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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유통업계에서 주문 후 최대 6개월 가량을 기다려서 제품을 수령하는

‘느린 배송’인 프리오더가 최근 인기를 얻으며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떠

오르고 있다. 프리오더는 신제품 출시 이전에 소비자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

하는 프로모션 전략으로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 활용되어 왔으며,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패션산업은 매 시즌마다 새로운 디자인의 제

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야 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패션 산업분야

에서 한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오더를 활용하는 기업과 브랜드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최근 프리오

더의 활용 추세와 함께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 또한 증가하여 여러 관점에

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패션 산업 분야에서는 실무적 활용과 그 중

요성에 비하여 프리오더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 시점

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프리오더가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선행연구와 해석수준이론을 기반으로, 

프리오더를 패션 산업에 적용했을 때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규명하고, 이를 조절하는 소비자 변수를 확인함으로써

프리오더가 가지는 마케팅적 기제를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프로모션 유형에 따라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이 프리오더

상황에서 일반 구매 상황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의 규명을 위해 국내 거주하는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프리오더 유무와 프로모션 유형에 따른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2020년 6월, 3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총 342부의

응답 중에서 최종 분석에는 불성실한 응답 26부를 제외한 316부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오더 상황에서 소비자는 위험을 지각함으로써

구매의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때,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프리오더 상황에서 지각하는 위험이 낮아 프리오더 상황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패션에 대한 지식이 높기 때문에, 패션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패션 제품의 구매 상황에서 제품의 속성을 중심으로 충분한 탐색을

통해 구매결정을 함으로써 본인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져 프리오더

상황에서도 불확실성과 위험을 덜 지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프로모션 유형이 프로모션 혜택 지각을 통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프리오더 상황과 일반 구매 상황을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구매

상황에서는 금전적 프로모션이 비금전적 프로모션에 비하여 지각하는

프로모션 혜택이 높으며, 이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프로모션 유형 간에

지각하는 프로모션 혜택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프로모션에 대한 혜택 지각이 일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시간적 거리가 먼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일반구매 상황과 달리 실행가능성보다는

바람직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구체적인 프로모션 유형에 따라서

지각하는 혜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져 온 프리오더에 대한 선행연구와



해석수준이론을 바탕으로 패션 산업의 특성을 적용하여 패션 제품의

프리오더 상황에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를 확인하고, 이를

조절하는 소비자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 산업에서 프리오더가

가지는 마케팅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한편 시즌성을 가지는 패션 산업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

다른 산업과는 차별화되는 패션 산업의 맥락에서 프리오더를 다룬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국내외 패션 브랜드 및 기업들이 프리오더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시의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을 가진다. 프리오더는 제조업과 유통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그 종류와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마케팅 환경에서 산업의 특성과 타겟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한 기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실무적 시사점 또한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온라인 설문을 바탕으로 진행된 시나리오

연구의 특성상 프로모션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소비자 감정과

관련된 쾌락적 측면을 확인하기가 힘들었다는 점과 프리오더의 긍정적

효과를 매개하는 기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

프리오더 프로모션의 쾌락적 측면을 경험할 수 있는 자극물을 통해 쾌락적

프로모션 혜택 또는 가치 지각의 측면을 살펴보면서 브랜드 관련 변수 또는

추가적인 소비자 변수를 확인한다면 프리오더의 영향력과 그 메커니즘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고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프리오더, 해석수준이론, 프로모션,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위험,

패션관여도

학   번 : 2018-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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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프리오더는 신제품 출시 이전에 소비자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모션 전략(Li & Zhang, 2013)으로 오랜 시간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패션 분야에서도 점차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 유통기업 신세계 그룹에서 운영하는 SSG닷컴(ssg.com)은

종합쇼핑몰 업계 최초로 프리오더 전문관을 개설하여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호평을 받으며 최근 1년간 총 50개 브랜드의 프리오더를

진행하였다. 그 중 2020년 1월 일주일간 진행한 ‘메종 마르지엘라’

프리오더의 경우 주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하는 등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SG닷컴… 호평 받는 프리오더", 2020).

SSG닷컴이 프리오더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제휴를 맺은  

'디코드(d.code)’는 국내 최초 프리오더 중심의 D2C(Direct to Consumer) 

패션 플랫폼으로, 2020년 1사분기에 300% 이상의 분기 매출 성장율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럭셔리 프리오더 플랫폼 '엔코드',

…투자 유치”, 2020). 이처럼 패션 산업에서 프리오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와 기업이 증가하며 주목을 끌고 있다.

패션 산업은 제품이 판매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시즌’ 기반으로

전개된다는 특성을 가지며, 전통적으로 계절에 따라 봄/여름, 가을/겨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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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Hines & Bruce, 2001). 이러한 시즌

기반의 패션 제품은 다른 어떤 제품군에 비해 짧고 뚜렷한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매 시즌 신제품을 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즌동안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사전에 예측하여, 시즌 초기 수용에서부터 확산을

거쳐 시즌이 끝나는 단계까지 각 시점에서 끊임없이 소비자들의 구매를

전략적으로 유도하여 시즌 내 재고를 최대한 소진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즌 내 재고를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기업의 손실 뿐

아니라 해당 재고를 관리 또는 처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시즌에 앞서 수요를 예측하고 적정

생산량을 기획함으로써 매출을 최대화하되 시즌 후 재고는 최소화하는 일은

최근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패션 제품의 마케팅 활동은 보통 시즌 시작에 앞서 이루어지는데, 

많은 패션 디자이너와 기업이 매 시즌 기획 및 생산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

제품의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점보다 3~6개월 가량 앞선 시기에

패션쇼 또는 프레젠테이션, 수주회 등의 형태로 시즌 컬렉션을 선공개

해왔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는 이 시점에 유통업체들이 홀세일(wholesale) 

주문을 하고,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에 제품을 수령한 유통업체가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와 같이 기존에는

철저히 프레스, 바이어 또는 관계자들만 접근 가능했던 시즌

프리뷰(preview)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과 함께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대중적인 현상으로 확장되었다(Bhardwaj & 

Fairhurst, 2010). 즉,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제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진행 중인 각종 패션 이벤트에 실시간 또는 단시간

내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또한 사전에 공개된 새로운 컬렉션과 신제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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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를 시즌 전부터 갈망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 이전 단계에서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프리오더로

이어지며 많은 패션 브랜드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패션 산업에서의 프리오더는 패션위크 기간 등에 선공개된

디자이너나 브랜드의 제품 주문 기회를 공개 시점 직후, 혹은 공개 시점과

판매 시점 사이에 소비자들에게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진다(Busquets, 2016). 프리오더는 중간 과정인 도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주문을 받는 D2C(Direct to Consumer)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유명 브랜드나 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SNS를 통한 인플루언서 브랜드들도

앞다투어 프리오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프리오더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리테일러들도 등장하고

있다. 모다 오페란디(Moda Operandi)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패션쇼가 끝난

직후에 해당 컬렉션에 대한 프리오더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시작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하였고, 최근 국내에서는

디코드(d.code)와 같이 프리오더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플랫폼

또한 등장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들어 프리오더의 활용 추세와 함께 학문적 관심 또한

증가하여, 이에 관한 여러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 출시 전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고, 가격전략

수립을 통한 매출의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오더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Li & Zhang, 2013),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출시되는 시점에 대기

없이 수령이 가능한 점, 그리고 프로모션 등을 통한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려 프리오더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Li & Zhang, 

2013; Xie & Shugan, 2009). 이와 같이 선행 연구가 주로 기업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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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관점에서 프리오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경제적 효율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 프리오더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특성 및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국내 패션 산업 내 관련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 사회에서 패션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역할을 가질 뿐 아니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작용한다. 또한 시즌이 계속해서 바뀜에 따라 주기적으로

새로운 제품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움’은 패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패션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매 시즌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기에 앞서 브랜드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타겟 소비자의 다양한 심리적 요소를 고려한 시즌 프로모션 기획이

필요하다. 특히 한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오더의 경우, 제품

수령까지의 기다림 속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지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쇼핑 상황과는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구매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프리오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프리오더를 선택하는 타겟 소비자의 특성 및 프리오더 상황에서

프로모션 유형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리오더 상황을 일반구매 상황과 비교하여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과 이를 조절하는 소비자 변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프리오더를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 시점과 제품의 수령 시점

간에 발생하는 시간적 거리를 바탕으로 해석수준이론에 기반하여 프로모션

유형에 따른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차이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프리오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선행연구와 해석수준이론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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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오더를 패션 산업에 적용했을 때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행동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매커니즘을 확인하고, 이를 조절하는 소비자 변수를

확인함으로써 프리오더 전략이 가지는 마케팅적 기제를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학문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프로모션 유형에

따라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이 프리오더 상황에서 일반 구매 상황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규명하여 판매 프로모션 연구의 측면으로도 학문적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리오더는 제조업과 유통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그 종류와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마케팅 환경에서 산업의 특성과 타겟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한 기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실무적 의의 또한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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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온 프리오더에 관한

연구를 패션 분야로 확장하여, 패션 제품 구매 과정에 있어 프리오더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프리오더를 통해

지각되는 위험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소비자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해석수준이론을 기반으로,

프리오더를 통해 발생한 시간적 거리가 프로모션 유형에 따른 프로모션

혜택 지각을 통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프리오더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연구의 학문적 축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실무적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오더와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와 이에 대한 패션관여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소비자

구매의도에 대한 프리오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규명한다. 구체적으로,

일반구매 상황과 프리오더 상황에서 지각된 위험의 차이가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매개경로를 확인하고, 패션관여도에 따라 이러한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프로모션 유형에 따른 혜택 지각과 구매의도가 프리오더

상황에서 일반 구매 상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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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와 연구의 목적,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소개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프리오더, 해석수준이론, 판매

프로모션, 지각된 위험, 패션관여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설정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지 설계 및 구성, 측정 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을 제시한다.

