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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 상거래 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자동화, 디지

털화된 거래 방식은 자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될 수 있는데 기여한다. 특히, 온라인 상거

래 플랫폼의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은 각종 소매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판매자에게 매력적인 가격전략으로 통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는 

온라인 상의 수많은 가격정보를 분석하여 최저가를 찾아준다는 이점이 있지

만, 한편 재고에 따른 동일 제품 내 가격 차이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패션 제품은 다양한 색상과 사이즈에 따라 재고 수량에 큰 차

이가 있으므로, AI 알고리즘으로 인한 가격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더욱이 가격은 마케팅 믹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소비자의 가격 공정

성 지각을 높이는 것은 실제 패션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이윤 상승과 기업이미

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로 인한 가

격 공정성 지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멀티채널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 간 가격 차이와 관련하여 집중되어 있으며, 

리테일러의 판단에 의한 가격차이가 아닌 AI 기술이 도입된 서비스로 인한 

가격차이가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 지각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찾기가 힘들다. 

공정성 이론과 분배적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가격 불공정성은 개인이 

본인의 결과를 비교대상의 결과와 비교할 때 유발되며, 소비자는 교환 관계에 

투자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

한 판단은 주관적이며 소비자 자신의 이익에 의해 편향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등한 크기를 가진 가격 불평등에 대해서는, 불평등이 소비자에게 손해일 때



ii 

 

에 이득일 때보다 더 불공정하다고 지각된다. 한편, 쌍방 권한의 원칙과 귀인

이론에 따르면, 판매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차이는 소

비자에게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판매자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

거나, 가격 차이의 원인이 판매자의 내부에 있다고 인식하면 판매자에게 가격 

차이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아가 만약 달리 제시된 증거가 없다

면 판매자가 가격 차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해 동일 제품에 가격차

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 지각과 플랫폼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확인하고, 이

를 조절하는 가격차이(손해/이득)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기술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 특성 변수의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써 AI 알고리즘 가격

설정으로 인한 가격차이와 관련된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따른 네 가지 가

상의 패션 온라인 플랫폼 자극물을 직접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343부의 응답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이 중 선별 문항을 

통과하지 못한 응답 77부와 불성실한 응답 9부를 제외한 257부가 SPSS 25.0을 

통한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가 

제공 되었을 때, 제공 되지 않았을 때보다 가격 공정성 지각이 더 높았으며, 

이득인 가격차이가 손해인 가격차이에 비해서 가격 공정성 지각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격 공정성 지각에 대한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손해인 가격

차이일 경우에는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불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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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각하였으나, 이득인 가격차이일 경우에는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따라 가

격 공정성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이득인 가격차이일 경우에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느낄 수 있

는 가격 불공정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술 불안감은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불안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이유정보

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특히, 온라인 거래 및 기술에 대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소비자

들로 하여금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가격 불공정성 지

각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을 완전매개하여 지속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격 공정성이 달라지며, 가격 공정성은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 불안감이 이유정보제공 여부와 지속이용의도에 대한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결과와 마찬

가지로 기술 불안감이 높은 집단에서 이유정보가 제공 되었을 때 가격이 공정

하다고 지각하며 플랫폼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요인들이 소비자 행동의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판매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가격 차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

구들과 달리 AI 알고리즘 기술로 인해 야기된 가격 차이가 소비자의 가격 공

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또한, 공정성 이론과 쌍방 권한

의 원칙을 바탕으로 동일 제품 내 가격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인지

적 반응인 가격 불공정성 지각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플랫폼 지속이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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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어 내는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한편, 가

격차이로 인한 소비자의 가격 불공정성 지각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행동의

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으로 이유정보제공 여부의 효과와 소비자 특성인 

기술 불안감에 따른 이유정보제공 여부의 효과를 규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가격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마케팅 환경요소와 소비자의 

특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패션 산업의 전자 상거래 환경에서 AI 알고리즘 가격설정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스마트한 쇼핑의 기회와 패션 기업의 매출 향상을 달

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AI 알고리즘 가격설정, 가격차이, 이유정보제공 여부, 가격 공정성 

지각, 기술 불안감, 패션 온라인 플랫폼 

학  번 : 2019-2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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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과 제품 구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Doherty & Ellis-Chadwick, 2010), 최근 ‘COVID-19’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은 이러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는 패션산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무신사, 브랜디, 파페

치 등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모아놓고 판매하는 패션 온라인 플랫폼사는 온라

인 패션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오프라인매장 중심의 

전통 패션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반면, 국내 최대 패션 온라인 플랫폼인 

무신사는 올해 상반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 신장하였으며(한국섬유

신문, 2020.07.03.), 스타트업 패션 온라인 플랫폼 브랜디도 상반기 거래액이 50% 

이상 늘었다(어패럴뉴스, 2020.08.21.). 이러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들은 앞 다퉈 

정보기술(IT) 인력을 늘리고 신기술과 빅데이터(big da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와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활용한 서비스는 패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웹 사이트 상

에서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산되지만, 소비자들은 이 모든 정

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원하는 정보만을 받아서 소비하고 싶어 한다. 

그 중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들만을 서로 묶고, 해체하고 분석하는 일

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주는 행위를 큐레이션(curation)이라 부른다(Lee, 2013). 

정보 과잉의 시대에서 AI 알고리즘은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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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킨다(김지은 & 이

진화, 2018). 2018년 설립된 럭셔리 브랜드 온라인플랫폼 ‘트렌비(trenbi)’는 

자체 개발한 AI 로봇 ‘트렌봇’을 통해 전 세계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분석

하여 최적의 가격을 찾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에 회사 설립 2년 만에 매

출 450억원을 달성하며 그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여러 투자기업으로부터 

200억 이상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렇듯 빅데이터와 AI 기술은 가격전

략에도 활용되는데,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을 

이용하여 항공권, 호텔 숙박을 비롯한 신발, 의류 등 광범위한 상품 및 서비스

에서 최적의 가격을 제공한다(주진열, 2020).  

이러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가격설정은 기업의 입장에서 재고에 따라 

색상 및 사이즈별 가격 차이를 둠으로써 재고 회전율을 높이고, 이윤을 상승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동일 제품 

내 색상 및 사이즈별 가격 차이가 불공정하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Kimes, 

2002). 소비자들은 가격에 대한 공정성을 판단할 때, 타인 보다는 자신의 이익

을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Oliver&Swan 1989). 

또한, 소비자의 불공정성 지각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은 주로 판매자를 향해 

있으며, 가격 차이에 대한 원인을 대부분 판매자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한다.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에 따르면 만약 그 원인이 외부요인인 판매자에게 

있다고 추론되면, 판매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불평 등 부정적인 행동의도

가 유발되므로(Folkes, 1988),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가격이 공정하다고 느

끼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패션 온라인 플랫폼

에서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한 가격 차이는 단기적으로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Kimes, 2002),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 지

각과 플랫폼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격 차이로 인한 가격 공정성 지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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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멀티채널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 간 가격 차이와 

관련하여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Fassnacht & Unterhuber, 2016; Vogel & Paul, 

2015; Wolk & Ebling, 2010). 또한, 가격 차이가 소비자 가격 공정성 지각에 영향

을 미친다는 초기단계만을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메커니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나아가 리테일러의 판단에 의한 가격차이가 아닌 AI 

기술이 도입된 서비스로 인한 가격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패션 온라인 플랫

폼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기술과 관련된 개인의 

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찾기가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해 동일 제품 간 가격차이

가 발생하였을 때,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따라 가격 공정성이 매개하여 소비자 

반응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확인함으로써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한 

가격차별 전략이 가지는 마케팅 효과의 기제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는 데 학문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격차이로 인한 가격 불공

정성 지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기제를 밝힘으로써 실제 패션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이윤 상승과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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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과 쌍방 권한의 원칙(dual entitlement 

principle)을 기반으로, 전 세계 여러 브랜드를 판매하는 패션 온라인 플랫폼에

서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 차이가 소비자의 가격 공

정성 지각과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각각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따

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격 공정성 지각 차이를 확인하고, 기술에 대한 소비

자의 개인 성향인 기술 불안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여 AI 알고리즘 가격설정

으로 인한 가격 차이와 가격 공정성 지각 및 소비자 반응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따른 가격 공정성 지

각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봄

으로써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이유정보제공 여부의 효과를 가격차이(손

해/이득)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격차이에 대한 가격 불공정성 지각을 완화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 불

안감이 조절하는지 확인한다. 이는 실무자들이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추가적으로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플랫폼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격 공정성의 매개효과와 이에 대한 가격차이(손해/이득)와 기

술관련 소비자 개인 성향 변수인 기술 불안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이를 



5 

 

통해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한 가격차이가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 행

동 반응의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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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패션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알고리즘으로 인한 가격차이가 

가격 공정성 지각과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에 따라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논문의 전체적

인 구성을 제시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AI 알고리즘 가격설정과 가격차이, 가격 공정

성, 기술과 관련된 소비자 특성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정리하

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 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

로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 설계 및 절차,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극물 구성, 측정 도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하여 연구 수행 과정

과 분석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 4장 연구결과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해 검증

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 측정도구, 자극물 조작, 집단 간 동

질성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와 가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 5장 결론 및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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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AI 알고리즘 가격설정 

 

1.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의 개념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AI(artificial 

intelligence), 알고리즘(algorithm), 빅데이터(big data) 각각의 정의를 먼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알고리즘이란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연산을 수행

하기 위해 컴퓨터가 작동하는 일련의 한정된 명령 혹은 단계들의 집합이라

고 할 수 있다(정원섭, 2020). 알고리즘의 작업 논리는 간단한 사칙연산 수식

에서부터 미적분, 선형대수, 확률, 통계에 관한 고등 수식일 수 있다. 컴퓨터 

언어로 변환된 이러한 수식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탑재된다(주진열, 2020). 

한편,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가 저

장, 분석,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의미한다(Manyika et al., 2011). 규모(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이

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며, 존재 자체로서 의미보다는 이를 분석하는 AI 

기술과 융합하여 그 결과물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인공지능 AI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하나의 도구로서 인간의 지적 활동을 모방하기 위한 기술(백승익 

외., 2016)이며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특정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예측하는 프로그램(Gerlick & Liozu, 2020)이라고 정의된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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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표 2-1]에서 정리하였다. 

  

 [표 2-1] AI 알고리즘과 관련된 용어 정의 

 

AI 알고리즘이란 ‘특정 목적에 맞게 다듬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

동화된 추론’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자체가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입력 

데이터가 공정하게 선별되어야만 한다(정원섭, 2020). 공정한 데이터가 선별

된다고 하더라도 AI 알고리즘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판매자의 판단이 개입되므로 최근 AI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

이 국내외에 걸쳐 더욱 이슈화되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의 검색알고리즘

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 2020년 10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

정 명령과 함께 약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여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 2020). 

