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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AI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 기업 및 브랜드가 생겨나는 현 시점

에 AI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설계를 

통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른 소비자들의 패션 디자이너 역량(창의력, 공감력) 및 제품 품질(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 지각을 비교한다. 둘째, 소비자들의 패션 디자이너 역

량 지각, 제품 품질 지각, 성과기대, 구매의도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본다. 셋

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른 소비자들의 패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 제품 품질 지각, 성과기대, 구매의도 간 영향 관계를 

비교한다. 넷째, 변수들의 영향 관계에서 AI 지식과 휴먼터치 지향 수준에 

따른 조절 효과를 살펴본다.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설문지

법을 사용하였고, 한국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

하였다. 총 321부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응답은 SPSS 

26.0, Process Macro v3.5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

간 vs. 인간)에 따른 패션 디자이너 역량(창의력, 공감력) 및 제품 품질(기

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 속성 지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 사후

검정을 이용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인간일 때, AI일 때보다 창의력, 공감력, 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

성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인간일 

때, AI+인간일 때보다 창의력, 심미성, 상징사회성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간 패션 디자이너가 AI와 협업하면 AI에 대한 소비자들

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인간 패션 디자이너의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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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체 집단에 대한 연구 모형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

행하였다. 분석 결과, 의류 제품의 상징사회성이 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른 패션 디자

이너 역량 지각이 제품 품질 지각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은 인지된 디

자인 주체가 AI, AI+인간일 때 의류 제품의 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인간일 때는 심미성에만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은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 

AI+인간일 때 의류 제품의 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에 정적 영향을 미

쳤고, AI일 때는 심미성에만 정적 영향을 미쳤다. 추가로, 위계적 회귀 분석

을 통해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이 기능성과 심미성 사이에 역U자형 관

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기능성과 상징사회성이 중요한 의류 제

품의 경우에 인간 패션 디자이너는 공감력을 갖추고, AI 패션 디자이너는 

창의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른 제품 품질 

지각이 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그 결과,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 인간일 때 의류 제품의 

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이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인지된 디

자인 주체가 AI일 때 기능성과 심미성만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AI가 디자인한 의류 제품의 상징사회성이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은 소비자들이 상징사회성은 인간이 줄 수 있는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른 성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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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집단에서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관련 기업 및 브랜드에서 소비자들의 의류 제품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본 연구에서 규명한 선행 요인들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일 때, AI 지식은 기능성과 심미

성에 미치는 창의력 효과를 부적으로 조절하였고, 기능성에 미치는 공감력 

효과를 부적으로 조절하였다. 또한, 휴먼터치 지향은 AI+인간 패션 디자이

너에 대한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적으로 조절하였다. 

본 연구는 AI 패션 디자이너, AI+인간 패션 디자이너, 인간 패션 디자이

너에 대한 소비자들의 패션 디자이너 역량 및 제품 품질 지각의 차이를 비

교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역

량 지각이 제품 품질 지각, 성과기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집단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디자이너에게 강점이 있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소비자 개인의 AI 지식과 휴먼터치 지향 수준이 본 연구의 경로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인공지능 패션 디자이너, 디자이너 역량, 제품 품질, 성과기대, 

구매의도 

학  번 : 2019-2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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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컴퓨터와 빅데이터의 발전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눈

부신 성장을 가져왔다. AI는 컴퓨터가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상황에 맞는 정

확한 추론과 판단을 통해 인간의 지능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기술이며, 자가

발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McCarthy et al., 2006; Russell & Norvig, 

2010). 즉, AI는 인간다운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를 바탕으로 한다(Carvalho et al., 2019). 일부 연구자는 기계가 감정을 느

낄 수 없으므로 기계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기계 지능은 인간 지능에 미치

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계가 감정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인지적인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Megill, 2014), AI가 인간 지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

실이 최근 많은 연구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

서는 다양한 지식, 훈련,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Moreau & Herd, 

2010), AI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방대한 지식, 훈련, 경험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고찰에 따라 AI가 인간 지능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전

문가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

어야 한다(Klintong et al., 2012).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Qiao et al.(2019)은 AI 기술을 결합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색다른 

소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AI 기기를 이용할 때 

AI가 인간의 수준 혹은 더 나은 수준을 전달해주는지를 중점으로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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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일관성 있고 시기적절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제공할 수 있다(Gursoy et al., 

2019). 따라서 AI를 활용한 서비스 혹은 제품 개발은 기업 측에 경제적 효

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Cockburn et al., 2018). 이에 현재 주요 국제적 기

업들은 AI를 기업의 최대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다. 

패션 산업에서도 AI의 접목은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통 부문에서

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큐레이션 부문에서는 

AI 스타일리스트를 이용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트렌드 예측 부문

에서는 AI를 활용한 정확한 빅데이터와 트렌드 분석으로 소비자 수요를 명

확하게 예측한다. 한편, 디자인 영역에서는 인간의 고유 역량인 창의력이 

접목되기에, AI 패션 디자이너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창의력이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는 주장과 달리

(Kaplan & Haenlein, 2019), 현재 AI는 미술, 음악, 글쓰기, 디자인 등 창

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AI가 작업하는 방식은 기존 예술

가들의 작업물을 학습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많은 예술가가 기존의 예술 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AI의 작업물이 창의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기는 어

려운 실정이다. 즉,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AI의 창의력에 대한 평가

는 달라질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현재 AI가 창작 작업이 가능한 시점에 있

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국제적 기업에서 

AI를 패션 디자인에 활용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

도 AI를 활용해 디자인을 진행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AI의 의류 디자인 수준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AI가 실제 

소비자들에게 패션 디자이너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히 논의된 

바가 없다. AI 디자인과 관련된 대다수의 국내 의류학 연구가 사례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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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러 있으며, 실증적 연구는 AI 에이전트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 위주로 

구성되어있다. 국외 연구도 생성적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

를 차지한다. 즉, 국내외적으로 AI 패션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 및 제품

의 품질에 초점을 맞추어 AI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패션 디자이너의 유형을 AI 패션 디자이너, AI와 협

업한 인간(AI+인간) 패션 디자이너, 인간 패션 디자이너의 세 유형으로 나

누고,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소비자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라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 및 제품의 품질 지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른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 지각이 제품 품질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성과기대와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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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라 

패션 디자이너 역량 및 제품 품질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

해 먼저,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일 때와 인간일 때를 비교함으로써 AI가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좋을지 혹은 숨기는 것이 좋을지 규명

한다. 그리고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일 때와 인간일 때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AI+인간일 때 AI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인간의 긍

정적인 효과가 감소하는지 살펴본다. 

둘째, 패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 제품 품질 지각, 성과기대, 구매의도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

간)에 따른 영향 관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집단별 패션 디자이너 역량 및 

제품 품질의 강점 요인을 파악하고, 집단별 의류 제품을 구매하는 동인의 

차이를 이해한다.  

셋째, 패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이 제품 품질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AI 

지식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휴

먼터치 지향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AI를 활용하여 의류 제품

을 디자인하는 기업 및 브랜드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의 다음 장에서는 패션 디자이너

와 AI, 제품 품질, 성과기대, 구매의도, AI 지식, 휴먼터치 지향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다. 그리고 이어서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결과 및 논의, 결

론 및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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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패션 디자이너와 AI 

 

본 절에서는 패션 디자이너와 AI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다룬다. 먼저,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패션 디자이너의 유형을 AI, AI+인간, 인간으로 구분하

여 유형별 패션 디자이너의 역할을 살펴본다. 그리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

여 패션 디자이너의 하위 역량을 파악한다. 