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검증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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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프리오더의 개념 및 특성

본 절에서는 프리오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프리오더의

개념과 특성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일반구매 상황과는 다른

맥락을 가지는 프리오더 상황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프리오더의 개념

프리오더란 신제품의 정식 출시 이전에 소비자에게 구매 기회를 제

공하여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전략(Li & Zhang, 2013)을 말한다. 프리오

더는 책, CD, 영화DVD, 비디오게임, 스마트폰,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 사용해온 전략으로(Chu 

& Zhang, 2011; Hernandes & Vicdan, 2014; Mukherjee & Smith, 2017), 

최근 들어 자동차, 항공권, 여행상품, 패션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영역으

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 또한 출시 전 사전 주문

을 할 수 있으며, 앱이 실제 출시되는 시점에 소비자의 모바일기기에 자동

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등의 형태로 다양한 영역에서 프리오더가 일상화되고

있다(앱스토어, 사전 예약구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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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프리오더를 활용해 온 출판업계에서는 2007년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이 아마존닷컴(Amazon.com)과 반스 앤 노블(Barnes 

& Noble)에서 발매 전 프리오더를 통해 각각 100만부, 120만부를 판매하

여 역사상 가장 많은 프리오더 판매를 일으킨 책으로 기록되었다

(Hernandes & Vicdan, 2014). 해당 기록은 당시 아마존닷컴에서 진행된

역대 프리오더 중에서도 최다판매로서 화제가 되었지만, 이후 마이크로소프

트(Microsoft)의 윈도우(Windows)7 프로그램이 아마존닷컴에서 진행한

프리오더를 통해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며 기록이 갱신되었다(Windows 

7 … break retail records, 2009). 프리오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로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IT 산업을 들 수 있다

(Hernandes & Vicdan, 2014; Jun et al., 2019; Mukherjee, 2017). 2012

년 애플(Apple)의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5 모델의 프리오더가 단 24

시간만에 200만개의 주문으로 이어져 화제가 된 바 있으며, 같은 해 출시

된 삼성의 갤럭시S 3세대 모델 또한 프리오더만으로 국내외 100개 이상의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을 통해 총 900만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였다

(Hernandes & Vicdan, 2014).

프리오더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국외

연구에서는 ‘advance selling’, ‘advance purchase’, ‘preorder’등의 용어가,

국내에서는 ‘예약판매’, ‘사전구매’, ‘사전예약판매’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

되고 있다. Li & Zhang(2013)의 연구에서는 ‘preorder’를 신제품 출시 상

황에서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Shugan & Xie(2009)는 ‘advance selling’을 판매자가 구매자

에게 제품의 소비 시점 이전에 구매와 관련된 약속, 즉 예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Jun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소

비자에게 새로운 제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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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제품 출시 전략이라고 설명하였다.

각 연구에서 다루는 제품군 또는 산업군의 특성에 따라 프리오더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각 연구자가 생각하는 프리오더의 거래 주체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판

단된다. 즉, 스마트폰 또는 모바일 앱의 경우, 주로 제품에 대한 결제는 출

시 시점에 이루어지되 공개 시점에는 사전 예약만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

며, 책, 비디오게임, 패션 제품, 컴퓨터 프로그램, 여행상품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프리오더 시점에 금액 지불도 완료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다룬

다양한 프리오더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하여

정식 판매시기 전에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제품 출시

직후 프리오더를 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권리가 공통적

으로 나타나 있지만, 결제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다

(김경호 외, 2016; Hernandes&Handan, 2014; Jen et al., 2019; 

Li&Zhang, 2013; Shugan&Xie, 2009; Wei&Zhang, 2018). 또한 프리오더

의 거래 주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구매’, ‘order’, 판매자 입장의 ‘판

매’, ‘selling’ 등 연구자가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김경호 외, 2013; 김경호 외, 2016; Wei&Zhang; 2018; Jun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군이 가지는 시즌성에 초점을 맞추어, 각

시즌의 제품이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시점에 소비자들에게 프로모션을 통한

혜택을 제공하여 선 주문을 받은 다음, 이후 실제 제품이 입고되는 시점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패션 산업 내 일반적인 프리오더 상황을 다루고자 하

며, 이에 따라 국내 패션 산업 내의 기업, 매체,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널

리 활용하고 있는 ‘프리오더’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자 한다. 프리오더란, 신제품 출시 이전에 제품의 샘플 또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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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선 주문을 완료하는 것이며,

소비자는 프리오더 시점에 금액 지불을 완료하고, 제품 출시 시점에 우선적

으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프리오더와 관련하여 진행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은 기업의 측면에서 프리오더 판매 전략을 사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효율에 대한 고찰이다. 이런 측면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은 우선 프리오더를 통해 불확실성이 높은 신제품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Li & Zhang, 2013; 

McCardle et al., 2004; Tang et al., 2004). 즉, 프리오더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드백과 판매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수요를 예측하고

실제 생산 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적

인 생산 및 재고 관리가 가능해진다(Li & Zhang, 2013). 특히, 패션과 같

이 짧은 제품 수명을 가지는 제품군에서는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공급

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Li & Zhang, 

2013), 프리오더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소비자 수요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애플의

경우, 초기모델이었던 아이폰 3G 판매 시에 겪었던 품귀현상을 해결하고자

다음 모델인 3GS 판매부터 출시 전 프리오더를 통해 예약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수요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여 원활한 유통이 가

능하게 되었으며(Keizer, 2009), 아이폰은 현재까지도 새로운 모델이 출시

될 때마다 제품 출시 전 프리오더를 꾸준히 활용해오고 있다.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 또는 희소성이 높은 일부 제품에 대해

서는 프리오더 시 가장 먼저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프리미엄

을 더하여 제품 가격을 오히려 더 높게 책정하는 초기 고가전략(sk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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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ing)을 사용하기도 한다(McCardle et al., 2004; Tang el al., 2004).

이러한 가격전략을 잘 활용하는 경우 기업은 매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프리오더 관련 선행 연구의 두 번째 유형은 소비자 측면에서 프리

오더 제품을 구매하였을 때의 이점과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불확실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구매를 최대한 피하거나 미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Taylor, 1974). 따라서 실제 제품이 출시되기 전의 구매

행동은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는 점에서 독특한 소비자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김경호 외, 2016). Li & 

Zhang(2013)에 따르면, 이는 소비자가 제품 출시 시점에 대기 없이 바로

제품을 수령할 수 있고, 기업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 제품을 더 좋은 조

건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요가 많아서 제품이

출시되는 시점에 바로 구매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비자는 이러한 기다림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타인보다 먼저 해당 제품을

소유하기 위하여 프리오더를 통해 사전에 구매를 결정하거나, 또는 제품이

실제로 출시될 금액보다 사전에 더 할인된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이를 취하기 위하여 프리오더를 통해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리오더 전략이 소비자 선택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다룬 유형을 들 수 있으며, 최근 들어 해석수준이론을 기반으로 프리오

더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특성 및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김경호 외(2016)의 연구에서는 레스토랑 사전예

약의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의 예약 상황에서보다 3개월 이전 시점에 예약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가격이 높고 좋은 좌석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Jun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및 스마트폰 구매,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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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좌석 예매 등의 상황에서 일반구매 상황보다 프리오더 상황에서 소비

자들이 고가격, 고품질의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ukherjee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개인의 시간지향성(temporal orientation)

을 프리오더 상황에서 가격 프로모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안

하였다. 구체적으로, 태블릿PC, DSLR카메라, 스마트폰의 프리오더 상황에

서 미래지향적 소비자들은 할인 폭이 크게 제안되는 경우 할인 폭이 낮은

경우보다 품질을 낮게 지각하고 재정적 위험을 높게 지각함으로써 거래 가

치와 구매의도가 낮아지는 반면, 현재지향적 소비자는 할인폭이 큰 경우 긍

정적 반응을 나타냄을 확인하여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할인 폭에 대한 가치,

품질, 위험 지각이 소비자의 시간지향성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2. 패션 제품의 프리오더

앞서 언급하였듯이 프리오더는 스마트폰이나 게임 소프트웨어와 같

은 IT 제품, 자동차, 항공권, 책, 여행상품 등 이미 다양한 영역의 기업에서

신제품 출시 전략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Kim et al., 2016). 이 중 패션

산업에서의 프리오더는 다른 분야와는 다소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패션은

시즌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매 시즌마다 평균적으로 전체

판매되는 95%의 SKU(Stock Keeping Units)를 새로 선보여야 하는 산업

이기 때문이다(Gutgeld & Beyer, 1995). 새로운 시즌이 돌아오면 늘 새로

운 디자인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야 하는 패션 제품의 고유한 특성은,

시즌 전과 초반, 중반, 후반의 각 시점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고민

하고 응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다(Mostard & De Kost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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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가의 트렌디한 제품을 선보이는 패스

트 패션(fast fashion)이나 시장 카피 제품이 발전하고, 소셜미디어의 확산

으로 인플루언서 브랜드들이 등장함에 따라 실제 브랜드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선공개된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카피한 디자인이 다수 나타나

기도 하며, 현재 시즌의 개념과 유통환경 또한 다양한 변화들을 겪고 있어,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Bhardwaj & Fairhurst, 2010; Mohr,

2013). 프리오더 프로모션의 경우, 한 시즌의 제품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패션위크 기간을 비롯하여 실제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실제 판매

가 이루어지는 시즌보다 앞선 시점에 공개한 이후 해당 제품의 주문 기회를

소비자들에게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Busquets, 2016). 이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게 인지하고 해당 컬렉션의 제품을 갈망하는 관여도 높

은 소비자층에게는 상당한 혜택으로 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프리오더 전략의 활용 추세와 함께 학문적 관

심 또한 증가하여,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는 주로 기업과 소비자 각각의 관점에서 프리오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경제적 효율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최근 들어

해석수준이론(Liberman & Trope, 1998)을 기반으로 프리오더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특성 및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나타

나고 있지만,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 패션 산업 내 프리오더와 관련된 연구

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패션 분야에서의 프리오더는 날이 갈수록 그 중요

성이 커지고 있고, 실무에서 활용하는 사례도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 것에

비해 학문적으로 이를 살펴본 연구가 없다는 것은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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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석수준이론

본 절에서는 해석수준이론의 개념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프리오더 상황에서 시간적 거리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소비자의 해석수준

과 그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

고자 한다.