이미 뉴스 배치의 편향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

서 국내 온라인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의 이번 사태는 AI 알고리즘과 

용어 정의 연구자 

알고리즘 

(algorithm)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가 작동하는 일련의 한정된 명령 

혹은 단계들의 집합 

정원섭 

(2020) 

빅데이터 

(big data) 

일반적인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가 저장, 분석,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Manyika 

et al. 

(2011) 

AI(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특정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예측하는 

프로그램 

Gerlick & 

Liozu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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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대 기업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정원섭, 

2020).  

특히, 본 연구에서는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을 가격 의사결정에 적용시킨 

AI 알고리즘이라고 정의 내리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의 공정성 지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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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의 현황과 영향 

 

근래에 여러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에 널리 적용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AI 기술은 

가격전략에도 활용되는데, 여러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AI 알고리즘을 이

용한 자동 가격결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으며(최난설헌, 2017), 항공권, 

호텔 숙박을 비롯한 신발, 의류 등 광범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서 활용된다(주

진열, 2020). 이러한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은 특히 온라인 상거래 업체가 재고 

상황과 소비자의 구매 동향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최난설헌, 2017). 뿐만 아니라 패션산업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

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비용과 시간 절감 등을 통한 판매의 효율성 증대

와 매출 및 이윤의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최저가를 

제공해줌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다(김지은 & 이진화, 2018).  

한편,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이 항상 소비자에게 이점을 주는 것만은 아

니다. 아마존(amazon), 우버(Uber)와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활용되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는 수시로 변화하는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최난설헌, 2017). 우버의 경우 이용자의 수요가 가장 많은 피크 타임(peak 

time)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며(Hall et al., 2015), 극성수기인 12월 연말에는 

이용 요금이 6~7배 치솟기도 한다. 이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당시 우버의 

CEO는 수요/공급의 변동에 따른 가격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정해진 가격

이며, 회사에서 설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Hwang & Elish, 2015). 이렇

듯 알고리즘과 디지털 경제의 출현으로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기

술적으로 가능해진 오늘날(Gal, 2019), 가격 결정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전체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Dutta et al. 2003), 동시에 같은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차이를 유발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는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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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AI 알

고리즘에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와 변수가 이용되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대부

분 영업비밀인 경우가 많으므로(주진열, 2020), 소비자는 가격차이의 원인에 

대한 추론과 가격 정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차별적 

가격결정 관행에 대하여 '의심하고 시기하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Turow, 2006). 특히, 가격은 유기적인 구조의 마케팅 믹스

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Borden, 1964), 가격과 관련된 전략은 기업의 입

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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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알고리즘으로 인한 가격 차이 

 

AI 알고리즘으로 인한 가격차이(price differentiation)는 여러 리테일 시장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알고리즘이 거래비용의 절감과 함께 자원의 효율적 배

분,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 반면, 역설적으로는 가격차이로 인한 소비자 

불공정성 지각을 유발시킨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가격 불

공정성 지각이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 행동까지 유발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동일 제품 내 가격 차이로 인한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 지각과 관련된 선

행연구로 Anderson & Simester(2008)은 라지(large) 사이즈에만 프리미엄 가격을 

붙였을 때, 다른 사이즈 판매량에는 영향이 없지만 라지(large) 판매량은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Fassnacht & Unterhuber(2016)의 연구에서는 온·오

프라인 채널 간 가격 차이의 정도에 따른 가격 공정성 지각을 측정하여 온라

인에서의 가격이 15% 더 높은 경우에 소비자가 가장 불공정하다고 지각한다

는 것을 밝혔다. Vogel & Paul(2015)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더 

저렴할 때, 가치 지각과 재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격공정성

에는 정적인 양상이 나타났으나 그 영향의 크기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가격차이로 인한 가격 공정성 지각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효과적인 멀티채널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 간 가격 차이와 

관련하여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많은 선행연구에서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한 불공정성

과 관련하여 판매자의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적이고 법적인 고려사항들에 대

하여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논의해왔다(Gerlick & Liozu, 2020; Gal, 2019; 최난설

헌, 2017; 주진열, 2020). Gerlick & Liozu(2020)의 연구에서는 AI 알고리즘을 통

한 개인화된 가격설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법적인 제약사항들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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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고려사항들을 논의하고, 추후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실증적인 연구

를 제안하였다. 한편, 최난설헌(2017)은 경쟁법적 시각에서 AI 알고리즘 가격

설정으로 인해 가격 경쟁의 의미가 퇴색되고 묵시적 담합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쟁당국의 앞으로의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 

판매자의 책임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주진열(2020)은 온라인 시장에서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해 가격인상이 발생되는 알고리즘 가격병행을 판매

자의 행위인 묵시적 담합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 독점규제법과 경쟁정책 차원에서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한 가격차이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는 찾기 힘들

며, 해당 기술이 적용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AI 알

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한 불공정성 지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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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격 공정성 지각 

 

1. 가격 공정성 지각의 개념과 정의 

 

공정성(fairness)이란 어떠한 성과나 그 성과에 도달하기까지의 절차가 

타당한지(reasonable), 허용 가능한지(acceptable), 정당한지(just)에 대한 판단으

로 정의된다(Bolton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가격 공정성 지각(price fairness 

perception)을 가격 환경 맥락에 적용하여 가격 공정성을 재정의한 Xia et 

al.(2004)의 연구에 따라 판매자의 가격과 비교 상대자의 가격 간의 차이가 타

당한지(reasonable), 허용 가능한지(acceptable) 또는 정당한지(justifiable)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및 평가로 정의한다. 가격 공정성 지각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Campbell, 1999). 

여러 선행연구에서 소비자가 특히 가격 인상에 대한 공정성에 관심을 가지며, 

불공정하다고 지각한 가격에 대해서는 반감을 표하고, 지불할 의사를 잃는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Campbell, 1999; Kahneman et al., 1986a; Lee et al., 2011). 또한 

소비자의 가격 불공정성 지각은 보이콧(Goldman, 1994), 민사소송(Kaufmann et 

al., 1991), 매출하락(Anderson et al., 2008)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도 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격 공정성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공정성 평가를 포함한 모든 가격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이며, 

가격 비교는 가격 공정성 지각을 위한 필수조건이다(Monroe & Xia, 2005). 공정

성 이론(equity theory)과 분배적 공정성 이론(distributive justice theory) 모두 공

정성 지각은 개인이 본인의 결과를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결과와 비교

할 때에 유발된다고 주장한다(Xie et al., 2004). 구체적으로 분배적 공정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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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사람들과 교환관계에 있는 개인이 해당 관계에 투자한 만큼 그에 상

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Homan, 1961). 공정성 이론에서

는 교환관계에 대한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다양한 비교대상을 

포함하고자 이러한 관점을 확장한다. 이 때의 비교대상은 다른 사람, 집단의 

계층, 기관, 또는 이전의 경험으로부터의 나 자신이 될 수 있다(Adams, 1965). 

또한 이러한 가격비교는 평등(equality), 손해인 불평등(disadvantaged inequality), 

이득인 불평등(advantaged inequality) 세가지 유형의 상황으로 구분되며, 가격 

불평등에 대한 지각은 가격이 동등한 가격 상황보다 덜 공정하거나 불공정하

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Xie et al., 2004). 이 때, 이득인 불평등의 상황에서도 

불공정성 지각이 유발되며, 이는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Garbarino & Lee(2003)는 온라인 의류 구

매의 상황에서 동적 가격설정으로 인한 손해 및 이득인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분

배적 공정성 이후로, 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보상의 분배 결과만을 고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결과가 주어지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도 하나의 요

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로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에 대한 개념이다(Leventhal, 1980). 절차적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

들이 결정의 과정 및 절차가 공정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한 절차에 의해 도

출된 결과 또한 공정하다고 판단하며 결과에 만족한다(Lind & Tyler, 1988). 이

러한 관점에서는 결과 혹은 보상이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절차가 공정하

지 않았다면 정당화되기 어렵다. 

둘째, 가격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며 소비자 자신의 이익에 의

해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 즉, 소비자는 상대방에 비해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

고, 자신의 결과를 최대화하려고 한다(Oliver & Swan, 1989). 따라서 동등한 크

기를 가진 가격 불평등에 대해서는, 불평등이 소비자에게 손해일 때에 이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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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다 더 불공정하다고 지각된다(Ordóñez et al., 2000).  

셋째, 불공정성 지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데(Gelbrich, 2011), 이

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대개 불공정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인식되는 대상을 향

한다. 소비자가 가격이 불공정하다고 지각할 때에 인지와 감정의 대상은 대개 

판매자가 되므로 그들이 취하는 행동은 대부분 다른 비교 구매자나 거래에 관

련된 제품이 아니라 판매자를 향한다(Xie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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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양한 요인들이 가격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는 거래 유

사성(transaction similarity)이다. 경제적 거래(economic transaction)는 두 당사자 

사이의 특정 조건을 가진 합의된 금액의 돈을 통해 특정 장소에서 제품을 교

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 시기, 제품, 장소, 프로모션, 관련 당사자들의 특

성 등이 거래 간의 유사성 정도에 기여한다(Xie et al., 2004). 비교의 대상이 되

는 준거거래와의 유사성이 낮을 경우 대조 효과(contrast effect)가 발생하며

(Mussweiler, 2003), 두 거래 간의 특성 차이가 가격 차이의 이유로 간주되고 결

과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차이를 납득하게 된다(Xie et al., 2004). 반면, 준거거래

와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에는 동화 효과(assimilation)가 발생한다(Mussweiler, 

2003). 이는 소비자가 동등한 가격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되며 가격 차

이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Monroe & Xia(2005)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두 거래 간의 제품, 프로모션, 매장, 거래 시기와 같은 특성이 유사하지 않고 

다를 때, 가격이 덜 불공정하다고 지각함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비교의 준거점 선택이다. 소비자는 가격 공정성을 판단

할 때, 여러 준거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Bolton et al, 2003). 공정성 이론을 

가격 비교에 적용할 때,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비교 준거 기준은 자기 자

신(self), 다른 고객(other customers), 다른 판매자(other sellers)가 된다(Adams, 

1965). 사회비교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권한(entitlement)을 평가할 때 

나와 유사한 외적 준거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외부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비교대상과의 특성이 너무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때만 

내적 준거에 기초하여 평가한다(Wood, 1989). 이 때의 내적 준거 가격은 소비

자의 기대 가격으로, 사전 경험과 광고나 판매 프로모션에 의해 제공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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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 가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Maxwell, 2002). Monroe & Xia(2005)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거래 특성을 가진 가격 비교의 경우, 자기 자신과의 비교보다 

다른 소비자와 비교할 때에 더 큰 가격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가격차이에 대한 비용-이익 분배와 귀인이다. 가격 불공

정성 지각은 높은 가격을 인식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가격을 설정한 이유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에서 비롯된다(Xie et al., 2004). 특히 판매 제품의 원가는 

