추천 받기를 선호하고 있었다.
사용자의 가입 시 프로필, 사이트 내 활동 기록, 구매 기록을 종합적으
로 분석한 상품추천에 대한 선호는 다른 추천 방식에 비해 상대적인 순위
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의 개인화 추천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개인화 추천에 대한 선호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다.
상품을 추천받은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추천상품 목록을 훑어보는 수준
이상의 적극적인 추천상품 확인과 구매 행동을 보이지 않아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상품추천 활용도는 낮은 편이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현재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
으로 활용되어 해당 상품이 추천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며 상품추천
과정에서 소비자가 특정 정보와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정
또한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앞의 첫 번째 연구결과와 종합해보
면 현재 국내에서는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관련한 소비자의 개인정보통
제권한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이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
는 신뢰와 특정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할 것이라는 신뢰,
상품추천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었다.
이는 앞의 연구 결과와 종합하였을 때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추천상품만 소비자에게 제시할 뿐,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이 실제
로 소비자의 선호와 부합하는 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했는지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품추
천을 믿고 따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추천을 제공하는 목적, 그리고 소비자들이 상품추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
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험의 결과로서 소비자들은 기존의 상품추천보다 어떤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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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떤 방식으로 상품추천에 활용되는 지 설명을 제공하는 상품추천에서
신뢰, 이용의도, 구매의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설명만 제공되는 상품추
천보다 설명에 더불어 해당 상품추천 과정에서 원하는 개인정보와 활동기
록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는 기록 관리 기능도 제공하는 상품추천에서
신뢰, 이용의도, 구매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용의도와 구매의도는 설
명 기능만 제공되어도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 점수인 3점보다 더 높았
으며, 신뢰는 설명 기능과 기록 관리 기능이 모두 제공되어야 중간 점수
인 3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추천상품과 함께 소비자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여 해당 상품을 추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
매의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상품추천에 활용되는 개인정
보와 활동기록을 관리하는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통제
권한의 수준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
뢰, 이용의도, 구매의도는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은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이용의도, 구매의도의 평균값이 5점
리커트의 중간 점수인 3점을 근소하게 넘는 수준으로 추천 적합도의 평
균값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호와 취향에 부합하는
정확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매의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크기를 크게 증가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소비자의 개인정보통제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 기능을 제공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품추천 신뢰, 이용의도, 구매의도 추천 적합도에
상관없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기록 관리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 경우
에는 상품추천 신뢰만 추천 적합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즉,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매의도는 추천 적합도가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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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기록 관리 기능이 추가되어도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매
의도의 증가는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면 소비자들은 개인정보통제권한의 수준이 증가할
수록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매의도가 크
게 증가하며, 상품추천의 정확도가 낮아 소비자의 추천 적합도가 낮은 경
우에는 개인정보 통제 권한 중 알 권한으로 인한 효과와 참여할 권한으로
인한 효과가 매우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품추천의 성능
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은 성능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상품추천 과
정에 대한 설명과 상품추천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및 조정 권
한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상품추천의 성능이 높아 전
반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상품을 추천하는 온라인 쇼핑몰 또
한 최소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추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상
품추천의 재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Huang & Kao, 2011) 신
뢰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서는 설명에 더불어 기록 관리 기능을 함께 제공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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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실험은 설문지 상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천 적합도
를 별도의 문항 설계로 조작하였고 개인정보통제권한 수준 또한 자극물
그림의 차이로 조작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실제 경험이 아닌 조작
된 상황과 자극물에 대한 자신의 예상과 기대를 바탕으로 상품추천 신뢰,
이용의도, 구매의도의 점수를 평가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 설문지가 아닌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이 구현된 가상의 쇼핑몰
웹사이트를 설계하여 조사대상자들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탐색한 후 그 기록을 바탕으로 특정 상품이 추천되는 방식으로 실
험을 진행한다면 위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웹사이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 혹
은 속성별 가중치를 입력할 수 있는 명시적 정보 수집 방법을 구현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상품 탐색 내역을 바탕으로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통
해 개별 조사대상자의 속성별 가중치를 분석하는 암묵적 정보 수집 방법
을 적용한다면 실제 온라인 쇼핑 상황처럼 여러 속성을 고려하고 보완한
상품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에 개인정보통
제권한을 구현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서 개인정보통제권한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특정 상품을 추
천받았을 때 상품추천 신뢰,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매의도에 대
한 점수 평가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에 포함될 개인정보 통제 자극을 선행 연구에서 영
향력을 검증한 개인정보통제권한 중에 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이 실제
로 유사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분량, 형태, 내용의 설명과 지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Tintarev & Masthoff, 2012) 상품추천 과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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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나 조정은 개인화 상품추천 모드와 일반 상품 탐색 모드를 전환하
는 기능, 추천 결과물에 대한 점수 평가와 피드백을 전달하는 기능, 추천
결과가 제시되는 형태를 수정하는 인터페이스 조작 기능 등 다양한 기능
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Baklov et al., 2013). 그러므로 본 연구가 선정
한 개인정보통제권한 이외의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지닌 기능의 영향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통제권한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추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일부 기술에 대한 공개와 일반 소비자의 개입을 원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비자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에 대
한 설명이나 조작 기능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후속 연구
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이해, 법적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개인정보통제권
한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서 다수 조사대상자의 상품추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를 참
고하여 다양한 척도를 통해 소비자의 현재 온라인쇼핑 상품추천에 대한
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추천이 소비자의 상품 정보탐색을 대리하는 특성상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상황과 목표 불일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정보통제권한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상품추천 이용의도, 추천상품 구매의도
를 제고함을 검증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반
응 조사에서도 해당 연구문제와 관련된 변수만 측정하였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상품추천 혹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고찰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목적을 모두 달
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변수를 발굴하거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
은 개인정보통제의 또 다른 역할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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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자극물 이미지(Type 1)