1. 해석수준이론의 개념

사람들은 매일 일상적으로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의 일에 대한 의

사결정을 하게 되며,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이 때 의사결정 과정을 시

간적 거리(temporal distance)의 영향에 따른 해석수준을 기준으로 설명하

고자 하는 이론이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이다(Trope &

Liberman, 2003). 즉, 시간적 거리가 사람들의 해석수준을 변화시킴으로써

어떤 대상에 대한 해석 또한 체계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Liberman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0).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건 또는 제품에 대해 사람들은 시간

적 거리가 먼 경우, 상위 수준의 해석(high-level construal)을 통해 더 추

상적이고 본질적인 상위 개념을 기준으로 상황이나 맥락과는 독립적인 판단

을 하는 반면,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하위 수준의 해석(low-

level construal)을 통해 구체적이고 부차적인 하위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 상황이나 맥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Liberman &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0, 2003, 2010). 예를 들면, 사람들이 먼 미래의

여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여행에 대하여 ‘기분전환을 하는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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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과 같이 추상적이면서 목표와 관련된 상위 개념들을

떠올리지만, 가까운 미래의 여행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숙소, 식사, 예산과

같은 구체적이고 하위적인 개념들을 떠올리며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김경호

외, 2013).

해석수준의 차이가 소비자의 제품 평가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Trope & Liberman, 2010; Trope

et al., 2007). 해석수준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바람직성

(desirability)과 실행가능성(feasibility)의 상대적 중요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바람직성은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고 실

행가능성은 목표에 도달하는 데 수반되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 개념을 말

한다(Liberman & Trope, 1998). 사람들은 시간적 거리가 먼 미래의 사건

에 대해서는 상위 수준의 해석을 통해 바람직성을,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까운 미래 또는 현재)는 하위 수준의 해석을 통해 실행가능성을 우

선적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된다(Liberman & Trope, 1998; Trope, 

Liberman, & Wakslak, 2007).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 먼 미래의 상황에서 학생들은 강의가 얼마나 흥미로울지와 같은 바람

직성에 근거하여 선택을 하지만, 가까운 미래 상황에서는 강의시간이 얼마

나 편한지와 같은 실행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긴다(Liberman & Trope

1998). 제품 구매의 맥락에 있어서는 제품의 효용이나 성능이 바람직성과

관련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품을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

용은 실행가능성과 관련된다(Trope et al, 2007).

2. 해석수준이론과 프리오더

프리오더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흐름에서 주로 기업과 소비자가 프

리오더를 선택하는 이유와 그 이점에 관심을 가진 것과 달리, 최근의 연구



17

에서는 프리오더 자체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해석수준이론

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김경호 외, 2013; 김경호 외, 2016). 이는 프리오

더의 특성 상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시점과 실제 제품을 수령하여 사용

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거리가 발생한다는 특징에 따른 것이다(김경호 외,

2013). 즉, 실제 제품 출시 이전 시기에 선주문으로 이루어지는 프리오더

는 구매 후 제품을 수령하기까지의 대기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그림 2-1]

과 같이 필연적으로 시간적 거리가 발생한다.

[그림 2-1] 프리오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거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리오더 상황으로 인해 발생된 시간적 거

리는 제품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해석수준을 상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Jun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프리오더 상황에서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

이 낮은 저가격 대안(low-price option)보다 가격이 높고 품질이 좋은 고

품질 대안(high-quality option)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가 프리오더를 통한 상위 수준의 해석을 함으로써 가격과 같은 실행

가능성에 연관된 속성보다는 제품 품질과 같은 바람직성에 관련된 속성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소비자가 프리오더 상황에서

고가격, 고품질 대안을 선호한다는 결과는 김경호 외(2013), 김경호 외

(2016)의 연구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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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프로모션의 개념 및 유형

본 절에서는 판매 프로모션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프로모션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고찰하고, 프로모션을 통해 지각되는 혜택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본 연구와 관련된 변인을 도출하여 연구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1. 판매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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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프로모션(sales promotion)은 고객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마케팅 이벤트(Blattberg and Neslin, 1990)로, 소비자의 주의를

끌 뿐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매출 증

가에 즉각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Chevalier 

1975; Blattberg & Neslin 1989, Sinha & Verma, 2019). 따라서 프로모션

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 내 프로모션에 투자하는 예산이 광고 비용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DelVecchio, 2005; Pauwels et al. 2002; Raghubir et al. 2004). 기존에

마케팅 활동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광고와 인적 판매였

으나, 최근 들어 소비자의 개성화와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전으로 인한 채널

의 다양화로 인해 이런 요소들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김주영 & 민병필, 2005), 예전에는 다른 마케팅 활동을 보조하는 개

념으로 여겨지던 판매 프로모션이 이제는 기업의 성과와 소비자와의 커뮤니

케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로서, 점점 일상화, 반복화

되면서 주목받고 있다(김주영 & 민병필, 2005; Yi &Yoo, 2011).

판매 프로모션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

인 분류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관점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유형에 따라 금전

적 프로모션과 비금전적 프로모션으로 나누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프로모션이 실제로는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메시지 프레이밍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Campbell & Diamond, 1990). 즉, 금전적 프로모션은 회사의 단기적, 직

접적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Bawa & Shoemaker, 1987; Dodson 

et al., 1978; Doob et al., 1969; Gupta, 1988), 비금전적 프로모션은 브랜

드와 고객 간의 장기적 관계 또는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다(Mela et al., 1997; Yi & Yoo, 2011). Chandran & Morwitz(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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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가격 할인, 쿠폰의 형태로 제안되는 금전적 프로모션의 경우 소

비자가 할인을 가격의 일부로 인식하는 데 비해, 금전적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비금전적 프로모션의 경우 가격 정보와 독립적인 맥락으로

받아들인다.

프로모션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가격 할인 또는

쿠폰 등에 기반한 금전적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어왔다(Yi

& Yoo, 2011).  이는 앞서 언급한 또 다른 마케팅 활동인 광고가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 브랜드 태도, 브랜드 자산 등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 영

향을 미치는 반면, 판매 프로모션은 소비자에게 금액과 관련된 직접적인 혜

택을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매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져 왔

기 때문이다(Aaker &Carman, 1982; Mela et al., 1997; Yi & Yoo, 2011).

즉, 많은 연구자들이 금전적 프로모션이 가지는 즉각적이고 단기적 효과에

만 관심을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프로모션이 일상화되고 반복적

으로 진행이 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실시되었을 경우 금전적

프로모션이 가지는 단점들, 즉 소비자들의 준거 가격을 낮춘다거나, 브랜드

이미지 또는 품질 지각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기대수준

을 떨어뜨리고 브랜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Yi & Yoo, 2011; Sinha & Smith, 2000). 이에 따라 비금전적 프로모션

이 가지는 장기적 관점의 이점들이 주목을 받으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 비금전적 프로모션을 중심으로 프로모션 유형 간의 소비자

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Chandon

et al., 2000; Darke & Chung, 2005; Palazon & Delagado-Ballester,

2009). 비금전적 프로모션의 경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얻는 혜택을 금액

과는 독립적인 맥락으로 받아들여 이를 추가적인 이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Sinha & Smith, 2000), 브랜드나 제품의 준거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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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Campbell & Diamond, 1990), 따라서 브랜드 이미지나 품질, 태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Yi & Yoo, 2011). Yi & Yoo(2011)의 연구에서

는 금전적 프로모션과 비금전적 프로모션에 10주간 총 다섯 번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준거가격과 브랜드 태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금전적 프로모션에서만 유의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비금전적 조건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비자가 어떠한 판매 프로모션 유형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판매 프로모션의 유형 자체보다 제품 구매 상황과

타겟 소비자의 성향 또는 구매 동기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Chandon et al., 2000; Sinha & Smith, 2000; Yi & Yoo, 2011).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상황과 맥락에 맞는 신중한 프로모션 기획이 필요하다.

-

2.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

프로모션은 소비자의 주의를 끌 뿐만 아니라 구매로 유인하기 위한

자극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Sinha & Verma, 2019), 소비자는

프로모션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지각함으로써 해당 프로모션을

유익한 거래로 판단하여 이에 반응하며, 이는 구매로 이어지는 동기부여가

된다(Chandon et al., 2000). 다시 말해, 소비자가 판매 프로모션에

반응하는 것은 프로모션을 통한 혜택을 얻기 위함이다(Shimp, 2010).

프로모션을 통해 지각되는 혜택은 소비자의 심리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Sinha & Verma, 2020). 이 때, 소비자가 하는 평가는 혜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 뿐 아니라, 프로모션을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감정에도

영향을 받는다(Aydinli & Lambrecht, 2014). Chandon et al., (20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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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프로모션 혜택을 크게 실용적 혜택과 쾌락적 혜택으로 나누고 두

요인에 대해 각각 세 개의 하위차원을 도출하여 가격(price), 품질(quality),

편의(convenience), 가치(value), 오락(entertainment),

경험(experience)의 총 여섯 가지 차원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프로모션 혜택은 프로모션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로 금전적 프로모션은 실용적 혜택 지각을 통해 단기적인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금전적 프로모션은 쾌락적

혜택과 더 큰 상관관계를 보이며 브랜드 태도나 충성도와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don et al., 2000; 

Sinha & Verma, 2020).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프로모션 내에서 지각하는 실용적

혜택을 통해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함에 따라 실용적

혜택만을 측정하여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Perceived Promotion 

Benefit)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제 4 절 지각된 위험

본 절에서는 프리오더 상황에서 소비자가 지각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위험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제품 구매상황에서 지각된 위험과 소비자 행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1. 지각된 위험의 개념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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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행동의 본질은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이 선택의 결과는 소비

시점 이후의 미래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비자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한다(Taylor, 1974). 따라서 위험 지각은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다루는

위험의 개념은 객관적 형태의 위험이 아니라 소비자가 현실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이라고

부른다(단려니 외, 2012). Bauer(1960)는 지각된 위험을 소비자가

지각하는 주관적 확률의 개념으로 설명하며 소비자가 매장, 브랜드, 제품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불안감의 정도라고 하였다. 