가격 혹은 가격 차이가 허용 가능한지, 공정한지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Bolton et al., 2003). 이와 관련하여 쌍방 권한의 원칙(dual 

entitlement principle)은 소비자가 공정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가지며, 판

매자와 소비자 각각 모두 기본적인 이익과 가격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설명한

다(Kahneman et al., 1986b). 즉, 판매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차이는 소비자에게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편, 기대되지 

않은 가격 차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기업이 가

격차이를 발생시킨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Campbell, 1999). 귀인이론

(attribution theory)은 소비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공정성을 판단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Weiner, 1985). 귀인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에 대한 인과관계 추론을 시도하며, 이러한 추론은 그들의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Vaidyanathan & Aggarwal, 2003). 소비자는 가격 차이의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귀인을 찾을 때, 판매자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거나, 가격 차이의 원인이 판매자의 내부에 있다고 인식하면 판매

자에게 가격 차이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Bolton et al., 2003; 

Vaidyanathan & Aggarwal, 2003). 나아가 만약 달리 제시된 증거가 없다면 판매

자가 가격 차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Xie et al., 2004).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사회적 규범(social norms)과 메타지식(meta 

knowledge)이다. 소비자는 다차원으로 구성된 거래 공간에 걸쳐 종합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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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Bolton et al, 2003). 즉,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은 

금전적 비교와 함께 사회적 규범을 고려함으로써 지각된다(Xia et al., 2004). 예

를 들어, 의약 제품과 같은 필수재에 대한 가격 공정성 판단은 모든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인지에 대한 고려로부터 이루어진다(Maxwell, 1995). 또한, 

최근에는 소비자 보고서나 관련된 기사들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쉽

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책정에 대한 체계와 제품 가격의 상대적인 비

용/수익 구성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Xie et al., 2004). 이러한 메타

지식과 규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Wright, 2002). 처음에는 불

공정하다고 인식되던 관행이 서서히 확산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 받아

들여지고 불공정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낮은 새로운 규범으로 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불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수익률 관리(yield 

management) AI 알고리즘이 적용된 항공노선의 동적 가격 책정 관행이 대부분

의 소비자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정한 것으로 지각되고 있다(Kimes, 

2002).  

이와 같이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지각되며, 

이러한 가격 공정성 지각에 따라 판매자를 향한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의도가 

형성된다.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가격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가격 불공정성 지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수의 연구들에서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요인

을 밝히고자 하였다. 황희중(2011)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손해인 가격변동

의 상황에서 판매자와의 과거 거래경험, 소비자의 과거 쇼핑경험, 가격변동에 

대한 이유정보제시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구체적

으로 판매자와의 과거 거래경험이 더 오래되고 빈번한 집단에서 가격변동에 

대한 불공정성 지각이 완화되었으며, 평소 쇼핑주기가 짧고 쇼핑금액이 작은 

집단에서 불공정성 지각이 감소하였다. 또한, 가격변동에 대한 충분한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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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이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Kahneman et 

al.(1986a)는 소비자가 동일 차종에 대해 200$ 할인하던 가격을 정가로 환원했

을 때보다, 정가에서 200$로 인상하였을 때 더 불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득의 감소보다 손해의 발생에 소비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

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득보다는 손해의 심리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

낸다. 따라서 같은 가격차이더라도 손해 혹은 이득에 따라 가격 공정성 지각

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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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 공정성 지각에 따른 소비자 행동 반응 

 

1) 소비자의 부정적 행동 반응 

 

소비자가 가격 불공정성을 지각하면 기업의 수익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

래하는 방식으로 행동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Kahneman et al., 1986a). 이러한 가

격 불공정성 지각에 대한 행동 반응은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소비자가 원

하는 공정한 상황을 되찾기 위한 일련의 대처 메커니즘으로 간주된다(Xie et 

al., 2004). 

소비자가 손해인 불평등을 경험할 때 거래에서의 불평등이 용납될 수 

없다고 간주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고객불만제기, 환불 요구, 부정

적인 구전의도, 또는 다른 판매자로의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 반

응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금전적 희생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성취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때, 그들은 비용이 들

지 않는 방법인 해당 판매자를 단순히 떠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Huppertz et 

al., 1978). 반면, 이득인 불평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죄책감이나 실망감을 느

낄 수는 있지만, 강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행동 반응으로는 이어지진 

않는다(Xie et al., 2004). 행동 반응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비용 때문에 조

치를 취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Urbany et al., 1989).    

요약하자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지각하게 

되는 가격 공정성은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앞서 설명한 공정성 이론과 분배적 공정성 이론에 근거하면, 동일 제품 내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결과물에 대해 차별적인 지불 금액을 제

시받음으로써 불공정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가격 불공정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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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Maxwell, 2002; Lee et al., 2011). 이에 소

비자의 부정적인 행동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공정성 지각을 상승

시킬 수 있는 요인과 그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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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이용의도 

 

지속이용의도(continuance intention)란 소비자가 이미 이용해본 제품 또는 

서비스를 향후에도 계속 이용할 의향을 의미한다(Bhattacherjee, 2001a). 지속이

용의도에 대한 정의는 정보시스템 분야의 연구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다. 

Jahanmir et al.(2020)은 특정 웹 브라우저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

자의 장기적인 의도라고 정의 내렸으며, 김효정과 나종연(2016)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한편,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추천할 의도라고 정의하여, 

지속이용의도를 구전의도의 개념까지 확장시켜 측정한 연구도 있다(권해익, 

2011). 이에 여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이용의도를 패션 

온라인 플랫폼을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정의한다.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겨

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플랫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

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쉬운 환경

을 제공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기업

들은 이윤을 얻기가 힘들어지며, 고객 유지율이 5% 증가하면, 마케팅 비용은 

18% 절약되고, 이윤은 25~95%까지 증가됨이 밝혀졌다(지성훈, 2013). 그러므

로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이용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마케팅 연구에서 가격 공정성 지각은 소비자의 제품이나 판매자에 

대한 태도, 구전의도, 구매의도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제로 다루어

져 왔다. 김동태와 김문섭(2010)의 연구에서는 가격 불공정성 지각으로 유발

된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재구매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CĂTOIU et al.(2010)는 평일에만 피트니스 클럽 사용료에 할인을 제공하

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 지각이 가치지각(value perception)을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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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또한, Lee et al.(2011)의 연구에

서는 발렌타인데이 기념 선물 바구니 구매 상황에서, 소비자가 가격결정에 통

제력이 있다고 느낄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에게 더 이득일수록 높은 가

격 공정성을 지각하며, 이때의 가격 공정성 지각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여러 선행연구에서 가격 공정성 지각이 소비자 행동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격 공정성 지각과 관련

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온라인 행동의도를 설명함에 있어 구매의도나, 

구전의도를 살펴보았을 뿐, 가격 공정성 지각이 미래의 행동의도를 확인하는 

지속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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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 불안감 

 

불안감(insecurity)은 신기술에 대한 불신과 기술이 과업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Parasuraman, 2000). 불편감

(discomfort)과 함께 기술 준비도의 저해요인에 해당하며, 두 요인이 높은 성향

의 사람은 기술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Lin & Hsieh, 2007). 불안감은 기술

기반으로 한 거래에 대한 신뢰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기술 

자체가 편안하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불편감과는 차이가 있다

(Parasuraman & Colby, 2001). 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새

로운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기술 자체를 거부하고 배우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Meuter et al., 2003). 또한, 보

안에 대한 불안감은 온라인 거래의 보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기대 실현 

정도가 낮을수록 혁신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김송미 & 이유리, 2019).  

노민정(2015)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상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기술 불

안감이 모바일 항공권구매앱 수용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Lam et al.(2008)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인

터넷을 수용하는 데까지 더 오래 걸리며 수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밝혔다. 한편, 패션 맥락에서는 기술 불안감이 높은 집단에서 모바일

을 통해 금전적 거래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위험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사용 

경험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이하경 외, 2016). 또한, 김송미와 이유리(2019)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패션 매장의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SST)를 유능하다

고 지각할지라도 기술 불안감이 높은 집단일 경우에는 구매의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기술과 관련하여 온라인 상의 거래에 대한 불안감은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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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Hoffman et al., 1999), AI 알고리즘을 사용한 

가격설정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리테일러가 과연 공정한 가격을 제공

하는지에 대한 염려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이 도입된 서비스로 인해 가격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전자 상거래에 대

한 소비자의 일반적인 불안감이 이유정보제공 여부와 가격 공정성 지각의 관

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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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AI 알고리즘으로 인한 가격차이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가격 공정성 지각이 지속이용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유정보제공 여부와 지속

이용의도의 관계에 있어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적 역할을 기술과 관련된 소

비자 특성인 기술 불안감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연

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가설과 모형을 제시한다.  

 

1.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한 가격차이가 가격 공정성 지

각과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

격 공정성 지각은 가격비교를 통해 유발되는데, 이 때의 비교대상은 나 자신, 

다른 소비자, 기업이 될 수 있다(Xia et al., 2004). 실제로 Feinberg et al.(2002)은 

소비자가 가격 공정성을 판단할 때, 소비자가 과거에 지불했던 가격뿐만 아니

라 타인이 제공받은 가격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밝혔다. 온라인 시장에서

는 가격정보에 대한 수집이 쉬우므로, 동일 제품에 대해 자신이 지불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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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인과 비교하여 많거나 적은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는 거래를 

통해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고 최저가로 지불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Ordonez et al., 2000), 타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낮은 가격 공정

성을 지각할 것이라 예상된다. Lee et al.(2011)는 온라인 단체구매 맥락에서 내

가 지불한 금액이 타인이 지불한 금액과 비교하여 낮을 때, 더 높은 가격 공

정성을 지각함을 확인하였다.  

판매자와 소비자 각각 모두 기본적인 이익과 가격에 대한 권한이 있다

고 설명하는 쌍방 권한의 원칙에 따르면 정당한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차이

는 소비자에게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Kahneman et al., 1986b). 또

한, 절차적 공정성 이론은 의사결정과정이 공정하다고 지각되면 결과 또한 공

정한 것으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격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며 귀인의 대상은 대부분 판매자로 향한다. 이렇듯 가

격차이에 대한 판매자의 동기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Campbell, 1999), 판매자가 가격상승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나타내지 않았을 

때, 소비자는 판매자를 탓하고 가격에 대해 덜 공정하다고 지각한다(Schiein, 

2002; Xie et al., 2004).    