 

1. 패션 디자이너의 역할과 AI 

 

패션 디자이너란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캐주얼, 유니폼, 평상복, 정장, 

양복, 양장, 한복 등 다양한 의류의 디자인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자를 말한

다(NCS, 2018). 패션 디자이너의 범위는 오트쿠튀르(Haute-couture)나 

프레타포르테(Pret-a-porter)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기업에 

소속되어 소비자의 기호와 시장 트렌드에 맞게 의류 제품을 제작하는 디자

이너까지 모두 해당한다(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2005). 최근에는 AI가 의

류를 디자인할 수 있게 되면서 AI도 패션 디자이너의 한 유형으로 논의되

고 있다. AI 패션 디자이너는 모든 디자인 작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혹은 인간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부분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AI 패션 디자이너로 지칭하고, 후자를 AI와 협업한 인

간 패션 디자이너로 지칭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 AI와 협업한 

인간 패션 디자이너를 AI+인간 패션 디자이너라는 용어로 축약하여 기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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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하나의 의류 디자인이 탄생하기까지는 디자이너, 연구 개발

자(Research and Development; R&D), 상품 기획자(Merchandiser; MD), 

마케터(Marketer) 등 여러 구성원의 협동이 필요하다. 먼저, 디자인을 위

해 패션 디자이너는 리서치를 통해 다방면에서 영감을 얻는다(장남경, 

2018). 그리고 시장 트렌드를 바탕으로 라인 및 스타일링 컨셉을 설정하고, 

실루엣을 스케치하며, 디자인에 어울리는 원단과 부자재 및 색상을 선정하

여 스타일보드를 제작한다(Kincade & Gibson, 2010). 이후 MD, 마케터와 

함께 시제품화를 통해 가격을 책정하고, 품평회와 수주를 진행한 뒤 최종적

으로 샘플을 제작하고 수정한다(Rosenau & Wilson, 2001). 이러한 과정은 

기업 및 브랜드의 규모나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의류 제품의 개성은 디자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

회, 2005). 따라서 의류 제품 제작 시 패션 디자이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에 따르

면, 패션 디자이너의 역할은 패션 디자이너의 직능 수준에 따라 업무 체계

가 다르게 구성된다(NCS, 2018). 먼저, 가장 경력이 적은 보조 패션 디자

이너는 패션 디자인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전임 패션 디자이너

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패션 디자인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선임 패션 디자이너는 시제품 개발기획, 시제품 개발, 생산 준비, 생산 투입

의 업무에 매진하며, 총괄 수석 패션 디자이너는 패션 디자인 기획, 의류 

제품 개발 구상, 시제품 품평의 업무를 진행한다. 기획 총괄자는 패션 브랜

드의 전체적인 전략기획 업무를 맡는다.  

그동안 패션 산업에서는 패션 디자이너의 업무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는 AI가 인간의 기계적이고 분석

적인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Huang & Rust, 2018). 즉, 현재 AI는 보조 패

션 디자이너와 전임 패션 디자이너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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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I 패션 디자이너를 개발한 국내 스타트업 디자이노블(Designovel)

에 따르면, 현재 AI는 1초에 1만 개의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원

리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의 딥

러닝 기술에 있는데, 이는 인간이 작업한 것과 AI가 작업한 것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확률에 이를 때까지 AI를 학습시키는 기술이다(YTN 사이언스, 

2020). AI 패션 디자이너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업로드된 전 

세계 의류 제품의 패턴, 색상, 소재 등을 분석하여 트렌드를 정리할 수 있

다. 그리고 시즌별 컬렉션, 룩북 등 수백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와 의류 판

매 데이터, 소비자 취향을 분석하여 스케치할 수 있다(박로명, 2020).  

이와 같이, AI 패션 디자이너는 인간 패션 디자이너를 대신하여 디자인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AI 패션 디자이너를 완

벽한 존재로 볼 수는 없다. AI 패션 디자이너는 단순한 데이터의 계산으로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인간처럼 직관적인 판단력이나 주관적인 미의 

기준에 따라 디자인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YTN 사이언스, 2020). 

따라서 실무에서는 AI 패션 디자이너가 작업한 결과물을 참고하여 인간 패

션 디자이너가 최종 수정하는 방식으로 의류를 디자인하고 있다. 

종합하면, AI 패션 디자이너는 인간 패션 디자이너만큼 패션 디자인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각각의 디자이너를 

바라보는 인식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의류 제품의 품질 지각, 

성과기대 그리고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 소비자

들은 AI를 디자이너 자체로 인식하는지, 혹은 도구로써 인식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세 유형의 디자이

너 중 어떤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이 가장 훌륭하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떤 패션 디자이너가 작업한 결과물이 가장 품질이 좋다고 평가하는지 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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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과 AI 

 

역량(Competency)이란 업무의 성과와 직결되는 심리적 혹은 행동적 특

성을 말한다(McClelland, 1973).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은 의류 제품의 판

매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의류 제품 출시를 위해서는 패션 디

자이너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패션 디자이너에게 필요

한 역량 요소는 패션 디자이너가 종사하는 브랜드 및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개성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는 기성

복과 차별되는 새롭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옷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

고, 기성복 브랜드 디자이너는 창의적인 옷보다 대중들의 취향을 빠르게 파

악할 수 있는 역량이 보다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인간 패션 디자이너와 AI 

패션 디자이너의 관점에서도 각각의 패션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주요 역량이 

다를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AI가 인간의 경험과 감성을 가지기 힘들고 소비자의 복

잡한 감정이나 심리적인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정원준 & 김승

인, 2018). 그래서 AI 시대에 대비하여 인간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역량

으로써 창의력과 공감력을 강조한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 역량을 

창의력과 공감력의 하위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 AI의 수준과 비교하며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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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창의력(Creativity) 

 

창의력(Creativity)이란 예술, 과학 분야 및 일상생활에서 새롭고도 수준 

높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역량을 말한다(Sternberg & Lubart, 1999). 

Boden(1996)은 창의력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는 심리적 차원에서의 창의력(psychological creativity)으로, 이미 다른 사

람이 자신이 떠올린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는 

연혁적 차원에서의 창의력(historical creativity)으로, 자신이 떠올린 창의

적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패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창의력 인식에 대해 조사한 이재일과 이윤정(2013)의 

연구에 따르면, 신진 디자이너는 창의력이란 기존에 없던 새롭고 혁신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상당한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였다. 

한편, 기성복 브랜드 디자이너는 이전의 디자인에서 일부 변형하여 고객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까지도 창의적 활동에 속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즉,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은 디자이너가 알려지지 않은 개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연혁적 차원에서의 창의력과 기존에 존재하던 디자인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심리적 차원에서의 창의력 개념을 모두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Kaplan and Haenlein(2019)은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하였다. 전영준(2018)의 연구에서도 전문가들은 창

의력이 필요한 디자이너의 업무가 AI로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개념을 발전시켜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

는 것도 창의력에 해당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AI도 창의력 발휘가 가능하다

고 말할 수 있다. Parisi(2013)에 따르면, 실제로 AI가 빅데이터를 수집하

여 체계화할 때 새로움이라는 프로세스가 생긴다. 또한, 최근 AI는 방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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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개념을 학습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

해내고 있다. 인간이 경험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듯 AI도 기계학습을 통해 

창의력을 구현하는 것이다(최효승 & 손영미, 2017). 

현재 AI의 창의력 수준은 주어진 입력값을 토대로 인간의 작품을 모방하

는 정도의 수준이다(Luce, 2018). 즉, AI는 인간을 뛰어넘지는 않더라도 인

간과 비슷한 수준까지 창의력 실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선행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AI의 창의적 결과물을 인간의 결과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그 예로, Zhu et al.(2017)은 

제품 이미지를 투입하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FashionGAN을 개발

하고 응답자들에게 원본 이미지의 맵과 생성된 이미지의 맵 중에서 어떤 맵

이 더 사실적으로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42%의 응답자들이 실제 

이미지를 맞추지 못하여 FashionGAN의 품질이 인간의 작업 수준과 비슷

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한, Sbai et al.(2018)은 AI 알고리즘이 독창

적이고 매력적인 패션 디자인에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검

증하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 생성 모델을 설계하고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였

다. 결과적으로 약 61%의 사용자들이 AI 모델의 결과물을 인간 패션 디자

이너의 결과물로 착각하였으며, 결과물이 독창적이고 호감이 간다고 진술하

였다.  

종합하면, AI 패션 디자이너는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패션에 관한 전

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융복합 할 

수 있다. 즉, AI 패션 디자이너는 수준 높은 창의력 구현이 가능하다. 따라

서 AI 패션 디자이너는 창의적인 작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거나 인간 패션 

디자이너에게 창의적인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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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감력(Empathy) 

 

순수미술처럼 예술성이 강조되는 분야와 달리 디자인 분야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상품 제작에 초점이 있으므로 상업적인 특성이 강조된다(이

수진, 2008). 따라서 패션 디자이너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정확한 이해를 바

탕으로 옷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패션 디자이너는 의류 

제품을 제작할 때 패션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사적인 맥락

에서 정확한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력이 필요하다. 공감력(Empathy)

이란 공급자가 소비자 측면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소비자에게 특정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Battarbee, 2004). 공감력의 중요

성이 대두된 시점은 1990년대 후반으로, 많은 기업이 고객의 설문 응답만

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Leonard & Rayport, 

1997). 이에 소비자의 상황과 감정을 더욱 세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Kouprie & Visser, 2009).  