Peter & Ryan(1976)은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결과를 결합한 형태의

기대손실에 대한 소비자 지각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유용재와

최화열(2009)은 의사결정에 있어 결과의 예측이 불확실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지각이라고 정의하였다. Stone & Winter(1985)와

Sweeney(1999)의 연구에서는 위험을 개인이 어떠한 가치를 교환함에

있어 예상되는 손실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Stone & Winter(1985)는

현실세계에서 객관적이고 실체가 있는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지각된 위험은 개인이 느끼는 불확실성에 대한 주관적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위험을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감정으로 정의하며, 불확실성과 연관된 느낌이라고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 과정에서 지각되는 위험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손실의 가능성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손실은 심리/사회적, 혹은

기능/재정적 맥락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Taylor, 1974). 

지각된 위험의 유형 또한 연구자 또는 연구의 맥락에 따라 단일 차원으로

측정되거나 하위 차원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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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ningham(1967)은 지각된 위험을 성능 위험(performance 

risk)과 사회심리적(psychological/social risk)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며, 성능 위험으로는 재무적 위험(financial risk), 성능적

위험(performance risk),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 사회심리적 위험은

심리적 위험(psychological risk), 사회적 위험(social risk), 시간적

위험(time risk)의 총 여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Roselius(1971)는 재무적, 물리적, 심리적, 시간적 위험을 연구에

사용하였고, Jacoby & Kaplan(1972)는 시간적 위험을 제외한 다섯 가지

차원만을 측정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Sweeney(1999)의 연구에서는

리테일 환경에서 가치 지각 및 구매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성능적, 

재무적 위험 두 가지 요인만을 차용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온라인과

모바일 상의 전자상거래 쇼핑 상황의 맥락을 다루고 있는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술적 위험, 편익 위험, 프라이버시 위험 등의 새로운 특성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이다(Forsythe & Shi, 2003; 정승렬 외, 2006; 단려니,

2012; 박현정 외, 2016). 이렇듯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연구자나

연구 분야, 또는 연구의 맥락에 따라 추가되거나 제외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Sweeney(199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여,

프리오더 상황에서 제품 구매 이후 제품을 수령하는 데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가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위험의 정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지각된 위험과 소비자 행동

위험을 지각하는 것은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Arndt, 1968; Cox &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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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Taylor(1974)에 따르면, 위험은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지각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동일한 단서와

정보를 통해 제품을 평가하면서도 본인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품과 브랜드, 

구매방식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향후 존재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결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통해 위험을 지각하며(Bauer, 1960),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할 때 더욱 그렇다(단려니 외, 2012).

소비자는 쇼핑 상황에서 구매의사 결정 시 지각하는 위험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보탐색활동을 수행하며(Cunningham, 1967), 소비자가

충분히 정보를 평가할 능력이 된다고 스스로 확신할 때, 위험 지각을 덜

한다고 볼 수 있다(김화동, 2012; Taylor, 1974).

제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신제품의 경우 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대하여 평가하기가 어려워 부정적인 추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지각된 위험이 증가한다(Hoch & Ha 1986). 또한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상황에 구매 후 사용까지의 시간적 거리가 개입되면 인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이 가장 직접적으로 지각된다(Midgley, 1983, 

김경민 외, 2009).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불안감을 상쇄하기

위해 할인이나 보상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시해왔다(김경민 외,

2009).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심리적

장벽이며, 이를 감소시키는 것은 구매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이다(이주연 & 주우진, 2020; 20Ma et al., 2015; Herzenstein et al., 

2007).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Sheth & Venkatesan(1968)는 위험

지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구전정보 탐색(information-see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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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전 숙의(prepurchase deliberation),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brand 

image)를 통한 브랜드 충성도(brand loyalty)를 제안하였다.

Roselius(1971)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이미지(major brand image), 매장

이미지(store image), 무료 샘플 제공(free sample), 구전(word of 

mouth), 정부 검증(government testing)의 요인이 위험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리하자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필연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위험은 구매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프리오더 상황에서와 같이

시간적 거리가 개입하는 경우 불확실성의 증가로 위험 지각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품 구매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 5 절 패션 관여도

일반적으로 관여도란 한 개인이 어떤 대상에 관련된 정도 혹은 그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를 말하며(김종욱 외, 2005), 이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예측변수 중 하나이다(Martin, 1998;

O'Cass, 2000).

패션 관여도는 패션에 대한 인식, 지식, 관심, 커뮤니케이션, 

혁신성의 측면들을 포함한 패션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관심과 이를



27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Kinley et al., 2010; Razzaq 

et al, 2018; 이민선, 2018), 패션관여도의 수준은 패션 분야에서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이민선, 2018; O'

Cass,2000).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낮은 소비자보다 더 많은

패션제품을 구매하고, 새로운 패션 관련 정보와 트렌드에 더 민감하며, 

본인의 구매 결정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O’Cass, 

2004; Seo et al., 2001; Shim & Kotsiopulos, 1992). 

패션에 대한 관여수준의 차이는 패션 제품 구매 상황에서 소비자의

정보 탐색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는 구매 전 정보탐색 과정에서

구매와 관련된 제품의 정보를 얻기 위해 주의, 지각,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

때 소비자가 사전탐색을 하는 주된 동기는 구매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어 더 나은 선택 및 구매결정을 하기 위함이다(Beatty & Smith, 1987; 

Blackwell et al., 2006). 이 과정에서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패션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제품에 대한 흥미 역시 빠른 시기에 형성하며, 흥미의 정도 또한

더 강하다(이은영, 1997).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사전지식이 많으므로 더 적은 탐색활동이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여수준과 상품지식 수준이 더 높을수록 의미 있고 생산적인 탐색을 하게

되며, 제품과 관련된 더 많은 사전지식으로 인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탐색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능력 또한 높다(Blackwell et al.,

2006).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대체로 패션제품에 대한 지식이 높기

때문에(구양숙 & 추태귀, 1996),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패션제품의

구매 상황에서 제품의 속성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충분한 탐색 및

구매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Mantel & Karde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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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연구문제와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리오더와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와 이에 대한

패션관여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추가로 일반 구매 상황에서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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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프로모션 혜택의 매개효과와 프리오더

상황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프리오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리오더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을 사전에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구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불확실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구매에는 위험을 지각하고 최대한 피하거나 미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Taylor, 1974). 프리오더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제품을 바로 구매하여 소비하는 일반 구매상황과 달리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점과 실제 제품의 수령 및 소비하는 시점 간의

시간적 거리를 지각하게 되며(Kim et al., 2016), 이를 통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 지각을 동반한다(김경민 외, 2009). 따라서 프리오더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구매 상황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은 일반적으로

구매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때,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불확실성이 높은 프리오더

상황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 속성을 중점으로 신중한

정보탐색을 통해 혜택 수준이나 빠른 제품 수령 등의 다른 가치적인 측면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리오더로 인한 위험을 패션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보다 덜 지각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리오더로 인해 지각된 위험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조절하는 패션관여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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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프리오더와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와

이에 대한 패션관여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가설 1-1. 지각된 위험은 프리오더와 구매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일반 구매 상황과 비교하여)

지각된 위험을 매개로 구매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1-1의 가설과 같은 효과는 패션관여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리오더는 프로모션을 통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프

리오더가 가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판매 프

로모션 유형의 차이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프로모션 혜택에 영향을 미치며,

구매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유형에 따른 차이는 프리오더 상

황에서 일반적인 구매 상황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해석수준 이론에 따르면, 시간적 거리가 발생하는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상

위 수준의 해석을 통해 바람직성을 우선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프로모션의 구체적 조건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프로모션 유형 중 가격 할인이나 쿠폰의 형태로

제안되는 금전적 프로모션의 경우 소비자가 할인을 가격의 일부로 인식하는

데 비해, 금전적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비금전적 프로모션의 경우

가격 정보와 독립적인 맥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적 거리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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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오더 상황에서는 일반 구매상황과는 달리 비금전적 프로모션의

경우에도 금전적 프로모션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 지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모션 유형에 따라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프리오더 맥락이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지각된 혜택이 매개하는 프로모션 유형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일반 구매 상황과 프리오더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은 프로모션 유형과 구매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2. 일반 구매 상황에서 금전적 프로모션이 비금전적 프로모션보다

프로모션 혜택이 높게 지각됨으로써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금전적 프로모션과

비금전적 프로모션의 지각된 혜택의 차이가 없어 매개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2. 연구모형

앞서 논의한 연구문제 및 가설을 바탕으로 프리오더와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와 이에 대한 패션관여도의 조절효과,

그리고 프로모션 유형과 구매의도의 관계에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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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가 프리오더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그림 3-1], [그림 3-2]와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1

[그림 3-2] 연구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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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및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의 전반적인 구성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한 측정문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실증 연구 구성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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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리오더와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와 이에 대한 패션관여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프로모션 유형과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매개효과와 이에 대한

프리오더 상황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및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프리오더 상황과

일반 구매 상황, 프로모션 유형인 금전적 프로모션과 비금전적 프로모션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기법은 제시되는 상황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피험자가

심적재연(mental simulation)을 통해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시나리오를 통한 실험 결과는 실제 자료들의 분석적

결과만큼 소비자들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Bolton, 2003; 

Kahneman & Tversky, 1982).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소비자 전문 온라인 설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Macromill Embrian)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일차적으로 소비자

개인 특성과 관련된 사전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사전 문항 응답이

끝나면 연구참여자는 프리오더 유무와 프로모션 유형에 따른 네 가지 상황

중 하나의 조건에 무작위 배정되어, 시나리오를 읽은 후, 해당 프로모션을

떠올리며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과 지각된 위험, 구매의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약 15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3. 사전 조사

본 조사에 앞서 연구 변수 간 관련성 및 설문 문항의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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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20~40대 여성 45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변수의 신뢰도가 Cronbach's α 값 .7 이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사전조사를 통해 네 가지 상황의

시나리오의 조작점검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피드백를 반영하여 시나리오를 일부 수정하여 본 조사에 최종 사용하였다.