한편,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의 가치 함수(value function)를 살펴

보면, 손실 영역의 기울기가 이득 영역보다 더 가파르다. 이러한 특성은 소비

자의 위험 회피 성향을 반영하며, 똑같은 금액이더라도 이득보다는 손실의 심

리적 영향력이 더 크며 선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Kahneman et al., 1986a; Odean, 1998). Kahneman et al.(1986a)은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공정성 지각에도 이러한 손실 회피 성향이 반영된다고 하였다. 이러

한 소비자의 손실 회피 성향으로 인해, 손해인 가격차이인 경우에는 가격차이

에 대한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낮은 수준의 가격 공정성을 지각할 것

이라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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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

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패션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한 가격

차이가 있을 때,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가설 1-1. 이득인 가격차이일 때(vs. 손해인 가격차이일 때) 가격 공정

성 지각이 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정보가 제공되었을 때(vs. 제공되지 

않았을 때) 가격 공정성 지각이 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3. 이득인 가격차이일 때(vs. 손해인 가격차이일 때), 이유정보

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 

불안감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술 불안감은 기술에 대한 불신과 기술이 올바르게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불안감은 정상적인 정서 반응으로 여겨

지며,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개인에게 손실을 가져다 줄 때에 가중된다. 이

하경 외(2016)의 연구에서는 기술 불안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모바일 결제 서

비스에 대한 위험 지각이 높았으며, 사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는 다른 소비자와 비교하여 가격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가격차이에 대한 이

유정보제공은 가격 공정성 지각에 있어서 기술 불안감이 높은 집단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기술 불안감이 높은 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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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 지각할 것이고, 이

유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매우 공정한 것이라 지각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 관련 소비자 특성의 조절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

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 불안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연구가설 2-1. 기술 불안감이 높은 소비자일 때(vs. 낮은 소비자일 때) 이

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 지각은 판매자를 향한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Kahneman et al., 1986b). Maxwell(2002)은 가격 불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쇼핑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Campbell(1999)의 연구에서는 판매자

의 가격상승의 원인이 부정적인 동기일 때, 가격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며 이

로 인해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선

행연구에서 가격 공정성 지각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

혔다(김동태 & 김문섭, 2010; CĂTOIU et al., 2010; Lee et al., 2011). 

한편, 앞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AI 알고리즘으로 인한 가격차이

가 있을 때,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각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가설들을 바탕으로 

하여,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따른 가격 공정성 지각이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유정보제공 여

부와 지속이용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를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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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 불안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을 매개로 지속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격차이(손해/이득)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연구가설 3-1. 이득인 가격차이일 때(vs. 손해인 가격차이일 때), 이유정보

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을 매개로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연구문제 4.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을 매개로 지속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술 불안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연구가설 4-1. 기술 불안감이 높은 소비자일 때(vs. 낮은 소비자일 때) 이

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을 매개로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이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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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는 패션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한 가

격차이가 있을 때,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지속이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 효과와 이에 대한 기술 불안

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와 가설을 바탕으로 구성된 연구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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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절차 

 

연구문제 및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설계와 절차, 

자극물 구성과 예비조사, 그리고 측정도구 구성에 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

구 참여자의 정확한 가격 공정성 지각과 행동 반응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현실의 패션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자극물을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여 실

험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경험할 제품은 사전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자극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

로, 가격차이가 충분히 지각되는지를 확인하고, 손해와 이득의 상황과 이유정

보제공 여부의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2(가격차이 조건: 손해/이득) x 2(가격차이 

이유정보제공 여부)의 네 가지 집단 간 실험으로 설계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소비자 전문 온라인 설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Macromill Embrain)을 통해 

모집 되었으며,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네 가지 실험 집단 유형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자극물 및 시나리오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극물 제시 전 기술과 관련된 소비자 특성에 관련된 문항에 먼저 응답하게 

하였다. 이후 자극물을 통한 가상의 패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간접적인 쇼핑 

경험을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자극물 체험 후 앞서 관찰한 가상

의 패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간접적인 쇼핑 경험을 떠올리며 선별 문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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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공정성 지각, 플랫폼에 대한 지속이용의도를 묻는 문항 순으로 설문을 진

행하였다. 조작 점검을 위해 자극물과 관련된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조사는 약 15분가량 소요

되었으며, 설문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책정된 기준에 

따라 적립금이 제공되었다.   

 

2. 자극물 구성 및 예비조사 

 

1) 자극물 구성 

 

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실증적 실험 설계를 위해 가상의 패션 온

라인 플랫폼을 제작하였으며, 실제 패션 온라인 플랫폼을 참고하여 유사하게 

구현함으로써 현실감 및 외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가격 공정성 지각과 행동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특정 쇼핑몰이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충성도는 정확

한 연구결과를 위해 통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동일한 조건의 제품 구색

을 가진 가상의 패션 온라인 플랫폼을 총 네 가지의 자극물 유형으로 제작하

였다.  

자극물에 사용한 제품은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운동화로 한정하였으며, 총 20개의 제품을 5열 4행으로 배치하였다. 운동화의 

이미지는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이미

지를 사용하였고, 참여자의 브랜드 성향이나 충성도의 영향이 통제될 수 있도

록 로고는 포토샵을 통해 지우는 작업을 거쳐 브랜드를 추측할 수 없는 디자

인의 운동화로 구성하였다. 또한, 제품명의 경우 알파벳으로 조합된 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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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사용하였으며, 운동화 제품 이미지 이외에 어떠한 외적 단서도 포함되

지 않았다. 자극물에서 제시된 가상 패션 온라인 플랫폼의 상호명으로 

‘MYTRENDI’라는 상호명을 개발하였다.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호명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신고된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울

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서 미등록된 쇼핑몰 상호명임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여러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패션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다수의 웹사이트의 가격정보와 제품의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분석

하여 최저가를 제공하고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정해주는 AI 알고리즘 가격설

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설계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설계된 구체적인 자

극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참가자의 서비스 인지를 위해 홈페이지 메

인 화면 배너의 형태로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한 최저가 추천 서비스

와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을 제시한 후, 화면을 통한 시나리오 몰입을 

유도했다. 다음으로 동일 제품 내 색상 별 가격차이가 있는 ‘슈즈(shoes)’ 카테

고리 페이지로 접속하여 제시된 운동화 제품들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

막 단일 제품의 가격 및 상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 

때 한 페이지 당 최소 10초 이상 머물러야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실험 참여자가 제시된 정보들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외에 연구 참여자는 제품의 선택 및 이전 페이지의 이동과 같은 서비스 선택

을 통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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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극물 유형 

 

본 연구에서는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따라 소비자

의 가격 공정성 지각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가격

차이의 손해, 이득과 이유정보제공의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패션 온라

인 플랫폼 자극물을 구성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자극물은 [표 3-1]과 같다.  

 

 [표 3-1] 자극물 유형 

 

(1) 가격차이(손해/이득) 

 

가격차이(손해/이득)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제시된 내 사이즈에 해당

하는 가격이 나머지 다른 사이즈와 비교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손해인지 혹은 

이득인지 여부로 조작하였다. 손해인 가격차이의 경우에는 제품 상세 페이지

에서 내 사이즈의 가격이 10만원으로, 나머지 사이즈의 가격인 9만원보다 1만

원이 더 비싸도록 설정하였다. 반면 이득인 가격차이의 경우에는 내 사이즈의 

가격이 9만원으로, 나머지 사이즈의 가격인 10만원보다 1만원이 더 낮은 가격

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에서 최종 자극물로 사용된 두 가지 가격차이의 조건은 

[그림 3-2], [그림 3-3]과 같다.  

유형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가격차이 조건 

(손해/이득) 
손해 손해 이득 이득 

이유정보제공 여부 미제공 제공 미제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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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손해인 가격차이(집단 2)  

[그림 3-3] 이득인 가격차이(집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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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유정보제공 여부 

 

이유정보제공 여부는 제시된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혹은 제공되지 않았는지로 조작하였다. 이유정보가 제공된 경우,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보셨던 가격과 다른가요? 가격이 다른 이유를 확인하세요.’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어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해당 플랫폼의 가격 책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AI 기술을 이용한 최저가를 추천해준다는 점과 재고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설정하였다. 반면, 이유정보

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앞서 서술한 문구를 제외하

였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자극물이 종료되도록 하였다. 실험에서 최종 자극물

로 사용된 두 가지 이유정보제공 여부 조건은 [그림 3-4], [그림 3-5]와 같다.  

[그림 3-4] 이유정보 미제공(집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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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이유정보 제공(집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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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극물 검증 예비조사 

 

자극물 검증 예비조사는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예비조사 1에서는 본 

조사에서 사용될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으며, 예비조사 2에서는 선

정된 제품을 포함한 네 가지 집단의 자극물을 제시하여 실험 참여자가 가격차

이를 충분히 지각하는지와 각 집단별 실험 조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1) 예비조사 1 

 

본 조사 자극물에서 사용할 신발 카테고리(운동화/구두/슬리퍼)를 선정

하기 위해서, 운동화 4개 제품, 구두 5개 제품, 슬리퍼 3개 제품 이미지를 제

시하여 제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녀 모두가 신을 수 있는 디

자인을 가진 유니섹스 신발을 제시하였으며, 브랜드 성향이나 충성도의 영향

이 통제될 수 있도록 로고는 포토샵을 통해 지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예비조사 1은 2020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

힌 31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20-30대 남녀로 평균 연

령은 29.42세이며, 만 24세부터 38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다. 집단 내 설계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피험자는 12개의 제품 이미지를 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 받았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 성별 및 연령을 기록하고 설문이 종료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전체 제품 중

에서 Product B – White의 빈도가 5회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피험자의 51.6%

가 세 가지 신발 카테고리 중 운동화를 선택하였다(구두: 38.8%, 슬리퍼: 9.7%). 

이에 운동화 카테고리가 본 조사를 위한 자극물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선택 빈도가 가장 높은 Product B – White를 시나리오 상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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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했던 신발인 것으로 설정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로 제시하

였다. 예비조사 1에서 사용한 각 신발 카테고리 별 제품 이미지 자극은 [그림 

3-6], [그림 3-7], [그림 3-8]에 각 제품별 빈도분석 결과는 [표 3-2]에 각각 제시

하였다. 

 

[표 3-2] 예비조사 1의 결과 

 

제품명 빈도 백분율(%) 

Product A – White 4 12.9 

Product A – Black 4 12.9 

Product B – White 5 16.1 

Product B – Black 3 9.7 

Product C – White 2 6.5 

Product C – Black 2 6.5 

Product D – Ivory 1 3.2 

Product D – Brown 3 9.7 

Product D – Black 4 12.9 

Product E – White 2 6.5 

Product E – Blue 0 0 

Product E – Black 1 3.2 

합계 31 100 



42 

 

[그림 3-6] 예비조사 1의 제품 자극물 이미지(운동화) 

 

[그림 3-7] 예비조사 1의 제품 자극물 이미지(구두) 

 

[그림 3-8] 예비조사 1의 제품 자극물 이미지(슬리퍼) 

 

  

Product A - White Product A - Black Product B - White Product B - Black 

Product C - White Product C - Black Product D - Ivory Product D - Brown Product D - Black 

Product E - Blue Product E - White Product E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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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조사 2 

 

본 조사에 앞서 시나리오와 자극물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 2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2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

일까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31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피험

자는 20-30대 남녀로 평균 연령은 28.55세이며, 만 24세부터 34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다. 집단 간 설계로 이루어졌으며, 31명의 피험자가 가격차이(손해/이

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자극물에 무작위 배정되었다. 구체

적으로 집단 1은 5명, 집단 2는 10명, 집단 3은 6명, 집단 4는 10명의 표본으로 

구성되었다.  