일반적으로 서비스 맥락에서 직원의 공감력은 중요한 서비스 품질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된다. 직원이 소비자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

날수록 소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소비자의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

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Parasuraman et al., 1991). 마찬가지로 패션 디자

이너의 공감력 또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맞춤 의류처럼 패션 디자이너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이 뛰어날수록 

제품 품질이 좋다고 지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성복의 경우에는 

소비자와 패션 디자이너 간 접점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다. 대신, 소비자는 의류 제품을 매개로 패

션 디자이너의 공감력 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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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의류 제품이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고 소비자 피드백이 반영되어 있다

고 느끼면, 패션 디자이너가 소비자의 감정이나 의견을 제대로 살피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가 소비자 

반응을 통해 소비자 감정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까지 공감력의 범위로 

인정하고자 한다. 즉, 패션 디자이너는 소비자의 행동 및 감정을 직간접적

으로 파악하여 디자인 개선을 할 수 있어야 공감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감력은 감정적인 차원의 연대 관계로서(Battarbee & Koskinen, 2005),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자질로 간주된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는 마

케팅 분야에서 AI의 미래는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

하는 공감적 능력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Huang & Rust, 2018). 현재 AI

는 소비자의 사적인 감정을 읽고 감정 변화에 대응하는 높은 공감력을 가지

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감력의 필요조건인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예로, 구글은 2016년에 독일 

리테일러 잘란도(Zalando)와 함께 ‘프로젝트 뮤제(Project Muze)’라는 프

로젝트를 선보였다. 이는 공식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취향에 관련된 여러 질

문에 대답한 뒤 간단한 스케치를 하면, AI가 3D로 의류 디자인을 제작해 

주는 프로젝트이다(Rietze, 2016). 2017년에는 구글이 H&M의 자회사인 

아이비레벨(Ivyrevel)과 함께 ‘코디드 꾸뛰르(Coded Couture)’라는 프로젝

트를 진행하였다. ‘코디드 꾸뛰르’란 나만을 위한 맞춤 드레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AI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해 맞춤 디자인을 제안해 주는 것

이다(Hartmans, 2017). 국내에서는 롯데온(Lotte ON)이 AI를 활용해 의

류를 디자인하는 ‘데몬즈(de MonZ)’를 론칭하여 향후 소비자가 자신의 감

성을 담고 있는 사진을 고르면 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디자인을 진행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박로명, 2020). Kang et al.(2017)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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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기존 아이템을 사용자에게 제안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자 선호도

에 맞는 새로운 패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패션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

였으며, 이는 기존 아이템을 수정하거나 개인에 맞게 아이템을 생성하여 사

용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현재 AI는 소비자의 라이프스

타일을 학습하여 알고리즘 패턴을 만들 수 있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얻은 

수많은 데이터 및 소비자 개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패션 선호도를 찾

아 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다(정주리 & 김미현, 2018). 즉, AI는 소비자의 

감정까지 파악하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소비자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만

족시킬만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종합하면, AI 패션 디자이너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소비 패턴 등

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소비자의 감정과 니즈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공감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패션 디자이너, AI+인간 패션 디자이너, 

인간 패션 디자이너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들의 패션 디자이너 역량(창의력, 

공감력) 지각 차이를 살펴보고, 패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이 제품 품질 지각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며,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따라 영향 관

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패션 디자이너 역량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는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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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패션 디자이너 역량 변수의 조작적 정의 

하위 요인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창의력 

패션에 관한 지식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거

나 기존의 디자인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능력 

Sternberg & 

Lubart(1999), 

이재일 & 이윤정

(2013) 

공감력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하고 이를 통찰력 있게 분석함으로써 

소비자 감정과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 

Battarbee(2004), 

NC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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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품 품질 

 

본 절에서는 의류 제품의 품질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다룬다. 품질은 크

게 제품 차원의 품질과 서비스 차원의 품질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류 제품에 관한 연구이므로 제품 차원의 품질에 초점을 맞추어 품질의 개

념과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품 품질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제

품 품질의 하위 속성을 도출한다. 

 

1. 제품 품질의 개념 

 

제품 품질(Product quality)이란 소비자의 요구(needs)를 충족시켜 소비

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제품의 특성으로서(Juran & Godfrey, 1999), 소비

자가 제품의 특성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일련의 과정을 소비자가 제품 품질

을 지각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즉, 지각된 품질(Perceived Quality)이란 제

품의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을 의미한다(Zeithaml, 1988). 지각된 품

질은 기업의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기업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높은 만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Juran & 

Godfrey, 1999). 

Zeithaml(1988)에 따르면, 지각된 품질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지각된 품질은 객관적(objective)이고 실질적(actual)인 품질과 다른 차원

의 개념이다. 둘째, 지각된 품질은 제품의 구체적인 속성보다 더 높은 수준

의 추상적 개념(abstraction)이다. 셋째, 지각된 품질은 때에 따라서 태도와 

유사한 종합적 평가이다. 넷째, 지각된 품질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대안 

집단(evoked set) 내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다. 종합하면 지각된 품질은 소

비자가 어떤 제품에 대해 추상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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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판단은 개인의 내적인 비교 구조상에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해보지 않은 의류 제품에 대해 

특정 기대치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Abraham‐Murali & Littell, 1995a). 

따라서 소비자들은 AI 패션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류 제품을 접하지 못하였

더라도, 인간 패션 디자이너의 의류 제품 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

질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품 품질 지각을 

의류 제품의 물리적 특성과 추상적 차원에 대하여 개인의 경험이나 기대치

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제품 품질의 속성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동시에 여러 개의 제품 속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Olson & Jacoby, 1972). 따라서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기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지각된 품질의 하위 속성을 세부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지각된 품질의 속성은 크게 내재적 속성(Intrinsic cue)과 외

재적 속성(Extrinsic cue)으로 구분할 수 있다. Olson and Jacoby(1972)에 

따르면, 내재적 속성이란 제품에 내재하는 속성으로서 실험적으로 조작하거

나 변경할 수 없는 제품 자체의 물질적인 속성이다. 반면, 외재적 속성은 

가격, 브랜드 네임, 상점 이미지처럼 실제 제품의 구성요소 이외에 제품과 

관련된 부수적인 속성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개념인 패션 디자이너의 역

량은 외재적 속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품 품질의 개념을 내재

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품 품질의 하위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오현정

(1997)은 내재적 속성을 크게 도구적 성과와 표현적 성과의 차원으로 나누

https://www.emerald.com/insight/content/doi/10.1108/13612020810857934/full/html#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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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도구적 성과는 관리성, 실용성, 경제성으로 구성하였고 표현적 성과는 

심미성, 유행성, 사회심리성, 상징성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Eckman et 

al.(1990)은 여성복을 평가하기 위한 속성으로 심미성(aesthetic), 유용성

(usefulness), 기능성(performance and quality)을 사용하였다. Fiore and 

Damhorst(1992)는 제품 품질이 소비자 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내재적 속성의 중요성을 조사하기 위해 레이아웃(layout), 직물(fabric), 참

신성(newness)을 사용하였다. 위의 세 요인은 의류 제품의 기능성과 심미

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Abraham-Murali and Littrell(1995a)은 의류의 내

재적 속성을 외관(physical appearance), 기능성(physical performance), 

표현성(expressive)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외관은 직물, 색상, 패턴, 질감, 

옷의 구성, 디테일, 스타일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므로 심미성이라고 

할 수 있다. Forsythe et al.(1996)에서는 지각된 품질의 차원이 내구성

(durability), 심미성(aesthetics), 관리성(care)으로 나타났다. 이때, 내구

성은 봉제, 스티치, 직물 구성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고, 관리성은 옷

의 수명, 관리법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내구성과 관리성

은 기능성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류 제품은 아니지만, 제품 

디자인의 행동유도성에 대한 척도를 개발한 El Amri and Akrout(2020)의 

연구에서는 제품 디자인의 하위 요인이 기능성, 심미성, 상징성, 사회성으로 

도출되었다. 연구자별 제품 품질의 하위 요인 및 세부 항목은 <표 2-2>에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제품 품질의 공통적인 하위 요인은 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품 품질의 속성을 기

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으로 구성하여,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

간 vs. 인간)에 따라 소비자의 제품 품질 지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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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제품 품질의 내재적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속성 세부 항목 

오현정 

(1997) 

도구적 관리성, 실용성, 경제성 

표현적 심미성, 유행성, 사회심리성, 상징성 

Eckman et al. 