4. 시나리오 및 설문문항의 구성

1) 시나리오 구성

본 연구에서는 프리오더 유무(일반구매 vs. 프리오더)와 프로모션

유형(금전적 vs. 비금전적)에 따른 네 가지 상황의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독

립변수를 조작하였다.

프리오더 조건에서는 다음 시즌 제품을 미리 구매할 수 있으며, 오

늘 구매 시 제품 수령에는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프로모션 혜택이 제공됨을 함께 설명하였다. 이 때 3개월은 사전조사를 통

해 확인한 일반적인 패션브랜드 프리오더의 평균 대기 기간을 참고하여 설

정하였다. 일반구매 조건에서는 지금 출시된 새로운 시즌의 신제품을 구매

하여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였으며, 그 외의 모든 요소는 프리

오더 조건과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금전적 프로모션은 구매금액의 15%를 할인하는 조건을 제안하였는

데, 이는 프리오더와 일반구매 두 가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할인율로 판단하여 설정하였다. 비금전적 프로모션은 구매금액의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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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스카프를 증정한다는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증정 사은품의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여성 피험자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착용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으며, 구매제품과 함께 매칭할 수 있는 아이템

인 스카프를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패션 제품 프리오더는 주로 국내외 유명 브랜드 제품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제시할 경우 브랜드에 따른

인지도 혹은 선호도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시나리오 상에

서는 피험자가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를 떠올리도록 하였다. 또한 제품 카테

고리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구매 제품을 원피스로 제안하였으며,

이는 대상 피험자가 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제품 하나만으로도 착장이 완성

되며 가격대가 비교적 고가에 속하는 제품군으로 선정하였다. 피험자 개개

인이 취향에 따라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발견했다고 상상할 수 있도록, 색

상이나 소재 등의 구체적인 요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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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프리오더 상황, 금전적 프로모션 조건 시나리오

.

[그림 3-4] 프리오더 상황, 비금전적 프로모션 조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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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일반구매 상황, 금전적 프로모션 조건 시나리오

[그림 3-6] 일반구매 상황, 비금전적 프로모션 조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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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는 개인의 성향인

패션관여도에 대한 문항, 그리고 시나리오에 노출 후 해당 프로모션의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과 지각된 위험, 구매의도에 대한 문항, 그리고

시나리오의 조작점검 확인을 위한 문항, 마지막으로 나이, 직업, 가계 월

소득 등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은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구성 측정 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1 패션관여도 5 7 점 리커트 척도

2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 6 7 점 리커트 척도

지각된 위험 3 7 점 리커트 척도

구매의도 3 7 점 리커트 척도

3

혜택 수준 조작 점검 1 7 점 리커트 척도

제품 수령 시점 확인 1 선다형

시간적 거리 조작 점검 1 7 점 리커트 척도

4 인구통계학적 특성 4 선다형/기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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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 관여도

패션관여도는 O'Cass(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아래 [표 3-2]를 통해 제시한다.

[표 3-2] 패션관여도의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패션관여도

패션은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

O'Cass

(2000)

패션은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패션에 관심이 많다.

패션은 나에게 중요하다.

패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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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은 Chandon et al.,(2000)이 개발한 척도 중

본 연구의 시나리오의 맥락에 적절한 실용적 프로모션 혜택 9문항을

참고하여 측정 문항들을 재구성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아래 [표 3-3]를 통해 제시한다.

[표 3-3]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시나리오에 제시된 프로모션을 통해 나는..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

돈을 절약할 수 있다.

Chandon et 

al., (2000)

좋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동일한 가격의 다른 제품보다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

평상시보다 나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더 좋은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 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이 편리해진다.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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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된 위험

지각된 위험은 Sweeney(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고,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아래 [표 3-4]를 통해 제시한다.

[표 3-4] 지각된 위험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지각된 위험

제품 품질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Sweeney 

(1999)

이 제품의 구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 제품을 구매하면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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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의도

구매의도는 소비자가 제품구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 또는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Aaker, 1992; Engel et al., 1995)로

정의된다. Engel et al.,(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였고,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아래 [표 3-5]를 통해 제시한다.

[표 3-5] 구매의도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구매의도

이 프로모션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Engel et 

al.,(1995)

이 프로모션이나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이 프로모션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최종 학력, 직업, 가계 월 소득에 대해

선다형식과 자유기술형식으로 응답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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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기본적인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네 가지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에서 참여자의 조건이 잘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정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Macro Process(Hayes, 2013)를 실시하여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6]과 같다.

[표 3-6] 자료 분석 방법

단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분석

2 측정 척도의 타당도 요인분석

3 측정 척도의 신뢰도 신뢰도분석

4 조작 검증 및 집단간 동질성 검증
t-검정

카이제곱 검정

5 연구문제 1 의 검정 Process 분석

6 연구문제 2 의 검정 Proces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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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측정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이어 프리오더가 지각된 위험을 통해 구매의도에 미치는 경로와

패션관여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그리고 프로모션 유형이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을 통해 구매의도에 미치는 경로과 프리오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도구 검증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및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소비자 전문 온라인

설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Macromill Embrian)을 통해 진행되었다.

총 342부의 응답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불성실한

응답 26부를 제외한 316부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시나리오에 따라 수집된

표본의 내용은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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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최종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

프리오더 전략

합계
유

(프리오더 상황)

무

(일반구매 상황)

프로모션

유형

금전적

프로모션
79 77 156

비금전적

프로모션
82 78 160

합계 161 155 316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20대 응답자는

107명(33.9%), 30대 응답자는 104명(32.9%), 40대 응답자는

105명(33.2%)으로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다. 직업의 경우, 일반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학생(12.0%), 

전업주부(11.4%), 전문직(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계

소득의 경우, 400만원 이상(42.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2.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9%)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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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세부범주 빈도(N) 백분율(%)

연령

만 20 세 이상 - 만 29 세 미만 107 33.9

만 30 세 이상 - 만 39 세 미만 104 32.9

만 40 세 이상 - 만 49 세 미만 105 33.2

직업

무직 16 5.1

전업주부 36 11.4

학생 38 12.0

일반사무직 160 50.6

전문직 34 10.8

서비스업 17 5.4

기타 15 4.7

가계소득

100 만원 미만 11 3.5

100 만원 이상 - 200 만원 미만 41 13

200 만원 이상 - 300 만원 미만 70 22.2

300 만원 이상 - 400 만원 미만 60 19

400 만원 이상 134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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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절에서는 가설 검증에 앞서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신뢰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도출하고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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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관여도

패션관여도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총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80 이상,

요인부하량이 .9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는 4.285로서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설명하는 총 분산은 85.7%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8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 문항 다섯 개의 평균값을 패션관여도의 측정값으로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패션 관여도 측정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패션

관여도

패션은 나에게 중요하다. .941

4.285 85.7 .958

패션은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930

패션은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
.925

패션에 관심이 많다. .922

패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910

Note: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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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위험

지각된 위험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총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60 이상,

요인부하량이 .8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는 2.300의 값을 가지며,

설명하는 총 분산은 76.66%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7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 문항 세 개의

평균값을 지각된 위험의 측정값으로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지각된 위험 측정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지각된

위험

제품 품질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902

2.300 76.66 .847
이 제품의 구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893

이 제품을 구매하면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829

Note: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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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은 본 연구의 시나리오 상황 속 프로모션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모션 혜택의 하위차원인 실용적, 쾌락적 프로모션

혜택 중 본 연구의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실용적 프로모션

혜택에 해당하는 세 가지 하위차원인 가격, 품질, 편의에 대한 총 9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9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가격혜택과 품질혜택에 관한 6개의

항목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편의혜택에 해당되는 3문항이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기는 하였으나 본 연구상 시나리오의 맥락에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였다. 6번(이 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7번(삶이 편리해진다), 8번(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되었다) 

문항을 제외한 여섯 개의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섯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50 이상, 요인부하량이 .7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는

3.798로 역시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설명하는 총 분산은 63.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1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 문항 여섯 개의 평균값을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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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시나리오에 제시된 프로모션을

통해 나는..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

동일한 가격의 다른 제품보다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
.864

3.798 63.3 .881

평상시보다 나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839

돈을 절약할 수 있다. .790

더 좋은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766

지출을 줄일 수 있다. .756

좋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750

Note: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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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시나리오 조작 검증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증

1. 조작 검증

1) 프리오더를 통해 발생한 시간적 거리의 지각 차이

본 연구에서는 프리오더를 통해 발생하는 시간적 거리의 차이를

통한 소비자 반응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프리오더 유무로

구분되는 프리오더 상황과 일반구매 상황에서 소비자가 지각한 시간적

거리의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품 수령 시기는 어떻게

느껴지나요?”라는 항목을 ‘가깝게 느껴진다’와 ‘멀게 느껴진다’의 7점

의미미분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작 점검을 위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프리오더 상황에서의 평균값은 5.88, 일반 구매상황에서의 평균은 2.43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 

이를 통해 프리오더의 유무에 따른 시간적 거리의 조작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두 집단의 차이가 시간적 거리에

따른 해석수준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6]를 통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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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프리오더의 시간적 거리 조작 검증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 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프리오더

유무

프리오더

상황
161 5.88 1.094

21.808 314 .000
일반구매

상황
155 2.43 1.651

***p<0.001

Note: 7점 의미미분 척도(제품 수령 시점이 ‘1번 가깝다, 7번 멀다’)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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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모션 유형의 혜택 수준 차이

본 연구에서는 프로모션의 유형의 차이에 따라 지각하는 프로모션

혜택을 통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므로, 시나리오에서

두 프로모션 유형의 금전적 혜택을 구매 제품의 15% 가격으로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두 프로모션 유형을 통해 지각하는 혜택

수준의 정도가 유사한지 확인하기 위한 “본 프로모션 혜택은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의 항목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작

점검을 위한 t-검정을 실시 결과, 금전적 프로모션(15% 가격 할인

조건)에서 지각하는 혜택 수준은 4.83, 비금전적 프로모션(구매 제품의 15% 

금액 상당의 사은품 제공 조건)에서 지각하는 혜택의 수준은 4.72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t=.938, 

p>.005) 두 시나리오의 혜택 수준이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6]을 통해 제시하였다.