가격차이지각을 위한 질문은 ‘자극물에서 제시된 패션 온라인 플랫폼은 

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에 제시한다.’로 제시하였으며, 몰입도를 위한 질문으로

는 ‘자극물에서 제시된 패션 온라인 플랫폼은 실제로 쇼핑하는 기분이 들게 

했다.’로 설정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가격차이지각이 7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

으로 5.58점, 몰입도는 4.90점으로 나타났다. 가격차이지각과 자극물 및 시나

리오 몰입에 대한 평균 점수가 7점 척도의 중간값인 4 이상으로 나타나 자극

물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 가격차이지각과 자극물 및 시나리오 몰입 조작검증 결과 

요인 N 평균 표준편차 

가격차이지각 31 5.580 1.432 

몰입도 31 4.90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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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다음으로 가격차이(손해/이득)는 조작점검 문항으로 ‘시나리오 속 패션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거래는 나에게, 1점 손해이다, 7점 이득이다’ 로 제

시하여 7점 의미미분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편, 이유정보제공 여부를 위한 문

항으로는 ‘자극물에서 제시된 패션 온라인 플랫폼은 가격 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를 제시하였다. 조작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각 가격차이(손해/이득) (t=-2.080, 

p=0.047)와 이유정보제공 여부(t=-2.474, p=0.019)에 따른 조작 검정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극물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3-4]

와 [표 3-5]와 같다. 추가적으로 가격차이의 정도는 Fassnacht & Unterhuber(2016)

의 연구에서 온·오프라인 채널 간 5%, 15%의 가격차이가 있을 때, 가격차이

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가격 공정성 지각이 유의하게 더 낮음을 확인함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격차이를 10%로 설정하였으며, 조작검증 결과 적

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평가결과를 수정에 반영한 후 최종적으로 피험자용 자

극물 및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본 조사에 사용된 각 집단 별 전체 최종 자극

물이 부록 2에 제시되었다. 

 

[표 3-4] 가격차이(손해/이득) 조작검증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

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value 자유도 p 

가격차이 

(손해/이득) 

손해인 

가격차이 
15 4.40 1.639 

-2.080 29 .047 
이득인 

가격차이  
16 5.38 0.885 

 Note: 7점 의미미분 척도(1점 손해이다, 7점 이득이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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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이유정보제공 여부 조작검증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value 자유도 p 

이유정보 

제공 여부 

미제공 11 2.82 1.328 

-2.474 29 .019 

제공 20 4.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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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기 위한 선별 문

항, 기술 불안감, 가격 공정성 지각, 지속이용의도, 조작 검증(가격차이지각, 

이유정보제공 여부, 가격차이(손해/이득)),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경험에 관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스크리닝 문항, 가격

차이(손해/이득)를 위한 조작 검증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패션 온라인 플

랫폼 사용 경험을 묻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였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 설문지의 세부 문항과 내용, 

측정방법은 [표 3-6]과 같다. 

 

[표 3-6]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기술 불안감 3 7 점 리커트 척도 

선별 문항 1 선다형 

가격 공정성 지각 3 7 점 리커트 척도 

지속이용의도 3 7 점 리커트 척도 

가격차이지각 

(조작 검증) 
1 7 점 리커트 척도 

이유정보제공 여부 

(조작 검증) 
1 7 점 리커트 척도 

가격차이(손해/이득) 

(조작 검증) 
1 의미미분 척도 

인구 통계학적 특성 4 선다형, 기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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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경험 
1 선다형 

 

1) 선별 문항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기 위하여, 자극물의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표시된 자신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제품의 가격을 선다형 문항으

로 제시하여 선택하게 함으로써 응답자가 충실하게 체험에 참여하였는지 확

인하였다.  

 

2) 기술 불안감 

 

기술 불안감은 Parasuraman(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와 문항을 바

탕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7]에 제시되어 있다.  

 

[표 3-7] 기술 불안감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기술 불안감 

온라인으로만 처리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Parasuraman 

(2000) 

온라인 상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인터넷을 통해 보낸 정보를 다른 

사람들까지 볼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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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 공정성 지각 

 

가격 공정성 지각은 Lee, S., Illia, A., & Lawson‐Body, A. (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은 [표 3-8]에 제시되어 있다.  

[표 3-8] 가격 공정성 지각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가격 공정성 

지각 

시나리오 속 제시된 가격은 합리적이다. 

Lee et 

al.(2011) 

시나리오 속 제시된 가격은 지불할 

만하다. 

시나리오 속 제시된 가격은 공정하다. 

 

4) 지속이용의도 

 

지속이용의도는 Bhattacherjee(2001b)의 척도를 바탕으로 Jahanmir et 

al.(202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

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9]와 같다.  

[표 3-9] 지속이용의도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지속이용 

의도 

가까운 미래에 해당 플랫폼을 다시 

사용할 의향이 있다. 
Bhattacherjee 

(2001b),  

Jahanmir et 

al.(2020) 

해당 플랫폼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용해보고 싶다. 

해당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 

같다. 



49 

 

6) 조작 검증(manipulation check) 문항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에서 조작한 가격차이 조건(손해/이득)과 이유

정보제공 여부의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

접 개발한 조작 검증 문항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격차이 조건(손해/이

득) 조작 검증을 위해 ‘시나리오 속 패션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거래는 

나에게 손해이다-이득이다’에 대해 손해이다(1점)-이득이다(7점)의 의미미분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이유정보제공 여부의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작 검증 문항으로 ‘자극물에서 제시된 패션 온

라인 플랫폼은 가격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을 추가하여 7점 리커트 척

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전반적으로 동일 제품 내 가격차이

가 나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극물에서 제시된 패션 

온라인 플랫폼은 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에 제시한다.’에 대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7) 인구 통계학적 특성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직업, 월 평균 가구소득에 대해 선다

형식과 자유기술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8) 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경험 

 

네 가지 자극물 유형에 따른 표본 집단의 동질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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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 문항과 더불어 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경험을 묻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귀하는 패션 온라

인 플랫폼 사용 경험이 있으십니까?’에 대해 선다형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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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절에서는 실험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의 연구 참여자 선

정, 자료수집 방법, 그리고 자료의 분석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자료 수집 방법 및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IRB No. 2011/001-

011)을 받았으며, 2020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소비자 전문 온라인 설

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Macromill Embrain)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가 가상의 패션 온라

인 플랫폼 자극물을 경험하고, 개인 PC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답하였

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20년 8월 30일에 발표한 ‘전자상거래 이용행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연령별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 비율이 만 25세 이상 

34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패

션 쇼핑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소비자이며,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에서 패션의

류 및 잡화는 이들 연령의 꾸준한 구매가 일어나는 최상위 구매 품목이다. 이

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PC를 통해 가상의 패션 온라인 플

랫폼에서 간접적인 쇼핑 경험을 하게 되므로 20-30대 남녀 소비자를 연구대상

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총 343부의 응답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이 중 선별 문항을 통과하지 못한 

응답 77부와 불성실한 응답 9부를 제외한 25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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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표본의 내용은 [표 3-10]와 같다.  

 

[표 3-10]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 

유형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가격차이(손해/이득) 손해 손해 이득 이득 

이유정보제공 여부 미제공 제공 미제공 제공 

표본 수 63 64 65 65 

합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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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

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패션 온라인 플랫폼 이용경험 여부와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

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작검

증과 집단간 동질성 검증을 위해 t-검정,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으며 연구문

제의 검증을 위해 이원분산분석, Macro Process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1]와 같다.    

 

[표 3-11] 자료 분석 방법 

단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경험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2 측정 척도의 타당도 요인분석 

3 측정 척도의 신뢰도 신뢰도 분석 

4 조작 검증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증 
t-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 

5 연구문제 1, 2 의 검정 이원분산분석 

6 연구가설 3, 4 의 검정 Process 분석 

 

  



54 

 

제 4 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다

룬다. 먼저,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밝히고, 측정 

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네 가지 자극물에 대해 실험 

처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작 검증을 실시하고, 네 개 집단의 동질

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가격차이(손해/이득), 이유정보제공여

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연구문제 1을 검증한다. 이

어서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 불안

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연구문제 2를 검증한다. 추가적으로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과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격차이(손

해/이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연구문제 3을 검증한다. 또한,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과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 불안감

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연구문제 4를 검증한다.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도구 검증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수집된 257부 응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가운데 

20대는 128명(49.8%), 30대는 129명(50.2%)으로 평균 연령은 만 29.9세, 표준편

차는 5.105였다. 성별은 남성이 118명(45.9%), 여성이 139명(54.1%)이며, 직업

의 경우 일반 사무직이 139명(54.1%)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생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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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17.5%), 전문직이 29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400

만원 이상이 80명(31.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78명(30.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50명(19.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5명(13.6%), 

100만원 미만이 14명(5.4%)이었다. 분석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만 19 세 이상-만 29 세 미만 128 49.8 

만 29 세 이상-만 39 세 미만 129 50.2 

성별 
남성 118 45.9 

여성 139 54.1 

직업 

무직 13 5.1 

전업주부 6 2.3 

학생 45 17.5 

일반 사무직 139 54.1 

전문직 29 11.3 

서비스업 14 5.4 

기술직 4 1.6 

기타 7 2.7 

월 평균 

가구 소득 

100 만원 미만 14 5.4 

100 만원 이상-200 만원 미만 35 13.6 

200 만원 이상-300 만원 미만 78 30.4 

300 만원 이상-400 만원 미만 50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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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만원 이상 80 31.1 

합계 257 100 

 

2. 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경험 여부 

 

응답자 중 패션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

이 171명(66.5%), 없다고 응답한 대상이 86명(33.5%)로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사전 경험이 있었다. 해당 내용은 [표 4-2]와 같다.  

 

[표 4-2] 표본의 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경험 현황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경험 

있다 171 66.5 

없다 86 33.5 

합계 257 100 

 

3.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선행 연구를 통해 구성한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베리멕스(Varimax) 회전에 의한 주

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도출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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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 공정성 지각 

 

가격 공정성 지각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총 3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

다. 측정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

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80 이상, 요인 부하량이 .89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는 2.592로서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설명하는 총 분

산은 86.401%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1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 문항 세 개의 평균값을 가격 공정성 지

각의 측정값으로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

3]과 같다.  