(1990) 

심미성 색상/패턴, 스타일, 직물, 독특성, 외관 

유용성 다용도, 어울림, 적합성, 실용성 

기능성 핏, 편안함, 관리성, 우수성 

Fiore & 

Damhorst 

(1992) 

표현성 
나에게 맞는 스타일, 몸에 맞는 형태,  

유행성, 조화성 

직물 섬유 조성, 촉감, 질, 무게, 관리성, 구조성 

참신성 새로운 스타일, 색다른 스타일 

Abraham-

Murali & 

Littrell 

(1995a) 

외관 직물, 색상/패턴/질감, 구조, 스타일 

기능성 
직물 기능, 색상 유지, 관리성, 우수성,  

내구성 

표현성 
어울림, 개인적 독창성 표현, 라이프스타일 

적합성, 타인 평가 

Forsythe et al. 

(1996) 

내구성 견고성, 봉제, 스티치, 직물 구성 

심미성 스타일, 디자인, 외관 

관리성 지속성, 옷의 수명,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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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능성(Functionality) 

 

기능성(Functionality)이란 옷을 착용하였을 때의 편안함, 직물의 성능 

등 의류 제품의 물리적인 사용과 관련된 속성을 말한다(Abraham-Murali  

& Littrell, 1995a). 기능성의 세부 항목으로는 핏(몸, 허리, 가슴, 암홀 등), 

착용 시 편안함, 직물의 계절 적합성, 직물의 촉감, 형태 유지력, 옷의 구성 

및 직물의 우수성, 색상 유지력, 옷감의 내구성 등이 있다(Abraham-

Murali  & Littrell, 1995a; Eckman et al., 1990; Forsythe et al., 1996). 

기능성이 특히 중요한 의류 제품으로는 우비, 내의, 여성용 속옷, 운동복 등

이 있으며, 이러한 의류를 개발할 때는 착용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Lamb & Kallal, 1992; Rosenblad-Wallin, 1985).  

의류 제품이 예쁘기만 하고 기능성이 떨어진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하다. 그래서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럭셔리 브랜드는 심미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을 일관성 있게 프리미엄 수준으로 유

지하고자 노력한다(Okonkwo, 2007). 실제로 소비자들은 의류 제품의 기능

성을 중요한 품질 속성으로 지각한다. Abraham-Murali and Littrell(1995b)

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 기대 단계에서 직물 및 

옷의 구성, 관리와 같은 기능성에 대한 품질을 지각한다. 김지연과 이은영

(2004)의 연구는 의류 제품의 기능성에 해당하는 착용감이 소비자 만족과 

반복 구매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의류 제품뿐만 아니라 AI 관련 제품에서도 기능성은 중요한 속성으로 제

시된다. 이진명 외(2019)의 연구에서 AI 스피커 소비자들은 다양한 요인 

중 음성인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고, 음악 듣기처럼 간단한 기능을 

유용하게 지각하였다. 박현영(2019)의 연구에서는 AI 스피커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 제품의 여러 요인 중 기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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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제품을 사용해보기 전에 기능이 풍부한 제품에 매력

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Thompson et al., 2005). 즉, 소비자들은 

AI 제품이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기능성이 좋

을 때 품질을 우수하게 평가한다.  

오늘날 AI는 기계적이고 분석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Huang 

& Rust, 2018), 소비자들은 AI 패션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의류가 최적의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AI 패션 디

자이너가 디자인한 의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능성 지각 수준 및 인지

된 디자인 주체에 따른 지각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2.2. 심미성(Aesthetics) 

 

심미성(Aesthetics)이란 제품의 외형 및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를 의미한

다(Patrick & Peracchio, 2010). De Klerk and Lubbe(2008)는 심미성의 

개념을 감각적, 감정적, 인지적 감각적 수준에서 의류 제품이 심미적인 경

험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감각적 수준은 직물의 색상이 착용자

를 기분 좋게 하는 정도 혹은 직물이 피부에 부드럽게 느껴지는 정도이고, 

감정적 수준은 착용자에게 특정 감정을 유발하는 정도이며, 인지적 수준은 

착용자에게 특정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정도이다. 심미성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으로는 색상, 질감, 패턴, 구조, 스타일, 외관, 디테일 등이 있다

(Abraham-Murali  & Littrell, 1995a; Eckman et al., 1990; Forsythe et 

al, 1996). 심미성의 세부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의류가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심미성의 세부 항목 변형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Lang et al., 2016). 

소비자들은 의류의 심미적 수준에 따라 제품이나 브랜드를 차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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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re, 2010). 따라서 심미성은 제품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속성이

라고 할 수 있다(Eckman et al., 1990). 여러 선행연구자는 착용 대상과 의

류 제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심미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Stokes and Black(2012)은 장애를 가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류 제품에 

대한 욕구를 측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학생들이 기능성 다

음으로 심미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의류의 지각된 품질을 조사한 Hwang et al.(2016)에서도 심미성은 소비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속성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들은 아무리 기능이 중요

한 제품을 착용하더라도 패션 감각을 잃지 않으려는 욕구가 있는 것이다

(Suh et al., 2010). 의류 제품의 시각적 외관은 소비자들의 태도에 큰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 의류 추천 분야에서도 사용자 선호도와 관련이 높

은 미적 정보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Yu et al., 2018). 

이처럼 소비자들은 심미성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따라서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상관없이 의류 제품의 심미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품질 

평가 요인인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3. 상징사회성(Symbolism and Sociality) 

 

소비자들은 자신의 가치, 능력,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함으

로써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다(Granulo et 

al., 2020). 그래서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을 인식할 때, 제품이 타인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려한다(El Amri & 

Akrout, 2020). 이를 제품의 상징성(Symbolism)이라고 하며, 이러한 상징

적 소비 행태는 특히 의류 제품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사람들은 의류 

제품을 도구적인 목적 그 자체로 착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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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Granulo et al., 2020). 오늘날에는 이러한 의류 제품의 상징적 소비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기업은 제품의 기능이나 형태를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을 넘어,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여 제품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Nieroda et al., 2018).  

의류 제품의 상징성은 사회문화 및 심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며, 타

인과의 소통과 연관이 있다(Lamb & Kallal, 1992). 따라서 상징성과 비슷

한 개념으로 사회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의류 제품의 사회성(Sociality)이란 

의류 제품을 착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

로 기대하는 정도를 말한다(오현정, 1997). 소비자들은 의류 제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성격의 일부를 겉모습에 반영하려

는 욕구가 있다(Co, 2000; Damhorst, 1990). 즉, 소비자들은 의류 제품을 

자기표현의 매개물로 여기며, 의류 제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느끼는 사회적 존재감을 느낀다(Short et al., 1976). 그래서 소비자

들은 새로운 의류 제품을 구매할 때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인지, 유행에 

적합한지,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미지에 맞는지를 고려하며, 의류 제품을 통

해 자기 이미지를 표현하고 라이프스타일을 교류하고자 한다(Abraham-

Murali & Littrell, 1995a; El Amri & Akrout, 2020).  

종합하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와 반응을 얻기 위해 특정 의류 제품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의류 제품의 상징사회성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높은 가격대 때문에 럭셔리 브랜드가 개인의 지위를 드러내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Choo et al., 2012). 럭셔리 브랜드뿐만 아니라 스마트 안경처럼 

최신 기술의 접목이 두드러지는 스마트 패션 제품에 대해서도 상징사회성

은 높게 나타난다(Rauschnabel et al., 2018). 그러나 AI 맥락에서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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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상징적 의미를 중요시할수록 AI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

향이 있다(Leung et al., 2018). Granulo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소비자

들이 로봇보다 인간의 노동력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제품의 상징적 가치 때

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AI 맥락에서 소비자들의 상징사회성 지각은 부정적인 행동 결과

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패션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류 제품

에 대한 소비자들의 상징사회성 지각이 인간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와 비교

하여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품 품질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2-3>과 같다. 

 

 

<표 2-3> 제품 품질 변수의 조작적 정의 

하위 요인 조작적 정의 출처 

기능성 

의류 제품을 착용하였을 때 느낄 수 

있는 편안함, 직물의 성능, 핏 등의 

우수성 

Abraham-Murali  

& Littrell(1995a) 

심미성 

색상, 질감, 패턴, 구조, 스타일, 외

관, 디테일 등과 같이 의류 제품의 

외관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Patrick & 

Peracchio(2010) 

상징사회성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위나 신분

을 과시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의류 제품을 착용하는 것 

Granulo et al. 