[부록 4]의 자극물 이미지(Type 4)와 제시되는 운동화 그림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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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자극물 이미지(Type 2)

[부록 5]의 자극물 이미지(Type 5)와 제시되는 운동화 그림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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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극물 이미지(Type 3)

[부록 6]의 자극물 이미지(Type 6)와 제시되는 운동화 그림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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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자극물 이미지(Type 4)

[부록 1]의 자극물 이미지(Type 1)와 제시되는 운동화 그림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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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자극물 이미지(Type 5)

[부록 2]의 자극물 이미지(Type 2)와 제시되는 운동화 그림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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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자극물 이미지(Type 6)

[부록 3]의 자극물 이미지(Type 3)와 제시되는 운동화 그림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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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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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은 고객들에게 특정 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며 그 대
표적인 예시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의 예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업체가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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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의 운동화 사진을 자세히 보신 후, 귀하의 선호 및 취향에 따라 1순위부
터 5순위까지 순서대로 클릭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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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대상자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3. 귀하께서는 평소 온라인 쇼핑(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매)을 얼마나 자주하십니
까?
⓵ 월 1회 미만
⓶ 월 1-2회
⓷ 주 1-2회
⓸ 주 3회 이상
4. 귀하의 인터넷 쇼핑 1회 당 평균적인 지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⓵ 1만 원 미만
⓶ 1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
⓷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⓸ 5만 원 이상
5. 귀하께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업체를 떠올리시면서 이어지는 문항
에 응답해주십시오.
5-1. 귀하께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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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귀하께서 응답하신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종합쇼핑몰(예시: GSShop, Lottelmall, CJmall, Hmall, SGG.com 등)
② 오픈마켓(예시: G마켓, 옥션, 11번가 등)
③ 소셜커머스(예시: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④ 전문점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예시: 화장품-이니스프리, 도서-교보문고 등)
⑤ 개인 인터넷 쇼핑몰(예시: 아보키, 난닝구, 스타일난다, 임블리)
⑥ 기타(

)

5-3. 귀하께서 응답하신 온라인 쇼핑몰에 주로 어떤 경로로 접속하십니까?
① 웹사이트
②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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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 경험과 반응

※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은 고객들에게 특정 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
추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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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온라인 쇼핑몰들의 대표적인 상품추천 방식들입니다. 귀하께서 온라인
쇼핑 중에 자주 접해본 순서대로 체크해주십시오.
상품추천 방식

체크

내가 최근에 본(구매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추천

□

다른 고객이 해당 상품과 함께 본(구매한) 상품추천

□

나의 가입 시 프로필, 사이트 내 활동 기록, 구매 기록을 종합적
으로 분석한 상품추천

□

일정 기간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구매한) 상품추천

□

온라인 쇼핑몰이 우선으로 광고 및 판매하려는 상품추천

□

2. 다음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
항입니다. 귀하께서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십시오.
매우
동의하지
않음

문항

매우
동의함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은 믿고 따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은 나의 선호와 취향을 반영
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은 사업자의 이익보다 나의
선호와 니즈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추천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에 치
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들의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 대한 귀하의 생각
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께서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십시오.
매우
동의하지
않음

문항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나의 어떤 정보를 활용하여 상
품을 추천하는 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나의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
용하여 상품을 추천하는 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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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상품추천을 위해 활용하는 나의
정보와 기록을 직접 수정/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온라인 쇼핑몰들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추천받기를 원하십
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음

문항
내가 최근에 본(구매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천받
기를 원한다.
다른 고객이 해당 상품과 함께 본(구매한) 상품을 추천
받기를 원한다.
나의 가입 시 프로필, 사이트 내 활동 기록, 구매 기록
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상품을 추천받기를 원한다.
일정 기간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구매한) 상품 을
추천받기를 원한다.
온라인 쇼핑몰이 우선으로 광고 및 판매하려는 상품을
추천받기를 원한다.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추천을 받았을 때 다음 중 귀하의 평소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5-1. 귀하께서는 평소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천하는 상품 목록을 본 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① 나는 평소 추천상품 목록에 무관심하므로 지나치는 편이다.
② 나는 평소 추천상품 목록에 어떤 상품이 있는 지 훑어보는 편이다.
③ 나는 평소 추천상품 목록 중에 관심 있는 상품을 클릭해서 세부 정보를 확인
하는 편이다.
5-2. (5-1. ②, ③ 조사대상자만) 귀하께서는 평소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천하
는 상품을 구매하는 편입니까?
① 나는 평소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천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편이다.
② 나는 평소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천하는 상품을 구매하지는 않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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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자극물에 대한 소비자 반응