 

 [표 4-3] 가격 공정성 지각 측정 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가격 

공정성 

지각 

시나리오 속 제시된 가격은… 

합리적이다. .952 

2.592 86.401 .921 지불할 만하다. .941 

공정하다.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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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이용의도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총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

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90 이상, 요인 부하량이 .95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는 2.757의 값을 가지며, 설명하는 총 분산은 91.905%를 차

지하고 있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6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확

인하였다. 이에 측정 문항 세 개의 평균값을 지속이용의도의 측정값으로 통계

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지속이용의도 측정 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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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지속 

이용 

의도 

해당 플랫폼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용해보고 싶다. 
.961 

2.757 91.905 .956 

해당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 같다. 
.959 

가까운 미래에 해당 

플랫폼을 다시 사용할 

의향이 있다.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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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불안감 

 

기술 불안감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세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

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53 이상, 요인 부하량이 .70 이상의 값을 나

타내었다. 고유치는 2.014로 1 이상의 값을 가졌으며, 설명하는 총 분산은 

33.568%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2로 나타나 신뢰

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세 개의 문항의 평균값을 기술 불안감의 측정값으로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기술 불안감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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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기술 

불안감 

온라인 상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892 

2.039 67.966 .762 

내가 인터넷을 통해 보낸 

정보를 다른 사람들까지 

볼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842 

나는 온라인으로만 처리 

가능한 업무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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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극물 조작 검증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증 

 

1. 자극물 조작 검증 

 

1) 가격차이(손해/이득) 

 

가격차이(손해/이득)에 대한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

해 연구 참여자들은 시나리오 속 패션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

서 손해이다(1점)-이득이다(7점)의 의미미분 척도로 응답하였다. 두 가격차이 

조건 사이에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

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이득인 가격차이 조건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지각한 가격차이 조건의 평균은 4.62, 손해인 가격차이 조건 집단에서의 평균

은 4.21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가지 가격차이 조건 자극물에 따른 가격차이 조

건 지각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t=-2.624, p=.009), 두 자극물이 각각 이득인 

가격차이 조건, 손해인 가격차이 조건으로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짐을 확인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6]에 나타나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전반적으로 동일 제품 내 가격차이가 나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격차이 지각에 대한 문항에 7점 리커

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

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이 4.79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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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자극물의 가격차이(손해/이득) 조작 검증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

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value 자유도 p 

가격차이 

(손해/이득) 

손해인 

가격차이 
127 4.21 1.283 

-2.621 255 .009 
이득인 

가격차이  
130 4.62 1.228 

Note: 7점 의미미분 척도(1점 손해이다, 7점 이득이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2) 가격차이 이유정보제공 여부 

 

가격차이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

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극물에서 제시된 패션 온라인 플랫폼이 가격

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

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이유정보제공 여부 사이에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결

과, 이유정보가 제공된 조건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지각한 가격차이에 대한 설

명이 충분한가에 대한 문항의 평균은 4.28, 이유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조건 집

단에서의 평균은 3.55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가지 가격차이 조건 자극물에 따

른 가격차이 조건 지각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두 자극물이 각각 가격차

이에 대한 이유정보가 제공된 조건, 이유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조건으로 적절

하게 조작되었음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7]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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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자극물의 가격차이 이유정보제공 여부 조작 검증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value 자유도 p 

이유정보 

제공 

미제공 128 3.55 1.309 

-4.354 255 .000 

제공 129 4.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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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자극물 유형에 배정

되었다. 이에 각기 다른 자극물 유형에 따른 표본 집단의 동질성에 차이가 존

재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동질성 

 

각 실험 유형에 따른 연구 참여자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서로 차

이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 성별, 직업, 월 평균 가구 소득에 대해 카

이제곱(χ2) 양측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극물 유형 및 실험 유형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즉, 본 연구의 표본은 서로 동질한 집단임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인 내용

은 [표 4-8]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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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동질성 검증 결과 

항목 구분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χ2 p 

연령 

만 19 세 이상-

만 29 세 미만 
30 31 33 34 

.355 .949 
만 29 세 이상-

만 39 세 미만 
33 33 32 31 

성별 
남성 28 32 29 29 

.573 .903 
여성 35 32 36 36 

직업 

무직 4 4 2 3 

19.986 .522 

전업주부 0 3 0 3 

학생 10 15 7 13 

일반 사무직 35 30 40 34 

전문직 9 7 7 6 

서비스업 4 3 3 4 

기술직 0 1 3 0 

기타 1 1 3 2 

월 

평균 

가구 

소득 

100 만원 미만 2 3 3 6 

8.232 .767 

10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8 11 7 9 

200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 
17 22 20 19 

300 만원 이상-

400 만원 미만 
17 12 11 10 

400 만원 이상 19 16 24 21 

 



65 

 

2) 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경험 여부의 동질성 

 

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경험 여부가 소비자 반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을 통제하기 위해 각 실험 유형에 따른 연구 참여자 집단 간 패션 온라인 플

랫폼 사용 경험 여부에 서로 차이가 없는지 카이제곱(χ2) 양측 검정을 수행

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경험 여부에서 동질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9]에 제시되어 있다. 

 

[표 4-9] 집단 간 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경험 여부의 동질성 검증 결과 

항목 구분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χ2 p 

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경험 여부 

여 42 43 44 42 

.159 .984 
부 21 21 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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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1.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 의 검증을 위해,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를 

독립변수, 가격 공정성 지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10]과 같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격차이(손해/이득)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1,253)=20.357, p=.000), 이득인 가격차이일 때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손해=3.591, M이득=4.185). 이유정보제공 여부의 주효

과 또한 유의하였으며(F(1,253)= 4.362, p=.038),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가 제공

되었을 때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이유 제공

=3.753, M이유 미제공=4.028). 따라서 가설 1-1과 1-2가 지지되었다.  

한편,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하게 나타나(F(1,253)=.4.160, p=.042), 두 독립변수의 상호작용이 가격 공정

성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각 변인의 효과

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손해인 가격차이일 경우,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따른 가격 공정성 지각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p=.973), 이득인 가격차이일 경우에는 이유정보

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M=3.913)보다 제공되었을 때(M=4.456) 가격 공정성 지

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253)=8.622, p=.004). 또한,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가격차이(손해/이득)에 따른 가격 공정성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p=.082), 이유정보가 제공되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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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손해인 가격차이일 때(M=3.594)보다 이득인 가격차이일 때(M=4.456) 

가격 공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253)=21.547, p=.000). 이에 가설 1-

3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그림 4-1]과 [표4-11]과 같다.  

 

[표 4-10] 가격 공정성 지각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독립변수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가격차이(손해/이득) 1 22.673 20.357 .000 

이유정보제공 여부 1 4.859 4.362 .038 

이유정보제공 여부 

x 

가격차이 

1 4.634 4.160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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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가격 공정성 지각에 대한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 

 

 [표 4-11] 가격 공정성 지각에 대한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의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 

  

집단 평균제곱 F p 

손해, 이유정보제공(무) :  

손해, 이유정보제공(유) 
.001 .001 .973 

이득, 이유정보제공(무) :  

이득, 이유정보제공(유) 
9.603 8.622 .004 

이유정보제공(무), 손해 :  

이유정보제공(무), 이득 
3.390 3.044 .082 

이유정보제공(유), 손해 :  

이유정보제공(유), 이득 
23.998 21.547 .000 

3.587 3.594

3.913

4.456

3.5

4

4.5

5

이유_미제공 이유_제공

가
격

공
정
성

지
각

손해인 가격차이

이득인가격차이

(7 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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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

술 불안감의 조절효과 

 

기술 불안감의 경우, 중위값을 기준으로 고 집단과 저 집단을 구분하였

다. 중위값은 4.333으로 나타났으며, 4.333 이하는 기술 불안감이 낮은 집단으

로, 4.333 초과는 기술 불안감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문제 2 의 검

증을 위해, 이유정보제공 여부를 독립변수, 가격 공정성 지각을 종속변수, 기

술 불안감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는 [표 4-12]와 같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유정보제공 여부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1,215)=4.087, p=.044),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가 제공되었을 때 소비자의 가

격 공정성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이유_제공=3.705, M이유_미제공=4.000). 

따라서 가설 1-2가 다시 한번 지지되었다.  

한편, 가격 공정성 지각에 대한 이유정보제공 여부와 기술 불안감의 상

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F(1,215)=6.428, p=.012),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자의 기술 불안감에 의해 조절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각 변인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술 불안감이 낮은 집단의 경

우,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따른 가격 공정성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p=.893), 기술 불안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가격차이에 대한 이

유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M=3.533)보다 이유가 제공되었을 때(M=4.216) 가격 

공정성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253)=8.781, p=.003). 이에 가설 2-1

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4-2]와 [표 4-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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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가격 공정성 지각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기술 불안감) 

 

 

[그림 4-2] 가격 공정성 지각에 대한 이유정보제공 여부와 기술 불안감의 

상호작용 효과 

  

독립변수 자유도 평균제곱 F p 

이유정보제공 여부 1 5.013 4.087 .044 

불안감 고저 1 .152 .124 .725 

이유정보제공 여부 

x 

불안감 고저 

1 7.884 6.428 .012 

(7 점 기준) 

3.861
3.784

3.533

4.216

3.5

4

4.5

5

이유_미제공 이유_제공

가
격

공
정
성

지
각

기술불안_저

기술불안_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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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가격 공정성 지각에 대한 이유정보제공 여부와 기술 불안감의 단

순 주효과 분석결과 

 

  

집단 평균제곱 F p 

이유정보제공(무), 기술 불안감(저) : 

이유정보제공(무), 기술 불안감(고)  
2.070 1.848 .175 

이유정보제공(유), 기술 불안감(저) : 

이유정보제공(유), 기술 불안감(고) 
3.522 3.144 .078 

기술 불안감(저), 이유정보제공(무) :  

기술 불안감(저), 이유정보제공(유) 
.020 .018 .893 

기술 불안감(고), 이유정보제공(무) :  

기술 불안감(고), 이유정보제공(유) 
9.836 8.78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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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 및 가격차이(손해/이득)의 조절효과  

 

이유정보제공 여부와 가격 공정성 지각의 관계에 대한 가격차이(손해/이

득)의 조절효과가 확인 되었으므로, 지속이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추가하여, 가

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와 가격차이(손해/이득)의 조절된 매개효과

(moderated mediation effect)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매개변수를 통해 나타나고, 매개효과가 조절변수의 수

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

과가 더 크거나 약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의 반복적인 재표본추출법인 부트스트랩 방법

을 사용하는 Process 분석의 Model 7을 활용하여 이유정보제공 여부 → 가격 

공정성 지각 → 지속이용의도의 매개효과가 가격차이(손해/이득)에 의해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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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tion)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면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배병렬, 2015).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격차이(손해/

이득)의 조절된 매개경로 모형을 [그림 4-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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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적 모델 – 

 

 

 

 

- 통계적 추정 모델 - 

 

[그림 4-3]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에 대한 이유정보제공 여부의 

조절된 매개경로 모형 

  

이유정보제공 여부 

가격 공정성 지각 

지속이용의도 

a b 

C’ 

가격차이 
(손해 vs 이득) 

이유정보제공 여부 

x 가격차이 

가격차이 

(손해 vs 이득) 

이유정보제공 여부 

가격 공정성 지각 

지속이용의도 

a
1
 b 

c’ 

a
2
 a

3
 

0: 미제공, 1: 제공 

0: 손해, 1: 이득 

0: 손해, 1: 이득 

0: 미제공  
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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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가격차이(손해/이득)에 의해 조절된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

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효과의 계수는 .3767이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LLCI=.0207 – ULCI=.7623로, 신뢰구간이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간

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유정보제공 여부와 가격차이(손해/이

득)의 상호작용항이 가격 공정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a3, t=.5371, 

p<.05, LLCI=.0185 – ULCI=1.0558), 가격 공정성 지각이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b, t=.7014, p<.001, LLCI=.5905 – ULCI=.8009), 가격

차이(손해/이득)에 의해 조절된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경로가 확인되었다. 