(2020),  

오현정(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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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성과기대 

 

Vroom(1995)의 기대 이론(expectancy theory)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

이 얻게 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행동을 실행한다. Vroom(1995)

은 동기를 형성하는 변인으로 기대(expectancy), 수단성(instrumentality), 

유의성(valence)을 제시하였는데, 이 세 변인의 값이 가장 높을 때 최대의 

동기가 부여된다고 하였다. 이때, 기대란 노력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성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신념으로 성과기대라고도 한다. 그리고 수단성은 특정

한 성과가 적절한 보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고, 유의성이란 특정 

보상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매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는 Venkatesh et al.(2003)의 통합

기술수용이론(UTAUT)에서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새로운 기술 도입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변수이다. 구체적으로, 성과기대란 새로운 시

스템을 도입하면 작업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Venkatesh et al., 2003). 성과기대의 구성요인으로는 지각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 상대적 우위

(relative advantage), 결과 기대(outcome expectations), 직무 적합성

(job-fit)이 있다. 먼저, 지각된 유용성은 TAM, TAM2, C-TAM-TPB에

서 사용된 개념으로서 특정 시스템이 직무 성과를 강화할 것으로 믿는 정도

를 말한다. 다음으로 외재적 동기는 특정 시스템이 가치 있는 결과를 달성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이며, 상대적 우위는 

시스템의 혁신성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나아진 정도를 말한다. 결과 기대는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고, 직무 적합성은 개인의 직무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소비자들은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 및 제품 품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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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할수록 쇼핑 환경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즉, 패션 디자이너 및 제품 품질 지각은 성과기대에 영향을 미

치고, 이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과기대를 

변수로 채택하여 제품 품질과 구매의도 간 일련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성과기대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패션 디자이너가 자신에게 필요한 옷

을 신속하게 디자인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잘 찾아주고, 이

전에 원하는 옷이 없어 느꼈던 불편함을 줄여준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규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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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구매의도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란 제품에 대한 신념 혹은 태도가 실제 구

매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Engel et al., 1995). 구매의도는 아

직 일어나지 않은 거래 상황을 가정하며, 실제 구매행동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Chang & Wildt, 1994). 따라서 시장 기획자와 제품 개발자들은 

출시 전 제품의 구매의도를 조사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사전 수요를 평가한

다(Cameron & James, 1987; Lilien & Kotler, 1983). 이에 본 연구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AI 패션 디자이너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살펴봄

으로써 제품에 대한 사전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매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성과기대를 중심으

로 패션 디자이너 및 제품 품질에 대한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성

과기대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lalwan, 2018; Juaneda-

Ayensa et al., 2016; Kang, 2014; Venkatesh et al., 2003). 패션 맥락에 

서도 의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혜택 지각은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준

다(Shrivastava et al., 2020; Qasem,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품 품

질 지각에 따른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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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비자 특성 

 

본 연구의 맥락에서 소비자 특성은 패션 디자이너 역량 및 제품 품질 지

각, 성과기대, 구매의도 간 영향 관계 내 조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소비자 특성을 AI 지식과 휴먼터치 지향으로 나누어 개념 및 

선행 연구를 고찰한다.  

 

1. AI 지식 

 

소비자 지식이란 제품에 대한 정보의 양과 대안에 대한 지각 수준을 의

미한다(Rao & Monroe, 1988). Brucks(1985)는 소비자 지식을 객관적 지

식과 주관적 지식으로 구분하였는데, 객관적 지식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

로 소비자가 기억하고 있는 지식이고 주관적 지식은 소비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느끼는 확신이다. 즉, 객관적 지식이 개인의 전문성을 대

변한다면, 주관적 지식은 제품과 관련한 경험 혹은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기인한다(강영선 & 최보름, 2019). 주관적 지식은 소비자

의 정보탐색 활동 및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Moorman et al., 

2004), 본 연구는 주관적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AI 지식이란 소비자들이 AI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

며 AI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올바르게 지각한다고 믿는 정도로 정

의하고자 한다. 

AI 지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은 AI가 실제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

한다(Luce, 2018). 미디어를 통해 AI의 수준에 관한 지나친 낙관적인 정보

가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AI 지식이 낮은 경우에는 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AI의 능력에 대해 막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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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Luger and Sellen(2016)의 연구에서도 AI 지

식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AI에 대한 기대가 높고, AI 지식수준이 높은 사

람일수록 AI에 대한 기대가 낮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영선과 최보

름(2019)의 연구에서는 금융지식이 높을수록 상담원이 인간일 때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금융지식이 낮을수록 상담원이 챗

봇일 때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이

태민(2009)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 형성 과정

에서 정황적 가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지식이 낮을수록 모

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일 때와 AI+인간일 때, 패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과 제품 품질 지각 간 영향 관계에서 소비자들의 AI 지

식수준에 따른 조절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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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먼터치 지향 

 

휴먼터치(Human Touch)란 차가운 시스템보다 인간적인 감성을 강조하

는 개념으로, 다양한 인간 감성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임효창, 2013). 휴먼터치는 조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계보다 사람이 만든 제품을 

더 선호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휴먼터

치란 사람이 중심이며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더라도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을 선호하고 사람들과 감정을 교환하기 좋아하는 특성으로 정의한다. 

휴먼터치를 지향할수록 기계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어하거나, 

변화를 좇는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노력을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기계 감성

을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인간의 작업을 가치 있게 여긴다(이영

호, 2018). 따라서 휴먼터치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은 기계가 만든 제품보다 

인간이 만든 제품에 더 큰 가치를 둘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써 

최낙환(2010)은 제품의 상징적 의미와 소비자가 추구하는 인간 가치

(human value)의 가치부합성이 소비 비전과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들의 휴먼터치 지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금까지 휴먼터치 지향을 중점적으로 분

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AI+인간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휴먼터치 지향의 조절 효

과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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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 모형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 수행을 위

한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인간)에 따른 패션 디자이너 역량 및 제품 품질 지각 

차이를 가정하고, 패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이 제품 품질 지각, 성과기대, 구

매의도에 미치는 일련의 영향 관계를 추론한다. 그리고 인지된 디자인 주체

에 따라 영향 경로에 나타나는 차이를 예측한다. 

 

1.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여러 선행연구에서 인간과 AI의 작업 성과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비교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raefe et al.(201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 주체와 관계없

이 인간이 작성했다고 제시한 기사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Prentice 

and Nguyen(2020)의 연구에서는 AI의 반응성, 공감성, 신뢰성, 정확성에 

있어 AI 직원보다 인간 직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uo et al.(2019)

은 AI 콜센터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힐 때와 밝히지 않았을 때의 응답자 반

응을 살펴보았는데, 결과적으로 AI 직원이 아무리 우수한 능력을 지니고 있

더라도 고객은 AI 직원이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

껴 구매의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리(2019)의 연구에서는 소

비자들이 상징적 제품을 소비할 때, AI 추천보다 인간의 추천에 더 높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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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를 보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대체로 사람들은 AI보다 인간의 작업과 결과물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AI의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는 이유는 현상유지편향 행동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상유지편향 행동

이란 소비자들이 종종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저항을 나타내고 기

존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행동이다(Talke & Heidenreich, 2014). 이는 대체 

시스템의 이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합리적 의사 결정, 손실에 대한 

인지적 오해,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심리적 몰입 등의 이유로 인

해 유발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특히 IT와 관련된 사안일 

때, 더 나은 대안이 있더라도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애착이나 지속이용의도

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Polites & Karahanna, 2012). 이에 본 연구는 인

지된 디자인 주체가 인간일 때,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일 때보다 소비자

들이 패션 디자이너 역량 및 제품 품질을 더 높게 지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른 소비

자들의 패션 디자이너 역량(창의력, 공감력) 및 제품 품질(기능성, 심미

성, 상징사회성) 지각을 비교한다. 

 

가설 1-1.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인간일 때, AI일 때보다 창의력(a), 공

감력(b), 기능성(c), 심미성(d), 상징사회성(e) 지각이 더 높을 것이다. 

 

소비자들의 혁신성 지각은 새로운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반

대로 변화에 저항하는 태도를 야기하기도 한다(Ram, 1987). 같은 맥락에서, 

AI 패션 디자이너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디자인 주체이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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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은 이에 대해 혁신 저항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Mende et 

al.(2019)의 연구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인간의 형태를 가진 로봇에게 불

편함 및 인간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하였다. Longoni et al.(2019)

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AI의 능력이 인간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AI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telo et 

al.(2019)의 연구에서도 알고리즘이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비

자들은 알고리즘이 주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알고리즘을 꺼린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AI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 패션 디자이너

인 경우에 패션 디자이너 역량 및 제품 품질 지각이 인간 패션 디자이너일 

때보다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2.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일 때, 인간일 때보다 창의력

(a), 공감력(b), 기능성(c), 심미성(d), 상징사회성(e) 지각이 더 낮을 

것이다.  