[표 4-7] 프로모션 유형의 혜택 수준 차이 확인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 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프로모션

유형

금전적

프로모션
156 4.83 1.094

.938 314 .349
비금전적

프로모션
160 4.72 1.077

Note: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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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χ2) 

양측 검증 결과 두 비교군 간 연구참여자들의 연령, 직업 및 월 가계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네 집단이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8]을 통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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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동질성 검증

항목 세부범주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χ

2 p

연령

만 20 세 이상 -

만 29 세 미만
26 30 27 24

2.47 .872
만 30 세 이상 -

만 39 세 미만
29 28 22 25

만 40 세 이상 -

만 49 세 미만
24 24 28 29

직업

무직 5 2 3 6

14.89 .670

전업주부 7 9 8 12

학생 5 10 13 10

일반사무직 44 38 40 38

전문직 10 12 6 6

서비스업 3 7 3 4

기타 5 4 4 2

가계소득

100 만원 미만 2 2 5 2

12.57 .401

100 만원 이상 -

200 만원 미만
5 9 14 13

200 만원 이상 -

300 만원 미만
22 19 15 14

300 만원 이상 -

400 만원 미만
17 13 16 14

400 만원 이상 33 39 27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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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본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가설을 확인하는 분석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하여 Macro Process 분석을 활용하여, 프리오더와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와 이에 대한 패션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후,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하여 Macro Process 분석을

활용하여, 프로모션 유형과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매개효과와 프리오더 상황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1. 프리오더와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1은 지각된 위험은 프리오더와 구매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며, 프리오더 상황에서 일반구매 상황에 비해 위험을 높게

지각함으로써 구매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 그리고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프리오더 상황에서 위험을 낮게 지각함으로써

구매의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상쇄시킬 것이라는 가설 1-2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확인하고자 SPSS Macro Process의 Model 4와 Model 7을

이용하여 매개분석과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오더 유무에 따른 두 개의 비교 군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프리오더 상황을 1, 일반구매 상황을 0으로 코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신뢰도 구간을 95%로

설정하였으며 부트스트랩 샘플 수를 5,000으로 지정하여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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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Hayes, 2013).

연구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분석의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매개모형을 분석할 경우,

신뢰구간의 최소값(LLCI)과 최대값(ULCI)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고 간접효과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지지된다(Hayes, 2013).

[그림 4-1] 프리오더 유무에 따라 위험 지각을 통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 모형

[표 4-9]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 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a x b)

총효과

(C) 
매개유형

a b c'

.334
**

-.265
***

-.357
** -.088

[-.1771, -.0212]
-.445 부분매개

*p< .05, **p<.01, *** p<.001

Note: 간접효과(a x b)에서 괄호 [ ] 안의 값은 LLCI, ULCI

프리오더 유무가 지각된 위험을 매개하여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모형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각각 .334, -.265의 값을 보였다. 간접경로에



60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1771 – ULCI=-.0212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프리오더 유무에 따른 구매의도의 직접효과 또한 계수가 -.357의 값을

보이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LLCI=-.5912 – ULCI=-

.1219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각된 위험은 프리오더와 구매의도

사이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각된 위험이 프리오더

상황에서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하고, 구매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이 지지되었다.

2. 패션관여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프리오더와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매개모형에 조절변수로 패션관여도를 추가하여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effect) 또는 조건적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매개변수를 통해 나타나고, 매개효과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가

더 크거나 작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정을 위하여 표본의 반복적인 재표본추출법인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는 Process 분석의 Model 7을 활용하여 프리오더 유무 →

지각된 위험 → 구매의도의 매개효과가 패션관여도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때,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면 조절된 매개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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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해석하고, 비유의적이면 조절된 매개효과가 없다고 해석한다(배병렬,

2015).

- 개념적 모델 –

- 통계적 추정 모델 -

[그림 4-2]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에 대한 패션관여도의 조절된 매개경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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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지각된 위험의 조절된 매개효과 계수

(조절변수: 패션 관여도)

직접효과
간접효과 매개유형

a1 a2 a3 b c'

1.65
***

.134 -.312
***

-.265
***

-. 357
** .083

[.0248, .1568]

조절된

매개

*p< .05, **p<.01, *** p<.001

Note: 간접효과(axb)에서 괄호 [ ] 안의 값은 LLCI, ULCI

분석 결과, 패션 관여도에 의해 조절된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효과의 계수는 .083이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LLCI=.0248 – ULCI=.1568로, 신뢰구간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리오더 유무와 패션관여도의

상호작용항이 지각된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a3, t=-.312, p<0.001, 

LLCI=-.4961 – ULCI=-.1285), 지각된 위험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b, t=-.265, p<0.001, LLCI=-.3685 – ULCI=-

.1609) 패션관여도에 의해 조절된 지각된 위험의 매개경로가 확인되었다.

패션관여도에 의한 조건적 간접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절변수의 연속선상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가 유의한 영역을 확인해 주는 존슨-네이만

기법(Johnson-Neyman technique; Hayes & Matthes, 2009; Johnson & 

Neyman, 1936)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패션관여도 값이 4.6 미만으로

낮은 소비자의 경우 95%의 신뢰수준에서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가

여전히 유의하며, 일반구매 집단에 비해 프리오더 집단이 위험 지각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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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패션관여도 값 4.6 이상인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는 95%의 신뢰수준에서 프리오더 집단과 일반구매

집단 간의 위험 지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 [그림 4-3]과 같이 프리오더 조건의 소비자는 패션관여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위험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설

1-2 또한 지지되었다.

[그림 4-3] 프리오더 유무로 지각된 위험에 대한 패션관여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3. 프로모션 유형과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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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연구문제 2는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이 프로모션 유형과

구매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2-1과 일반 구매 상황에서

금전적 프로모션이 비금전적 프로모션보다 프로모션 혜택이 높게

지각됨으로써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프로모션 유형 간에 혜택 지각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2-

2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고자 SPSS Macro Process의 Model 4와

Model 7을 이용하여 매개분석과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오더 유무와 프로모션 유형의 총 네 개의 비교

군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프리오더의 유무는 프리오더 상황을 1, 일반구매

상황을 0으로 코딩하고, 프로모션 유형은 금전적 프로모션 조건을 1,

비금전적 프로모션 조건을 0으로 코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신뢰도 구간을 95%로 설정하였으며 부트스트랩 샘플

수를 5,000으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Hayes, 2013).

연구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분석의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신뢰구간의 최소값(LLCI)과

최대값(ULCI)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고 간접효과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지지된다(Hay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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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프로모션 유형과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매개경로 모형

[표 4-11]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매개효과 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a x b)

총효과

(C) 
매개유형

a b c'

.486
***

.713
*** -.159

.347

[.2033, .4965]
.188 완전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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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모션 유형이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을 통해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각각 .486, .713의 값을 보였다.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2033 – ULCI=.4965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프로모션 유형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p=.1311, LLCI=-.3645 - ULCI=.0475)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지각된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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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프로모션 유형과 구매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4. 프리오더 유무에 따른 프로모션 혜택 지각의 매개효과

앞서 프리오더 →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 → 구매의도의 매개경로가

확인되었으므로, 매개모형에 조절변수로 프리오더 유무를 추가하여

Process model 7을 통한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effect) 

또는 조건적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개념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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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추정 모델-

[그림 4-5] 프리오더 유무에 따른 프로모션 유형과 구매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경로모형

[표 4-12] 프리오더 유무에 따른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매개경로의 효과 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매개유형

a1 a2 a3 b c'

.849
***

.156 -.714
***

.713
***

-.159
-.509

[-.8224, -.2169]

조절된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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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프리오더 유무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효과 계수는 -.509이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LLCI=-

.8224 – ULCI=-.2169로, 신뢰구간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모션 유형과 프리오더의 상호작용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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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혜택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a3, t=-.714, p<0.001, 

LLCI=-1.1065 – ULCI=-.3207), 지각된 프로모션 유형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b, t=.713, p<0.001, LLCI=.6031 –

ULCI=.8229) 프리오더 유무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는 프로모션 혜택의

매개경로가 확인되었다.