이에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14]와 같다.  

 

 [표 4-14] 가격 공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계수(조절변수: 가격차이(손해/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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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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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차이(손해/이득)에 의한 조건적 간접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조절변수의 연속선상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조건부 효과

가 유의한 영역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이득인 가격차이인 경우, 95%의 신

뢰수준에서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가 여전히 유의하며, 이유정보가 제

공 되었을 때, 이유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보다 가격 공정성 지각을 더 높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손해인 가격차이인 경우에는 95% 신뢰수준에

직접효과 
간접효과 

매개 

유형 a1 a2 a3 b c’ 

.0064 .3255 .5371
* 

.7014
***

 .0485 
.3767 

[.0207, .7623]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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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손해인 가격차이와 이득인 가격차이에 따른 가격 공정성 지각에 유의한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15]에 제시되었다. 

 

 [표 4-15] 가격 공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계수 

  

간접효과 

가격차이 Effect LLCI ULCI 

손해 .0045 -.2543 .2773 

이득 .3812 .1325 .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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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 및 기술 불안감의 조절효과  

 

이유정보제공 여부와 가격 공정성 지각의 관계에 대한 기술 불안감의 

조절효과 검증에 이어서, 지속이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추가하며,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와 기술 불안감의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effect)

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Process 분석의 Model 7을 활용하여 ‘이

유정보제공 여부 → 가격 공정성 지각 → 지속이용의도’의 매개효과가 기술 

불안감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

과에 대한 기술 불안감의 조절된 매개경로 모형을 [그림 4-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 불안감에 의해 조절된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효과의 계수는 .5295이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LLCI=.1306 – ULCI=.9838로, 신뢰구간이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간접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유정보제공 여부와 기술 불안감의 상호작용

항이 가격 공정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a3, t=.7600, p<.01, LLCI=.1691 

– ULCI=1.3509), 가격 공정성 지각이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

하게 나타나(b, t=.6966, p<.001, LLCI=.5863 – ULCI=.8070), 기술 불안감에 의해 

조절된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경로가 확인되었다. 이에 가설 4-1이 지지되

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16]과 같다. 

기술 불안감에 의한 조건적 간접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절변수의 연속선상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조건부 효과가 유의한 

영역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 불안감이 높은 집단일 때, 95%의 신뢰수

준에서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가 여전히 유의하며, 가격차이에 대한 이

유가 제공되었을 때, 제공되지 않았을 때보다 가격 공정성 지각을 더 높게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 불안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95% 신뢰수

준에서 이유가 제공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에 따른 가격 공정성 지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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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17]에 제시

되었다. 

 

- 개념적 모델 - 

 

 

 

 

 

 

 

- 통계적 추정 모델 - 

[그림 4-4]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에 대한 기술 불안감의 조절된 

매개경로 모형 (독립변수: 이유정보제공 여부) 

  

이유정보제공 여부 

가격 공정성 지각 

지속이용의도 

a b 

C’ 

기술 불안감 

이유정보제공 여부  

x 기술 불안감 

기술 불안감 

이유정보제공 여부 

가격 공정성 지각 

지속이용의도 

a
1
 b 

c’ 

a
2
 a

3
 

0: 미제공, 1: 제공 

0: 기술불안_저  

1: 기술불안_고 

0: 미제공  

1: 제공 

0: 기술불안_저  

1: 기술불안_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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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가격 공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계수(조절변수: 기술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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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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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7] 가격 공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계수(조절변수: 기술 불안감, 독

립변수: 이유정보제공 여부) 

 

  

직접효과 

간접효과 
매개 

유형 
a

1
 a

2
 a

3
 b c’ 

-.0770
 

-.3273 .7600
** 

.6966
***

 .0387 
.5295 

[.1306, .9838] 

조절된 

매개효과 

간접효과 

기술 불안감 Effect LLCI ULCI 

고 .4758 .1634 .8262 

저 -.0536 -.3263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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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8]와 같다.  

 

[표 4-18]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연구가설 결과 

1-1 
이득인 가격차이일 때(vs. 손해인 가격차이일 때) 가격 

공정성 지각이 더 높을 것이다.  
지지 

1-2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정보가 제공되었을 때(vs. 제공되지 

않았을 때) 가격 공정성 지각이 더 높을 것이다.  
지지 

1-3 

이득인 가격차이일 때(vs. 손해인 가격차이일 때),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지지 

2-1 

기술 불안감이 높은 소비자일 때(vs. 낮은 소비자일 때)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지지 

3-1 

이득인 가격차이일 때(vs. 손해인 가격차이일 때),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을 매개로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지지 

4-1 

기술 불안감이 높은 소비자일 때(vs. 낮은 소비자일 때)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을 매개로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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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패션기업들이 서비스 운영 및 효율성

을 증진시키고, 소비자에게 기능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환경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Lin & Hsieh, 2007). 특히, 최근 여러 패션 

기업에서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로 

인한 가격차이가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

해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해 동일 제품 내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패션 온라인 플랫폼에 대

한 지속이용의도를 촉발시키는 가격 공정성 지각에 대한 가격차이(손해/이득)

와 이유정보제공 여부의 효과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기술과 관련된 소

비자의 특성이 소비자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인 방법

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30대의 남녀 소비자

를 대상으로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따른 네 가지 자극

물 및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2020년 11월 약 4일간 온라인 설문기관을 통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총 343부의 응답 중에서 최종 분석에는 선별 문

항에서 탈락한 응답 77부와 불성실한 응답 9부를 제외한 257부의 표본이 사용

되었다.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 두 독립변수 모두 가격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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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득인 가격차이

일 때, 손해인 가격차이일 때에 비해서 가격 공정성 지각이 더 높았으며, 가격

차이에 대한 이유가 제공 되었을 때, 제공 되지 않았을 때보다 가격 공정성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격 공정성 지각에 대한 가격

차이(손해/이득)와 이유정보제공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

으로, 손해인 가격차이일 경우에는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상

관없이 불공정하다고 지각하였으나, 이득인 가격차이일 경우에는 이유정보제

공 여부에 따라 가격 공정성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이득인 가

격차이일 경우에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

자가 느낄 수 있는 가격 불공정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 때 지각된 가격 공정성은 플랫폼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의 특성인 기술 불안감이 이유정보제공 여부와 가격 공정성 

지각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기술 불안감과 이유정

보제공 여부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원분산분석을 한 

결과, 기술 불안감은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불안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이유정보제공 여

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온라인 거래 및 기술에 대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소비자들로 하

여금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가격 불공정성 지각을 줄

여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이 적용된 

온라인 리테일 환경의 맥락에서 소비자들의 기술 불안감이 가격 차이에 대한 

이유정보제공 여부와 관련이 있는 소비자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

으로 기술 불안감이 높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격에 대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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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Process 분석을 통해 이유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을 완

전매개하여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격차이

(손해/이득)가 이유정보제공 여부와 지속이용의도에 대한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격차이(손해/이득)와 이유

정보제공 여부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격 공정성이 달라지며, 가격 공정

성은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관련된 소비자 특성이 이유정보제공 여부와 지속이

용의도에 대한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cess 분석 결과, 앞서 수행한 분산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술 불안감이 

높은 집단에서 또한 이유정보가 제공 되었을 때 가격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며 

플랫폼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

치는 요인들이 소비자 행동의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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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공정성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바탕으로, 여러 브랜드의 제

품을 모아놓고 판매하는 패션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한 가격차이가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가격차이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유정보제

공 여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소비자의 특성인 기술 불안감의 소비자 

반응에 대한 조절효과도 함께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알고리즘으로 인해 야기된 가격 차이가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한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기존의 관련된 

연구에서는 판매자의 통제나 판단에 따라 발생된 가격차이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가격 불공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술로 인해 

가격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느끼게 되는 가격 공정성에 대하여 밝

혔을 뿐만 아니라, 기술과 관련된 소비자 개인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까지 확

인했다. 특히 기술 불안감이 높은 소비자들은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정보제공 

여부에 따라 가격 공정성 지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관련

된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동일 제품 내 가격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

인 가격 공정성 지각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플랫폼 지속이용의도를 이끌어 

내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가격 공정성 지각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거래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비자는 판매자가 공정한 거래를 제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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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갖음으로써 판매자 혹은 기업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반응으로 

이어진다. 한편, 지속이용의도는 소비자의 향후 행동의도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가격 공정성 지각이 구매의도나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경쟁사로의 전환

이 쉬운 환경인 온라인 맥락에서 가격 공정성 지각이 온라인 플랫폼 지속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패션 맥락에서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한 가격차

이와 가격 공정성 지각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그동안 AI 알고

리즘 가격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패션 산업에 중점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패션 제품은 수명 주기가 짧으며, 이로 인해 패

션 리테일러들은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가격할인을 통해 재고 회전율을 높이

는 전략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산업에서 다

양한 색상과 사이즈를 가지는 패션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는 세밀한 가격전략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에는 국내외 패션 브랜드 및 기업들이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설정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시의 적절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가격차이 관련 연구들과 방법론적인 측면

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가상의 패션 온라인 플

랫폼에서 간접적인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직접 자극물을 제작하

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기존의 가격차이 관련 연구들이 시나리오를 이용

한 회상 방식을 통해 감정 및 태도를 측정한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쇼핑 경험을 통한 

가격 공정성 지각 및 플랫폼 지속이용의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보다 높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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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최근 많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가격설정 기

술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특히 패션 맥락에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일 제품 내 색상 및 사이즈 별 가격차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불공정성 지각

을 유발시키고, 패션 기업을 향한 부정적인 행동반응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가격차이로 인한 소비자의 가격 불공정성 지각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행동

의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격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마케팅 환경요소와 소비자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손해인 가격차이가 이득인 가격차이에 비해 더 낮은 가격 공정성

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공정성 지각이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손해인 가격차이를 받을 수도 있는 소비

자들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격차이에 대한 이유정보제공이 가격차이로 인해 유발된 가격 불

공정성 지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득인 가격차이 

조건에서 이유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가격 공정성 지각이 가장 높았다. 이에 

실무자들은 동일 제품 내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가격차

이에 대한 이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 불안감은 기술에 대한 중요한 소비자 개인 특성으로서, 기술 

불안감이 높은 소비자일 경우 가격차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을 때 매우 

낮은 공정성을 느끼며, 설명이 제공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가격 공정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불안감이 높은 

소비자들의 가격 불공정성 지각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가격차이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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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보제공을 제안한다. 나아가, 가격차이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

술 불안감이 높은 소비자들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

된다. 