 

제품 및 서비스 맥락에서, 주체자의 창의력은 소비자들의 제품 및 서비

스 품질 지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서 최수정 외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상담사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수록 상담 품질과 고객 만족을 증가시켰다. 신재홍(2014)의 연구에서

는 창의적 디자인 수상작을 대상으로 고객 혜택 요소를 분석한 결과, 사용

단계에서 기능성, 심미성, 사용성이 고객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장성복과 이철영(2015)의 연구에서는 웹 디자이너의 창의적 행동과 

전문적 소양이 직무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마찬가지로, 패션 디

자이너는 창의력을 발휘한 의류 제품을 디자인함으로써 브랜드 경쟁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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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다(Freeman, 2015). 즉, 소비자들은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의류 제품의 품질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

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2. 소비자들의 패션 디자이너 역량(창의력, 공감력) 지각, 제품 

품질(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 지각, 성과기대, 구매의도 간 영향 관

계를 살펴본다. 

 

가설 2-1.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 지각은 의류 제품의 기능성(a), 심미

성(b), 상징사회성(c) 지각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의력과 마찬가지로, 디자이너의 공감력은 소비자들이 제품 품질을 평

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행 요인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경원 외(2014)

는 디자이너의 공감력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디자인 및 공동디자

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 상담심리사의 확인 절차를 통해 

공감력에 따라 디자이너를 구분하여 디자인 결과물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였

다. 그 결과, 공감력이 우수한 디자이너는 반복적인 소통을 통해 견고한 디

자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지만, 그렇지 않은 디자이너는 높은 확률로 디자인 

고착에 빠질 가능성을 보였다. 정재희(2019)의 연구에서도 고객에 대한 디

자이너의 공감력이 혁신적인 디자인 결과물의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

의 공감력이 제품 품질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2.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 지각은 의류 제품의 기능성(a), 심미



 

34 

 

성(b), 상징사회성(c) 지각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 지각은 

긍정적인 성과기대를 이끌어낸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Kang(2014)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웹캠을 활용하여 증강현실 및 모션 캡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금전적, 편의적, 정서적, 사회적 

가치가 높을수록 실용적 성과기대가 높아지고 사용의도가 증가했다. 

Loureiro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 웹 사이트에 대한 성과기

대 동인과 결과를 탐구한 결과, 패션 웹사이트의 정보와 기술의 품질, 소비

자의 과거 경험 및 사회적 영향이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진(2012)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몰의 디자인 심미성이 

긍정 감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 이는 구매의도로 이어졌다. 의류 

제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기능성, 심미성 및 상징사회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소비자의 만족적인 측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강은미 

& 박은주, 2003; 김지연 & 이은영, 2004).  

의류 제품의 품질 평가에 있어서 소비자 만족 및 혜택적인 측면은 본 연

구의 성과기대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류 제품의 기능성, 심미

성, 상징사회성이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3. 의류 제품의 기능성 지각은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의류 제품의 심미성 지각은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의류 제품의 상징사회성 지각은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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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이다. 

 

패션 산업에서 옴니채널, 가상 착의 시스템, 온라인 중고 의류 대여 플랫

폼, 증강현실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성과기대는 서비스에 대한 수용의도 및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증가시킨다

(Alalwan, 2018; Juaneda-Ayensa et al., 2016; Qasem, 2020; 

Shrivastava et al., 2020). 이에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 역량 및 제품 품

질 지각으로 인해 높아진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2-6. 성과기대는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은 창의력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여겨왔다(정원준 & 김승인, 2018). 그러나 AI가 창의적인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 및 프로젝트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Parisi, 2013; Zhu et al., 2017). Sbai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

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독창적이며 호감이 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

들은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인간일 뿐 아니라, AI 혹은 AI+인간일 때도 패

션 디자이너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디자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할수록 제품 품

질이 좋아질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AI 패션 디자이너는 창의

력에 비해 공감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은지와 성용준(2020)의 연

구에서도 사용자들은 AI 스피커와의 공감적인 대화가 잘되지 않는다고 느

꼈으며 이를 개선점으로 꼽았다. 나아가 Shank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직관적, 공감적 능력과 같은 인간의 영역을 AI가 침해한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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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때 불쾌, 불안, 혼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이에 따라, 패

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은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인간이 있을 때만 제품 품질 

지각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은 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3.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른 소비

자들의 패션 디자이너 역량(창의력, 공감력) 지각, 제품 품질(기능성, 심

미성, 상징사회성) 지각, 성과기대, 구매의도 간 영향 관계를 비교한다. 

 

가설 3.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라 패션 디

자이너 역량(창의력, 공감력) 지각이 제품 품질(기능성, 심미성, 상징사

회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일 때,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 지

각은 의류 제품의 기능성(a), 심미성(b), 상징사회성(c) 지각에 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일 때,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 지

각은 의류 제품의 기능성(a), 심미성(b), 상징사회성(c)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가설 3-3.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인간이 포함될 때(AI+인간, 인간), 패

션 디자이너의 창의력 지각은 의류 제품의 기능성(a), 심미성(b), 상징

사회성(c) 지각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인간이 포함될 때(AI+인간, 인간), 패

션 디자이너의 공감력 지각은 의류 제품의 기능성(a), 심미성(b), 상징

사회성(c) 지각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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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품의 기능성은 의류의 가장 기초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소비자들

은 인간 패션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류의 기능성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AI 

패션 디자이너일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현영(2019)의 연

구에 따르면, AI 스피커 사용자들은 AI 스피커의 기능성을 다른 속성들보다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은지와 성용준(2020)의 연구에서도 사용자들

은 AI 스피커가 주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 편리함, 유용함, 정서적 만

족감을 느꼈고 지속적인 사용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telo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업무의 성격이 객관적일수록 사람들의 AI에 대한 

신뢰와 사용의도가 증가하였으며, Prentice and Nguyen(2020)의 연구에서

는 AI가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응답이 빠를수록 고객 참여 및 고객 로

열티가 높아졌다. AI는 기계적, 분석적 작업 능력이 뛰어나며, 객관적인 지

능을 바탕으로 하는 역량에 강점이 있다(Huang & Rust, 2018). 즉, 의류 

제품의 기능성은 객관적이고 도구적인 품질 속성에 해당하므로(오현정, 

1997), AI 패션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류 제품은 기능성에 강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인간 패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의류 제

품뿐만 아니라 AI 패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의류 제품의 기능성이 높을수

록 성과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선행연구자가 의류 제품의 유형이나 소비자 특성에 상

관없이 심미성이 소비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Stokes 

& Black, 2012; Suh et al., 2010; Hwang et al., 2016). AI 제품 혹은 AI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심미성은 소비 및 사용의 중요한 동인으로 꼽

혔다(Ameen et al., 2021; Yu et al., 2018; 이은지 & 성용준, 2020). 인간

은 미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지된 디자인 주

체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은 의류 제품의 심미성이 높을수록 혜택을 크게 느

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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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자들은 의류 제품의 상징사회성이 인간의 손길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상징적 혹은 사

회적인 의미를 중요시할수록 AI에 거부적인 태도를 가지며(Leung et al., 

2018), 제품의 기능보다는 상징적 가치가 더 높은 제품의 경우에 로봇보다 

인간이 만든 것을 선호한다(Granulo et al., 2020). 이한신과 김판수(2019)

의 연구에서도 AI 음성인식 제품의 사회성이 소비자 저항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인간 패션 디자이너의 개입 없이 AI 패션 디자

이너가 단독으로 디자인한 의류 제품의 상징사회성에 좋은 혜택을 기대하

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일 때(vs. AI+인간, 인간), 의류 제품

의 기능성(a), 심미성(b) 지각이 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징사회

성(c) 지각이 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클 것이다. 

 

가설 2-6과 같이, 여러 선행연구는 성과기대가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수용의도 및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Alalwan, 

2018; Juaneda-Ayensa et al., 2016; Qasem, 2020; Shrivastava et al., 

2020). AI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로, Prentice and Nguyen(2020)의 연구에

서 AI를 통한 서비스 경험이 만족스러울수록 고객 참여가 높아진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AI, AI+인간, 인간 패션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상관없이 성과

기대는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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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선과 최보름(2019)의 연구에 따르면, 상담원이 챗봇일 때 소비자들

은 금융지식이 낮을수록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태민(2009)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지식

이 낮을수록 충성도 형성 과정에서 정황적 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uger and Sellen(2016)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AI 지

식수준이 낮을수록 AI 역량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소

비자들은 AI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AI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므로 패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이 제품 품질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4.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른 소비

자들의 AI 지식과 휴먼터치 지향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다. 