※ 다음의 시나리오를 자세히 읽으시면서 귀하께서 시나리오의 상황에 처해있다
고 상상해주십시오.
귀하께서는 한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가입 후 2년 동안 대부분의 상품을 해
당 쇼핑몰에서 검색하고 구매해왔습니다. 귀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신
고 다니던 운동화가 심하게 닳아서 마음에 드는 새 운동화를 쇼핑하기로 결
심했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쇼핑몰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운동화’를 검
색하자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고객님을 위한 맞춤 추천상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1개의 운동화가 추천되었습니다.

자극물 그림
([부록 1] ~ [부록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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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1, T2, T3 응답용) 위 화면에서 추천된 운동화는 설문 초반에 등장한 5개
의 운동화 중 귀하께서 선호도 1순위로 체크하셨던 운동화입니다. 이 운동화
는 귀하의 선호 및 취향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 편입니까?
① 매우 부합하지 않는 편이다.
② 부합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합하는 편이다.
⑤ 매우 부합하는 편이다.
1. (T4, T5, T6 응답용) 위 화면에서 추천된 운동화는 설문 초반에 등장한 5개
의 운동화 중 귀하께서 선호도 3순위로 체크하셨던 운동화입니다. 이 운동화
는 귀하의 선호 및 취향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 편입니까?
① 매우 부합하지 않는 편이다.
② 부합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합하는 편이다.
⑤ 매우 부합하는 편이다.
2. 실제 귀하께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업체에서 해당 운동화를 추천
한다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할 것이다.
② 불만족할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할 것이다.
⑤ 매우 만족할 것이다.
3. 위 화면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여 상품을 추천하였는지 설명을 제공하
고 있습니까?
① 제공한다
②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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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화면은 상품추천에 활용될 기록/정보를 고객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제공한다
② 제공하지 않는다
5. 다음은 위 화면과 같은 상품추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위
화면을 보고 귀하께서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십시오.
매우
동의하지
않음

문항

매우
동의함

위 화면과 같은 상품추천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위 화면과 같은 상품추천은 믿고 따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위 화면과 같은 상품추천은 나의 선호와 취향을 반영한
다고 생각한다.
위 화면과 같은 상품추천은 사업자의 이익보다 나의 선
호와 취향을 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생각한다.
위 화면과 같은 상품추천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
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구매할만한 여러 상품들을 탐색할 때, 위 화면과 같은
상품추천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
여러 상품들 중 하나를 구매하기로 결정할 때, 위 화면
과 같은 상품추천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
위 화면처럼 상품을 추천할 경우, 추천된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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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께서 실제 온라인 쇼핑 중에 상품을 추천받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추천받기를 원하십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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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sumer Response
to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in Online Shopping Product
Recommendation
Eunbit Jo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product recommendation(PR) of an online shopping mall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agent acting as a substitute for a part of the
consumer's product information search and purchasing decision, information
may be asymmetric or goals may be incongruous

between the online

shopping mall and the consumers. If this situation is not resolved, it will be
difficult for consumers to expect to achieve the desired goals from PR.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as a device that can raise positive perception and response to PR.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on consumers who experienced PR and
contents analysis of PR in major online shopping malls in Korea, the level of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in domestic online shopping malls
and consumers’ responses at the certain level were researched. Then, in
an experiment of this study, the function that can help consumers to
understand the PR process clearly and the records management function,
which can select and delete personal information and activity record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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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as the right to control the personal informa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ust and the behavior of the consumers according to each function was
grasped through experiments.
As a result of the contents analysis and consumer survey, online shopping
malls are mainly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activity records of the
consumers implicitly. The method of recommending products similar to
products that the user has recently viewed or bought were most used. The
majority of consumers has a tendency not to check the details of an
recommended

product,

and

not

to

purchase

it.

Overall,

the

level

of

consumers’ using PR was quite low.
Most online shopping malls did not provide the right to understand PR
processes or to modify and delete personal information and activity records
used in PR. Consumers also responded tha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know
clearly what kind of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in the online shopping mall
and how to recommend the product. Likewise,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adjust or delete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records in PR process.
Therefore,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in domestic online
shopping malls was quite low.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consumers were more likely to have trust,
the intention to use, and the intention to purchase in the PR, which explains
how personal information is utilized in PR. And the trust, the intention to
use, and the intention to purchas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R, which
also provided a record management function to select and delete the desired
personal information and activity records. Therefore, strengthening the
control of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forms a positive attitude and
behavior for PR. These findings suggest the direction of consumer-oriented
PR by clarifying the role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to enhance
consumers’ trust and behavior in PR.

keywords: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Product recommendation,
Consumer

trust,

Using

product

recommendation

intention, Purchasing recommended product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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