프리오더에 의한 조건적 간접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구매 상황에서는 95%의 신뢰수준에서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매개효과가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t=5.954, p<0.001,

LLCI=.5682 - ULCI=1.1291),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95%의

신뢰수준에서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을 통한 매개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t=.9654, p=.335, LLCI=-.1402 -ULCI=.4102). 더

구체적으로, [그림4-6]과 같이 일반구매 조건에서는 금전적 프로모션이

비금전적 프로모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프리오더 조건에서는

프로모션 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 일반구매 상황과 프리오더 상황에서 프로모션 유형에 따라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

추가적으로, 프로모션 유형과 프리오더 유무에 따른 집단 별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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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혜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simple 

main effect) 분석을 통한 대응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프로모션 유형에

따른 단순주효과를 확인해보면, 금전적 프로모션은 프리오더 상황

(M프리오더=4.468)에서보다 일반구매 상황(M일반구매=5.026)에서 프로모션

혜택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 312)=15.404, p=.000),

비금전적 프로모션은 프리오더와 일반구매 상황에서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M프리오더=4.333, 

M일반구매=4.177; F(1, 312)=.1.236, p=.267). 프리오더 유무에 따른

단순주효과를 살펴보면, 일반구매 상황에서 비금전적

프로모션(M비금전=4.177) 조건보다 금전적 프로모션(M금전=5.026) 조건일

때 프로모션 혜택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 

312)=32.452, p=.000),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프로모션 유형에 따른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M금전=4.468, M비금전=4.333; F(1, 312)=.932, p=.335). 따라서

가설 2-2 또한 지지되었다.

[표 4-13]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에 대한 프로모션 유형과 프리오더 유무의

주효과 분석 결과

집단 평균제곱 F p

프리오더, 비금전 : 프리오더, 금전 .734 .932 .335

프리오더, 금전 : 일반구매, 금전 12.125 15.404 .000

일반구매, 비금전 : 일반구매, 금전 27.905 35.452 .000

일반구매, 비금전 : 프리오더, 비금전 .973 1.236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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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의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4-14]과 같다.

[표 4-14]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연구가설 결과

1-1

지각된 위험은 프리오더와 구매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일반 구매 상황과

비교하여) 지각된 위험을 매개로 구매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1-2

1-1 의 가설과 같은 효과는 패션관여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지지

2-1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은 프로모션 유형과 구매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지지

2-2

구체적으로, 일반 구매 상황에서 금전적 프로모션이 비금전적

프로모션보다 프로모션 혜택이 높게 지각됨으로써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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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많은 패션 디자이너와 기업은 매 시즌 기획 및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제품의 실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점 이전보다 3~6개월 가량

앞선 시기에 패션쇼 또는 프레젠테이션의 형태로 시즌 컬렉션을 선공개

해왔다.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글로벌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며, 일반 소비자도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사전에 공개된 새로운 컬렉션과 신제품에 대한 구매를 시즌

전부터 갈망하게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

전 단계에서의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프리오더로 이어지며, 현재 많은 패션

브랜드와 기업 뿐 아니라 유통 플랫폼 및 개인 인플루언서들 또한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프리오더 전략을 활용하는 추세와 함께 학문적

관심 또한 증가하면서,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패션 산업 내 프리오더와 관련된 연구는 드물다. 시즌성을 독특한

특성으로 가지는 패션 산업에서 프리오더는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비해 학문적으로 이를 살펴본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는 프리오더를 패션 산업에 적용했을 경우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시의적으로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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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프리오더는 구매 시점과 소비 시점 사이의 필연적인 시간적 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적 거리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해석수준의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인 해석수준이론에 기반하여, 프리오더의

맥락에서 패션 제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프리오더를 통한 구매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현재의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통한 위험 지각을 동반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이 프리오더 전략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이를 조절하는 변수로 패션 관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구매 상황에서 프로모션 유형이

프로모션 혜택 지각을 통하여 구매의도로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국내 거주하는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프리오더 유무와 프로모션 유형에 따른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2020년 6월 약 3일간 온라인 설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총 342부의 응답 중에서 최종 분석에는

불성실한 응답 26부를 제외한 316부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오더 상황에서 소비자는 위험을 지각함으로써

구매의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때 프리오더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직접효과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각된 위험은 이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프리오더 상황에서 지각하는 위험이 낮아 프리오더 전략의 부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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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패션에 대한 지식이 높기 때문에, 패션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패션 제품의 구매 상황에서 제품의 속성을 중심으로 충분한 탐색을

통해 구매결정을 함으로써 본인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져 프리오더

상황에서도 본인이 구매를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덜

지각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즌을 기반으로 진행됨에 따라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고 소비자

예측이 어려운 패션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매 시즌을 시작하는

프리오더 프로모션에 있어서 타인의 구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패션에 대한 관여수준이 높은 얼리어답터들의 선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시즌 전체의 판매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패션 관여도가 높은 타겟 소비자를 대상으로 프리오더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프로모션 유형이 프로모션 혜택 지각을 매개하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때, 일반 구매 상황에서는 금전적 프로모션이 비금전적

프로모션에 비하여 지각하는 프로모션 혜택이 높으며, 이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금전적 프로모션과 비금전적 프로모션 사이에 지각하는 프로모션 혜택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프로모션 유형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수준이론을 기반으로 이를 해석하자면, 시간적 거리가 먼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일반구매 상황과 달리

실행가능성보다는 바람직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구체적인

프로모션 유형에 따라서 지각하는 혜택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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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비금전적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매출에 더 큰 영향이 있다고

밝혀진 금전적 프로모션과 유사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가격 할인이나 쿠폰 등으로 제시되는 금전적 프로모션은 소비자의

준거가격을 낮춤으로써 프로모션 종료 후 해당 시즌의 판매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비해, 비금전적 프로모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종료된 이후에 정상 가격으로 판매되는 시즌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프리오더 상황에서

두 프로모션 유형 간에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지각할 수 있다면 금전적

프로모션보다는 비금전적 프로모션을 활용하는 것이 시즌 전체의 판매를

고려했을 때 브랜드나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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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기존에 다양한 산업에서 이루어져 온 프리오더에 대한

선행연구와 해석수준이론을 바탕으로 패션 산업의 특성을 적용하여 패션

제품의 프리오더 상황에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를 확인하고, 

이를 조절하는 소비자 특성을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리오더와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패션 관여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 산업에서의

프리오더가 가지는 마케팅적 기제를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그동안 프리오더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패션 산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즌성을 가지는 패션 산업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 다른 산업과는

차별화되는 패션 산업의 맥락에서 프리오더를 다룬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국내외 패션 브랜드 및 기업들이 프리오더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시의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판매 프로모션 유형과 프로모션 혜택 관련 연구

측면으로도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금전적 프로모션은 실용적 프로모션

혜택 지각을 통해 기업의 단기적인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비금전적

프로모션은 쾌락적 프로모션 혜택 지각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브랜드

선호,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모션 유형이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을 통해 구매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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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때, 단 기간 내 진행하는 프리오더

프로모션의 특성에 따라 구매의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용적

프로모션 혜택만을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행

연구에서 기존에 밝혀진 바와 같이, 일반 구매상황에서는 금전적 프로모션

조건의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이 비금전적 프로모션 조건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리오더 맥락에서는 이 효과가 조절되어, 금전적 프로모션과 비금전적

프로모션 간에 지각된 프로모션 혜택을 통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다양한 구매 상황과

맥락에서 프로모션 유형 간의 영향 차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판매

프로모션 연구 측면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해석수준이론을 기반으로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즉, 시간적 거리가 먼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일반구매 상황과 달리 실행가능성보다는

바람직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구체적인 프로모션 유형에 따라서

지각하는 혜택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해석수준이론과 프리오더와의 관계를 패션 분야로 확장하여

연구했다는 점에서 해석수준이론의 연구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 실무적 시사점

프리오더는 제조업과 유통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계되어

진행하는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에 그 종류와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실제 마케팅 환경에서 산업의 특성과 타겟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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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기획이 필요하다. 특히, 시즌성을 가지며 언제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패션 산업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 패션 브랜드나 기업의

매 시즌 마케팅 활동은 판매가 시작되는 시점보다 매우 앞서서 시작되는

편이다. 즉, 판매시점보다 3~6개월 가량 앞선 시점에 컬렉션이 선공개

되면서부터 해당 시즌의 마케팅 활동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패션 분야에서 시즌 시작 전에 해당 시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홍보하는

것은 그 시즌 전체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프리오더는 한 시즌을 시작하는 첫번째 프로모션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한 시즌을 시작하는 프리오더 프로모션에 있어서 패션관여도가

높은 얼리어답터들은 타인의 구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선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시즌 전체의 판매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프리오더 맥락에서 패션 관여도의 역할을

규명한 것은 실무적 마케팅 환경에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주로 판매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오더 프로모션의 특성에 따라 프로모션 유형과 프리오더 전략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프로모션 유형

간의 혜택 지각 차이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프리오더 상황에서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한 시즌을 시작해야 하는 프리오더

프로모션의 특성에 따라, 금전적 프로모션을 활용할 경우 프로모션 종료

이후에 다시 정상 가격으로 판매되는 시즌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다수의 마케팅 실무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준다. 따라서

프리오더 상황에서 비금전적 프로모션을 통해서도 금전적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와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지각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시즌 전체의 판매를 고려했을 때 비금전적 프로모션이 브랜드나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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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앞서 실증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는 다수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연구가 지닌 제한점에

대해 설명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프리오더 상황에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된 위험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션

관여도가 이를 조절하는 것 또한 규명하였다. 이때, 프리오더 자체의

직접적인 부적인 영향도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고

이를 조절하여 부적 효과를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변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리오더 상황에서 구매의도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매개경로는 확인하였지만, 구매의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매개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프리오더가 가지는

쾌락적인 측면에서의 혜택, 즉 타인보다 먼저 소유할 수 있고, 프리오더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자체에서 얻는 감정 변수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설문을 바탕으로 진행된 시나리오 연구의

특성상 프로모션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소비자 감정과 관련된

쾌락적 측면을 확인하기가 힘들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자체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하거나, 쾌락적인

측면을 경험할 수 있는 자극물을 통해 쾌락적 프로모션 혜택 또는 가치

지각의 측면을 살펴 본다면, 프리오더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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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반적으로 프리오더는 브랜드가 가지는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프리오더 구매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나 가치 지각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소유하고 싶다는 갈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해하고, 브랜드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시나리오 단계에서 응답자에게 본인이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의 신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유도하였기 때문에 브랜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프리오더의 효과는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브랜드 태도나 인지도, 충성도와 같은 브랜드 관련 변수는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서 프리오더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브랜드 관련 변수를 연구