 

가설 6-1.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일 때, 소비자들의 AI 지식수

준이 낮을수록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 지각이 의류 제품의 품질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휴먼터치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은 인간이 주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낙환(2010)의 연구에서도 제품의 상징적 의미와 인간 가치의 

가치부합성은 소비 비전과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휴먼터치 지향이 강할수록 AI+인간 패

션 디자이너에 대한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유추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40 

 

가설 6-2.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일 때, 소비자들의 휴먼터치 

지향이 강할수록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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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모형 

 

도출된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그림 3-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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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절에서는 연구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자극물 제작과

정을 기술하고,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서 설문 문항을 서

술한 뒤 분석 방법을 명시한다. 

 

1. 자극물 제작 및 선정 

 

본 연구는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른 패션 

디자이너 역량(창의력, 공감력) 및 제품 품질(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 변수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집단 간 설

계를 시행하였다. 이때, 패션 디자이너 역량 평가를 위해 동영상 자극물을 

제작하였으며, 제품 품질 평가에는 실제 의류 제품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패션 디자이너는 소비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으므

로,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단별 패션 디자이너에 관한 동영상 자

극물을 제작하였다. 먼저, AI 패션 디자이너에 관한 동영상은 뉴스에 소개된 

AI 패션 디자이너에 관한 영상을 편집하여 제작하였다. AI+인간 패션 디자

이너에 관한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뉴스 영상에서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장

면을 편집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인간 패션 디자이너에 관한 동영상은 유

튜브를 참고하여 패션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과정이 생생히 나타난 장면으

로 구성하였다. 세 동영상은 모두 1분 30초 내외의 길이로 설정하였다.  

둘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따른 제품 품질 평가를 위해 모든 응답자에

게 동일한 의류 제품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해당 이미지는 인도 패션 전자

상거래 회사인 Myntra에서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의류 제품이며, 응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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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류 제품의 품질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상의 9벌, 원피스 6

벌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설문에 첨부한 이미지는 부록의 설문지에

서 확인할 수 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설문을 시행하기 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 

IRB)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승인 후 전문 리서치 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

인(Macromill Embrain)에 의뢰하여 20~30대 여성 패션 소비자를 대상으

로 설문을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을 20~30대 여자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AI와의 관계를 조사한 정용균(2020)의 연구에 따르면, 20대는 

40~50대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지식이 많고 향후 AI를 활용한 

의사가 명확한 편이다. 그리고 이희준 외(2019)의 연구에서는 30대가 AI 

스피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이고 혁신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20대와 30대는 AI에 대한 지식이 높고 혁신적 성향이 높은 편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패션 관여도와 패션 지식이 더 높

기 때문에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들은 세 가지 조건에 무작위로 할

당되었다. 첫째는 AI 패션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조건

이고, 둘째는 AI 패션 디자이너가 먼저 작업한 뒤 인간 패션 디자이너가 수

정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여 디자인했다고 알려주는 조건이고, 셋째는 

인간 패션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고 알려주는 조건이다. 동영상을 제시하기 

전에 온라인 응답자들의 외생 변인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하여 영상 시청에 

방해를 받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는 문구를 넣었으며, 화면이 잘 나

오고 음향이 잘 들리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영상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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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응답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집단에 해당하는 디

자이너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이후, 세 집단 모두 동영상 자극물을 제

시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조건별 디자인 주체를 인지하게 하였다. 영상 시청

이 끝난 후에는 영상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항에 응답하게 하

였으며, 오답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 설문에 참여할 수 없게 하였다. 응답자

들이 패션 디자이너 역량에 대한 평가를 끝낸 뒤에는 세 조건 모두 같은 의

류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보게 하였다. 이는 AI 패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의류 제품이며, 응답자들이 이미지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하

였다. 이어서 응답자들이 제품 품질을 평가하고, 성과기대, 노력기대, 감정, 

구매의도, AI 지식에 관한 문항에 응답한 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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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문항의 구성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설문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주요 설문 문항은 크게 패션 디자이너 역량, 제품 품질, 성과기

대, 구매의도, AI 지식, 휴먼터치 지향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의 하위 요인은 창의력, 공감력이며 각각 4문항씩 설

정하였다. 제품 품질의 하위 요인은 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이며 각각 

4문항, 4문항,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과기대는 5문항, 구매의도는 3문항

으로 설정하였다. 조절 변수인 AI 지식과 휴먼터치 지향은 각각 4문항씩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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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패션 디자이너 역량 평가 척도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은 창의력, 공감력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

하였다. 창의력은 Zhou and George(2001)의 연구를 참고하였고, 공감력은 

Parasuaman et al.(1991), 조규은과 김승인(201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3-1>과 같다. 

 

 

<표 3-1> 패션 디자이너 역량의 측정문항 및 출처 

차원 요인 문항 참고 문헌 

패 

션  

 

디 

자 

이 

너 

 

역 

량 

창의력 

OO 디자이너는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옷을 디자인할 것이다. 

Zhou & 

George 

(2001) 

OO 디자이너는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떠올릴 것이다. 

OO 디자이너는 옷을 디자인할 때 

창의력을 발휘할 것이다. 

OO 디자이너는 평범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옷을 디자인할 것이다. 

공감력 

OO 디자이너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Parasuraman 

et al.(1991), 

조규은 & 

김승인 

(2019) 

OO 디자이너는 나에 대한 이해가 뛰어날 

것이다. 

OO 디자이너는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OO 디자이너는 나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잘 헤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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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품 품질 평가 척도 

 

제품 품질은 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의 세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기

능성은 오현정(1997)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심미성은 Lennon and 

Fairhurst(1994)의 연구를 참고하였고, 상징사회성은 Andreoni and 

Bernheim(2009)과 오현정(1997)의 연구를 참고 및 보완하였다. 설문 문

항은 <표 3-2>와 같다. 

 

 

 

<표 3-2> 제품 품질의 측정문항 및 출처 

차원 요인 문항 참고 문헌 

의 

류 

제 

품 

 

품 

질 

기능성 

OO 디자이너의 옷은 오래 입어도 형태가 잘 

유지될 것이다. 

오현정 

(1997) 

OO 디자이너의 옷은 튼튼해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이다. 

OO 디자이너의 옷은 소재의 성능이 뛰어날 

것이다. 

OO 디자이너의 옷은 신축성이 좋아 착용 시 

편안할 것이다. 

심미성 

OO 디자이너의 옷은 패셔너블할 것이다. 

Lennon & 

Fairhurst 

(1994) 

OO 디자이너의 옷은 스타일이 매력적일 

것이다. 

OO 디자이너의 옷은 디자인이 예쁠 것이다. 

OO 디자이너의 옷은 패턴이나 무늬가 

조화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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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사회성 

OO 디자이너의 옷을 착용하면 나의 품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Andreoni & 

Bernheim 

(2009), 

오현정 

(1997) 

OO 디자이너의 옷을 착용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OO 디자이너의 옷은 나의 신분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할 수 있을 것이다. 

OO 디자이너의 옷을 입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OO 디자이너의 옷을 입으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것이다. 

OO 디자이너의 옷을 입으면 주변사람들이 

인식하는 내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OO 디자이너의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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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과기대 평가 척도 

 

성과기대는 Gursoy et al.(2019), Venkatesh et al.(2003)의 연구를 참

고 및 보완하여 연구자가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3-3>과 

같다. 

 

 

 

<표 3-3> 성과기대의 측정문항 및 출처 

차원 문항 참고 문헌 

성과기대 

OO 디자이너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잘 찾아줄 것이다. 

Gursoy et al. 

(2019), 

Venkatesh et 

al.(2003) 

OO 디자이너는 내게 필요한 옷을 신속하게 

디자인해 줄 것이다. 

OO 디자이너는 내가 이전에 원하는 옷이 

없어 느꼈던 불편함을 줄여줄 것이다. 

그동안 옷의 디자인이 뻔하다고 느꼈는데, 

OO 디자이너는 이를 해결해 줄 것이다. 

OO 디자이너는 옷에 있어 나에게 새로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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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매의도 평가 척도 

 

구매의도는 Venkatesh and Davis(2000)의 연구를 참고 및 보완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3-4>와 같다. 

 

 

 

<표 3-4> 구매의도의 측정문항 및 출처 

차원 문항 참고 문헌 

구매

의도 

나는 OO 디자이너의 옷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Venkatesh & 

Davis 

(2000) 

나는 옷을 구매해야 한다면, OO 디자이너의 옷을 

고려할 것이다. 

OO 디자이너의 옷은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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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비자 특성 평가 척도 

 

소비자 특성은 AI 지식, 휴먼터치 지향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AI 지식은 심지숙(2017)의 연구를 참고 및 보완하였고, 휴먼터치 지향은 

김형회(2003), 이민후 외(2016)의 연구를 참고 및 보완하여 연구자가 재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3-5>, <표 3-6>과 같다. 