넷째, 가격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하는 변수로서 가격 공정성 

지각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가격 공정성 지각은 가격에 대한 인지적이고 감

정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판매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있어서 중

요한 개념이다. 특히, 가격 공정성이 타인과의 비교가 필수조건인 점을 고려

하였을 때, 다른 소비자와의 비교가 용이한 전자 상거래 환경에서의 가격 공

정성 지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에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 지각을 강

화시킬 수 있는 요인과 소비자 유형을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한다면 AI 알고

리즘을 활용한 가격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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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득인 가격차

이인 경우에 이유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가격 불공정성 지각이 완화되는 것을 

규명하였다. 하지만 손해인 가격차이의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이 소비자의 가

격 불공정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 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손해인 가격차이가 이득인 가격차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격 불공

정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소비자가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

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는 다른 판매자로의 전환 또는 해당 판매자

에 대한 보복을 야기시킨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손해인 가격차이에 대한 심

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수년간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을 도입해온 항공사의 가격설정은 동일 항공편 내 가격차이를 유발

시키지만 오늘날 이는 소비자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상황적인 요

인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며, 긴급히 이동해야 하거나 소비자에게 특정 

항공편이 대체 불가한 상황이라면 가격차이에 대한 불공정성 지각이 낮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반면, 의류 제품과 같은 물질재의 경우, 구매 경로가 다양하

며 대체 불가의 개념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물질재를 대상

으로 한 가격차별 전략을 펼침에 있어서 소비자의 불공정성 지각을 완화시키

기 위해서는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과 같은 마케팅 전략을 함께 펼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손해인 가격차이인 경우

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품의 대체 불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가

격 불공정성 지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과 소비자의 인지 및 감정 반응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자극물로 운동화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패션 제품의 경우, 제품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의도나 관여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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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다(백소라 & 황선진, 2015).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소비재/필

수재 혹은 쾌락재/실용재와 같이 유형별 효과를 고려한 연구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전자 상거래 사용비율이 가장 높은 20-30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에, 20-30대 소비자들의 가격차이에 대한 가격 공정성 

지각과 소비자 반응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모든 연령

대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전 연령에 걸쳐 전자 상거래 이

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이용에도 적극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신지형, 2020). 따라서, 연구 대상자를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하여 

연령별 가격차이에 대한 반응과 소비자 성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유정보제공 여부와 지속이용의도의 관계

에 대한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기술 불안감의 영향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한 기술 불안감의 의미는 포괄적인 범위의 

기술에 대한 불신이라기 보다는 좁은 범위의 전자 상거래 기술에 대한 소비자

의 불신 성향에 가깝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맥락에 맞게 넓은 범위

의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의미하는 기술 불안감을 측정하여 연구를 진

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에 대한 소비자 개인의 태도와 인식이 다양하

므로, 여러 기술 관련 개인 성향 변수를 투입하여 AI 알고리즘으로 인한 가격

차이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패션 산업의 전자 상거래 환경에서 AI 알고리즘 가격설정 기술을 효과

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스마트한 쇼핑의 기회와 패션 기업의 매출 향

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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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프로토콜  

1)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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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및 자극물 

 

-------------------사전 조사----------------- 

 

Q1. 귀하의 기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해

당 설문 문항들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설문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⑦ 매우 그렇다 

1 
온라인으로만 처리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온라인 상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가 인터넷을 통해 보낸 정보를 다른 

사람들까지 볼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상황별 자극물 제시--------------- 

 

  

지금부터 가상의 쇼핑상황에 대한 자극물을 보여드릴 예정 입니다. 

제시되는 상황을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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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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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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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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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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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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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문항 응답---------------- 

 

 

Q2. Product G-White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귀하의 사이즈는 얼마에 판매되고 

있었습니까?  

1) 9만원    2) 10만원  

 

----------------본 설문 응답 시작--------------- 

 

Q3. 다음은 ‘MYTRENDI’에서 제시된 제품의 가격에 대한 것으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설문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⑦ 매우 그렇다 

1 자극물 속 제시된 가격은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극물 속 제시된 가격은 지불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자극물 속 제시된 가격은 합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제 당신이 경험한 패션 온라인 플랫폼 ‘MYTRENDI’에 대한 설문이 진행

됩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한 쇼핑 체험을 떠올리며 해당 문항에 응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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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다음은 패션 온라인 플랫폼 ‘MYTRENDI’에 대한 것으로, 귀하의 생각

과 일치하는 칸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설문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⑦ 매우 그렇다 

1 
가까운 미래에 해당 플랫폼을 다시 

사용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해당 플랫폼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용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해당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5. 다음은 앞서 제시된 자극물에 대한 것으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설문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⑦ 매우 그렇다 

1 

자극물에서 제시된 패션 온라인 

플랫폼은 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에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극물에서 제시된 패션 온라인 

플랫폼은 가격 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5-3. 시나리오 속 패션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거래는 나에게… 

① 손해이다·······························⑦ 이득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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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6-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2) 여자 

 

Q6-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출생연도 (       )년  

 

Q6-3. 귀하는 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Q6-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무직     2) 전업주부     3) 학생     4) 일반 사무직 

5) 전문직   6) 서비스업     7) 기술직   8) 기타 

 

Q6-5. 귀하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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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 e-commerce market is expanding. 

Automated and digitized trading methods contribute to mor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the availability of good-quality products or services at reasonable prices. 

In particular, AI algorithm pricing for e-commerce platforms is widely used in various 

retail sectors and is known as an attractive pricing strategy for retailers.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this has the advantage of analyzing a large number of price 

information online to find the lowest price, but on the other hand, it can be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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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 price difference within the same product is unfair due to inventory level. In 

particular, fashion products vary greatly in inventory quantity depending on various 

colors and sizes resulting in a higher possibility of price difference due to AI algorithms. 

Moreover, since prices are an important factor in marketing mix, increasing consumers’ 

perception of price fairness has a positive effect and is causing a rise in corporate profits 

and the enhancement of corporate image in the fashion industry environment. 

Nevertheless,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price fairness perceptions have been more 

focused on price differences between online and offline channels to build effective multi-

channel strategies.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impact of price differences due to 

services introduced by AI technology. 

According to equity theory and distributive justice theory, price inequality is 

caused when an individual compares his or her results to comparable results, and the 

consumer has the right to receive corresponding compensation as much as the investment 

in the exchange relationship is made. In addition, this judgement is subjective and tends 

to be biased by the consumers’ own interests. For price inequalities of equal size, it is 

perceived as more unfair when it is disadvantaged than when inequality is advantaged to 

consumers. On the other hand, the dual entitlement principle and attribution theory states 

that price differences due to legitimate cost increases can be considered fair to consumers, 

but if the seller is in control of the situation or the cause of the price difference is inside 

the seller, consumers consider the seller to be responsible for price differences. 

Furthermore, if there is no evidence presented otherwise, the seller is responsible for the 

price differe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whether 

or not to provide reasonable information on consumers' perception of price fairness and 

continuance intention in fashion online platform context and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price differences (disadvantage/advantaged) due to AI algorithm pricing. Furthermore, 

by revealing the moderating effect of variables related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related consumers, we would like to present marketing implications 

related to price differences caused by AI algorithm pricing. 

This study produced and used four hypothetical fashion online platform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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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price differences(disadvantaged/advantaged) and whether or not to provide 

reasons for price differences. An online survey targeting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residing in Korea was conducted to verify the research questions. A total of 343 

response samples were collected, of which 257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rough SPSS 25.0, excluding 77 responses that failed to pass the screening questions 

and 9 insincere response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results show whether or not to 

provide reasons for price differenti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rice fairness 

perception. Price fairness perception was higher when the reasons for the price difference 

were provided than when it was not provided. Also, price differences 

(disadvantaged/advantage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rice fairness perceptions. 

Specifically, price fairness perception was higher when in an advantaged price difference 

than in a disadvantaged price difference. Furthermore, the moderating effect of price 

differences(disadvantaged/advantaged) was shown to b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hether or not to provide the reasons for price differences and price fairness 

perceptions. Specifically, disadvantaged price differences were perceived to be unfair 

regardless of whether the reasons for price difference were provided or not, but 

advantaged price differences resulted i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ice fairness 

perceptions depending on whether the reason was provided or not. This means that in 

the case of advantaged price difference, providing consumers with reasonable 

information about the price difference can mitigate unfairness that consumers may feel 

due to price inequality. 

Second, consumers’ technological insecurity was shown to significantly moderate 

the effect of providing reasons for price difference on the perception of price fairness. In 

groups with low technological insecurit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ived price fairness according to whether the reasons were provided or not. On the 

other hand, in groups with high technological insecurit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ived price fairnes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reasons were 

provided. This can be interpreted as reducing the perception of price unfairnes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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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reasonable information about price differences, especially for consumers who 

are very anxious about online transactions and technologie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whether or not to provide reasons for price 

difference and the continuance intention was fully mediated by the perception of price 

fairness. There’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price fairnes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reasons were provided and the perception of pric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ntinuance intention.  

Lastly, consumers’ technological insecurity significantly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price fairness 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hether or not to provide 

reasons and continuance intention. As with the prior results, the price was perceived as 

fair when the reason was provided in the group with high technological insecurity and it 

positively affected the continuance intention for the fashion online platform.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price fairnes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onsumer behavior. 

The current study provides several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identifies the impact of price differences caused by AI algorithmic techniques on 

consumers' perception of price fairness, unlik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price 

differences based on sellers' subjective judgments. It also has an academic implication 

in that it identifies a path that mitigates consumers' price unfairness perception which is 

a cognitive response and elicits a positive continuance intention for the fashion online 

platform in the context when there are price differences within the same product based 

on equity theory and dual entitlement principle. Moreover, this study confirms the effect 

of providing reasons for price difference as an alternative to mitigate consumers' 

perception of price unfairness and elicit the intention of positive behavior.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roviding reasonable information for price difference can be an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especially for consumers who have high level of 

technological insecurity. Therefore, this study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identifies actual marketing environmental factors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that can 

affect price fairness perception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hope for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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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ers to improve their sales outcome by effectively utilizing AI algorithm pricing 

technology and for consumers to achieve smart shopping opportunities in the fashion 

industry's e-commerce environment. 

 

 

Keywords : AI Algorithm Pricing, Price Differentiation, Reason for Price 

Differentiation, Price Fairness Perception, Technology Insecurity, Fashion Onlin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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