단계에서 설계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에 사용된 프리오더 대기기간과

혜택 수준을 고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모든 패션 프리오더 상황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디자이너

브랜드의 타임라인에 따라 시즌이 시작되기 3개월 전에 프리오더를

진행하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최근 더 짧거나 긴 대기

시간을 가지는 프리오더 프로모션도 많이 등장하고 있음에 따라서,

프리오더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 거리의 차이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변화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모션 혜택 수준도 패션 브랜드의

프리오더에서 많이 사용되는 15% 수준으로 제시하였지만, 이 또한

최근에는 브랜드와 기업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로모션

유형에 따른 차이 혹은 프리오더 상황에서의 구매의도 차이는 할인율과

같은 금전적 혜택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비금전적 프로모션 조건에서도 구매하고자 하는 원피스의 15%

금액에 해당하는 스카프를 사은품으로 제시하였는데, 구매 제품과 사은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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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이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패션 제품 중에서도 제품군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나거나,

구매 제품과 사은품 간의 적합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프로모션 유형의

차이나 프리오더 맥락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패션 분야의

프리오더와 프로모션 연구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가치소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필요한 유행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에 가

치와 의미를 두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이정순 외, 2014;

Pookulangara, 2013). 이에 따라 패션산업 또한 시즌 전개방식 및 유통환

경에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과 마케팅

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느림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오더가 좋은 반응

을 보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속도보다 취향과 가치를 중시하는 밀레

니얼 세대와 Z세대 소비자층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반복되는 시즌 속에서 패션 제품의 과잉 생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증

가하고 있는 추세와 미래 소비의 중심이 될 젊은 소비자층의 가치지향적 태

도에 따라 지속가능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프리오더에 대한 향후 논의가

더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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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reorder Promotion on 

Purchase Intention of Fashion Products

Hyun Namkoong

Textile,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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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most retailers are competitively offering consumers 

rapid delivery services to survive in this fast-paced modern society, 

‘preorder’ is an exceptionally slow delivery strategy that is steadily 

gaining popularity in recent years. The preorder strategy is a 

marketing tactic that allows consumers to purchase new products prior 

to their release. Retailers have long known the importance of preorder 

sales for a successful product launch, especially for books, CDs, video 

games and software items. Now the preorder strategy is applied to a 

broader range of lifestyle categories, including fashion,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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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biles, mobile apps, and more. In light of the practical importance 

of the preorder strategy, considerable research has examined the 

reasons why firms and consumers preorder a new product despite the 

high risk involved. However,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how the 

preorder strategy influences consumer behavior in a retail context, and 

it is hard to find any in a fashion context. 

As fashion industry traditionally follow seasons, it is necessary 

to present new design and products periodically, which inevitably leads 

to multiple marketing promotions throughout the beginning to the end 

of each season to clear out the inventory before the next season starts. 

Preorder is fast becoming a new solution for many brands and fashion 

companies, allowing buyers and consumers to order a product prior to 

production so that the production can be planned on a more accurate 

inventory level. It seems to be necessary to study the effects of the 

preorder strategy at this point where the tactic is gradually being used 

and highlighted in the practical marketing scene.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construal level theor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reorder strategy in a fashion retail context 

influences consumer behavior, and identifies the possible variables that 

could mediate and moderate the effect of preorder promotion.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s whether the perceived promotion’s

benefits of the promotion’s type ha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regular selling situation and the preorder situation.

The paper presents findings from an online survey targeting 

female participants in their 20s to 40s, living in Korea. The surve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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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through a research institute specialized in consumer panels. 

Total 316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using SPSS 23.0,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upport that participants perceived high risk 

in a preorder context, negatively mediating the effect of preorder and 

purchase intention. However, fashion involvement moderates the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risk, demonstrating that consumers with 

high fashion involvement does not perceive higher risk in preorder 

context compared to regular selling context. 

Second,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motion’s benefits mediate 

the effect of promotion type on purchase intention, where monetary 

promotion leads to higher promotion’s benefits compared to non-

monetary promotion type in a regular selling context. However, it is 

revealed that the preorder context moderates the mediation effect of 

promotion’s benefit,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promotion’s benefit between the promotion’s types.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temporal distance generated by the preorder 

context causes consumer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product’s 

desirability than to its feasibility. Unlike consumers during the regular 

selling context, consumers in a preorder context put more importance 

to desirability when evaluating the product, instead of feasibility 

aspects as price or promotion’s type and benefits.

Preorder is a unique marketing strategy that is increasingly 

being used by various fashion companies and brands yet there has 

been no research that has studied in a fashion context.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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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s and contributes to the preorder, sales promotion and construal 

level theory literature, and the findings will be useful to understand the 

consumer’s psychology in a preorder context and to predict the 

consumer preferred promotional benefits for both researchers and 

marketers. 

This study also has some limitations and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The results identified the risk-reducing factor of a 

preorder context which alleviated the nega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but this study was not able to clarify any positive effects of 

the preorder itself. Also, hedonic benefits of the preorder promotion 

wa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is study due to the limitations of 

an online survey relying on a scenario. Considering that customers who 

are willing to preorder usually have a strong desire for the brand, it is 

suggested to investigate brand related factors and additional consumer 

variables that could influence the preorder promotion examined in an

experiential circumstance.

Keywords : Preorder, Construal Level Theory, Sales Promotion, 

Promotion Benefits, Perceived Risk, Fashion Involvement

Student Number : 2018-23902



95

부록 목차

[부록 1]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심의면제 통보서

[부록 2] 설문지

[부록 1]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심의면제 통보서



96

[부록 2] 설문지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패션 제품의 “프로모션 유형(promotion type)”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관한 연구

입니다.

설문의 내용에는 좋고 나쁨이 없음으로 솔직한 응답을 부탁 드리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셔야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모든 문항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논문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모든 응답은 익명

으로 처리되며 학문적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15분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0년

연구자: 남궁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패션마케팅 연구실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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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 과제명 : 패션브랜드의 프로모션 유형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책임자명 : 남궁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읽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

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Q. 본 연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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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 다음은 귀하의 평소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제시된 문장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

패션은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패션은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패션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패션은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패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ART 2]

■ 아래의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에 문항에 응답 부탁 드립니다.

(프리오더 조건 참여자에게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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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프리오더(pre-order)란?

프리오더(Pre-order)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선주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프리오더는 ‘신상품이 실제 출시되기 이전 시점에 샘플을 직접 체험하

거나 제품 사진 및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뜻합니다. 

■ 귀하가 평소에 즐겨 입거나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실제로 쇼핑을 한다고 가정하시고, 아

래의 시나리오를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에 문항에 응답 부탁 드립니다.

(아래 4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 무작위 배정)

<조건1. 프리오더 상황 x 금전적 프로모션>

귀하는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의 다음 시즌 제품을 미리 구매할 수 있는 프리오더

행사에 방문하였다가,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발견하였습니다.

귀하가 선택한 원피스를 오늘 구매하면 프로오더 프로모션 혜택으로 15%의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선택한 옷은 다음 시즌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시즌이 시작되는 3개월 후에 배송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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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2. 프리오더 상황 x 비금전적 프로모션>

귀하는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의 다음 시즌 제품을 미리 구매할 수 있는 프리오더

행사에 방문하였다가,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발견하였습니다.

귀하가 선택한 원피스를 오늘 구매하면 프리오더 프로모션 혜택으로 원피스 금액의 15% 

상당의 가격대 스카프를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선택한 옷은 다음 시즌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시즌이 시작되는 3개월 후에 배송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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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3. 일반구매 상황 x 금전적 프로모션>

귀하는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의 새 시즌 프로모션 행사에 방문하였다가,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발견하였습니다.

귀하가 선택한 원피스를 오늘 구매하면 신상품 프로모션 혜택으로 15%의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선택한 옷은 매장에 재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제품을 구매한다면 제품을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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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4. 일반구매 상황 x 비금전적 프로모션>

귀하는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의 새 시즌 프로모션 행사에 방문하였다가,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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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선택한 원피스를 오늘 구매하면 신상품 프로모션 혜택으로 원피스 금액의 15% 

상당의 가격대 스카프를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선택한 옷은 매장에

재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제품을 구매한다면 제품을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다음은 방금 읽으신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패션 브랜드의 프로모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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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귀하의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시나리오 속 상황을 떠올리면서 아래 제

시된 문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시나리오에 제시된 프로모션을 통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

돈을 절약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좋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출을 줄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동일한 가격의 다른 제품보다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평상시보다 나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더 좋은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 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의 삶이 편리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시나리오 속 상황을 떠올리면서 아래 제시된 문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

십시오.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

제품 품질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 제품의 구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 제품을 구매하면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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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시된 문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

이 프로모션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 프로모션이나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 프로모션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작점검 문항)

■ 다음은 시나리오 속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제시된 문장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

Q1)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프로모션의 혜택은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 ① 구매 후 당일 수령

구매 후 제품을 수령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② 3 개월 후 배송

Q3)
1. 가깝게 느껴진다.  ---  7. 멀게

느껴진다.

제품 수령 시기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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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만 사용되므로 안심하시고, 빠짐없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Q1. 귀하의 연령을 기입해 주세요.

만               세

Q2. 귀하의 성별을 기입해 주세요.

① 남자 ② 여자

Q3. 귀하의 직업에 체크해주십시오.

① 무직 ② 전업 주부 ③ 학생 ④ 일반 사무직 ⑤ 전문직 ⑥ 서비스업 ⑦ 기타 (         )

Q4. 귀하의 월 평균 가계소득에 체크하여 주세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

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이상으로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패션마케팅 연구실 석사과정

남궁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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