 

 

<표 3-5> AI 지식의 측정문항 및 출처 

차원 문항 참고 문헌 

AI 

지식 

나는 인공지능 관련 정보(언론, SNS 등)를 접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심지숙 

(2017) 

나는 인공지능이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인공지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표 3-6> 휴먼터치 지향의 측정문항 및 출처 

차원 문항 참고 문헌 

휴먼터치  

지향 

나는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김형회 

(2003), 

이민후 외 

(2016) 

나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제품을 좋아한다. 

나는 기계보다 사람이 만든 제품을 더 좋아한다.  

사람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더라도, 나는 

사람의 손길이 거친 것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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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1. 자료의 수집 

 

2020년 11월, 전국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설문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패널

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331개의 표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321개의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4.2.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6.0과 Process Macro v3.5 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수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와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집단 간 동질성 검정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변수의 구조,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을 위해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변수 간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Process Macro의 Model 1

을 활용해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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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제 1 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최종 분석에 활용한 응답은 총 321개이며,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모든 응답자는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0.02세로 

20대와 30대의 응답이 고르게 수집되었다. 거주지는 서울이 94명(29.3%), 

경기도가 89명(27.7%), 부산이 24명(7.5%), 인천이 21명(6.5%), 대구가 

11명(3.4%), 대전이 11명(3.4%), 광주가 10명(3.1%), 울산이 6명(1.9%)

으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

답자의 72.6%는 미혼이고, 최종 학력은 대학교 재학 이상이 93.5%로 나타

나 응답자들은 학력 수준이 높은 미혼 여성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직업은 

사무직(53.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생(13.7%)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

다. 월평균 가계 수입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2%), 300만원 이

상 400만원 미만(15.9%),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15.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균 패션 상품 구입 지출액의 경우, 10만원 이상 30만원 미

만(40.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32.4%)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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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세부 범주 빈도 백분율 

성별 
여성 321 100.0 

합계 321 100.0 

연령 

20~29 세 161 50.2 

30~39 세 160 49.8 

합계 321 100.0 

거주지 

서울 94 29.3 

부산 24 7.5 

대구 11 3.4 

인천 21 6.5 

광주 10 3.1 

대전 11 3.4 

울산 6 1.9 

경기도 89 27.7 

강원도 8 2.5 

충청북도 7 2.2 

충청남도 9 2.8 

전라북도 6 1.9 

전라남도 3 0.9 

경상북도 8 2.5 

경상남도 8 2.5 

제주도 3 0.9 

세종 3 0.9 

합계 321 100.0 

결혼 여부 

미혼 233 72.6 

기혼 87 27.1 

기타 1 0.3 

합계 321 1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21 6.5 

대학교 재학 41 12.8 

대학교 졸업 231 72.0 

대학원 재학 이상 28 8.7 

합계 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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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주부 16 5.0 

학생 44 13.7 

사무직 173 53.9 

전문직 26 8.1 

경영 관리직 1 0.3 

전문 기술직 25 7.8 

생산직 근로자 1 0.3 

서비스/판매직 16 5.0 

기타 19 5.9 

합계 321 100.0 

월평균 

가계 수입 

100 만원 미만 10 3.1 

100 만원 이상 ~ 200 만원 미만 26 8.1 

200 만원 이상 ~ 300 만원 미만 65 20.2 

300 만원 이상 ~ 400 만원 미만 51 15.9 

400 만원 이상 ~ 500 만원 미만 44 13.7 

500 만원 이상 ~ 600 만원 미만 51 15.9 

600 만원 이상 ~ 800 만원 미만 37 11.5 

800 만원 이상 ~ 1,000 만원 미만 18 5.6 

1,000 만원 이상 ~ 1,500 만원 미만 15 4.7 

1,500 만원 이상 4 1.2 

합계 321 100.0 

월평균 

패션 상품 

구입 

지출액 

5 만원 미만 35 10.9 

5 만원 이상 ~ 10 만원 미만 104 32.4 

10 만원 이상 ~ 30 만원 미만 130 40.5 

30 만원 이상 ~ 50 만원 미만 31 9.7 

50 만원 이상 ~ 100 만원 미만 16 5.0 

100 만원 이상 ~ 200 만원 미만 5 1.6 

합계 321 100.0 

  



 

56 

 

제 2 절 자극물 조작 검정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정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제시한 설문의 자극물이 적절히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고, 세 비교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정하였다. 

 

1. 자극물 조작 검정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주체를 AI, AI+인간, 인간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설계를 통해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측정하였다. 응답자

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 집단 모두 해당 디자이너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였으며, 자극물의 분량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극물은 모

두 약 1분 30초 길이로 맞추었다. 본 설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응답자들이 

디자인 주체를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작 점검 문항을 삽

입하였고, 오답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 설문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무작위 할당된 자극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 가지 자극물이 

적절하게 조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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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간 동질성 검정 

 

2.1.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동질성 

 

집단 간 동질성 검정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간 응답자들의 연령, 거주지, 

결혼 여부, 최종 학력, 직업, 월평균 가계 수입, 월평균 패션 상품 구입 지

출액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집단은 인구통계학

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58 

 

<표 4-2>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 

항목 세부 범주 

빈도 

F sig. AI 

(n=109) 

AI+인간 

(n=104) 

인간 

(n=108) 

연령 
20 대 55 53 53 

.040 .960 
30 대 54 51 55 

거주지 

서울 36 25 33 

1.222 .296 

부산 8 6 10 

대구 3 3 5 

인천 4 10 7 

광주 3 5 2 

대전 2 3 6 

울산 1 3 2 

경기도 34 28 27 

강원도 3 3 2 

충청북도 4 3 0 

충청남도 4 2 3 

전라북도 1 2 3 

전라남도 2 1 0 

경상북도 3 3 2 

경상남도 1 4 3 

제주도 0 0 3 

세종 0 3 0 

결혼 여부 

미혼 83 75 75 

.633 .532 기혼 26 28 33 

기타 0 1 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1 6 4 

1.831 .162 
대학교 재학 15 15 11 

대학교 졸업 74 74 83 

대학원 재학 이상 9 9 10 

직업 

주부 7 5 4 

2.482 .085 

학생 21 13 10 

사무직 60 47 66 

전문직 6 7 12 

경영 관리직 0 1 0 

전문 기술직 8 13 5 

생산직 근로자 1 0 0 

서비스/판매직 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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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 9 6 

월평균 

가계 수입 

100 만원 미만 6 3 1 

1.000 .369 

100 만원 이상 ~ 

200 만원 미만 
7 10 9 

200 만원 이상 ~ 

300 만원 미만 
28 16 212 

300 만원 이상 ~ 

400 만원 미만 
13 20 18 

400 만원 이상 ~ 

500 만원 미만 
16 11 17 

500 만원 이상 ~ 

600 만원 미만 
18 20 13 

600 만원 이상 ~ 

800 만원 미만 
10 12 15 

800 만원 이상 ~ 

1,000 만원 미만 
7 6 5 

1,000 만원 이상~ 

1,500 만원 미만 
3 4 8 

1,500 만원 이상 1 2 1 

월평균 

패션 상품 

구입 

지출액 

5 만원 미만 12 13 10 

1.296 .275 

5 만원 이상 ~ 

10 만원 미만 
29 40 35 

10 만원 이상 ~ 

30 만원 미만 
49 36 45 

30 만원 이상 ~ 

50 만원 미만 
11 9 11 

50 만원 이상 ~ 

100 만원 미만 
5 6 5 

100 만원 이상 ~ 

200 만원 미만 
3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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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비자 특성의 동질성 

 

본 연구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패션 디자이너 역량과 제품 품질 지각이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별 

응답자들의 AI에 관한 지식수준과 휴먼터치를 지향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

으면 연구 결과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집단 간 의류 제품 평가 비교를 위해 대표 이미지를 제

시한 뒤 제품 품질을 평가하게 하였다. 이때, 해당 이미지의 스타일이 평소 

본인의 스타일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집단 간 유의확률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는 AI에 관한 지

식, 휴먼터치 지향, 본인 스타일 일치도의 외부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여, 세 변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간 응답자들의 AI에 관한 지식, 휴먼터치 지향, 본인 스타

일 일치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

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집단 간 소비자 특성의 동질성 검정 

집단 

구분 

AI 

(n=109) 

AI+인간 

(n=104) 

인간 

(n=108) 
F sig. 

AI 지식 3.75 3.78 4.00 1.279 .280 

휴먼터치 지향 4.44 4.47 4.37 .262 .769 

본인 스타일 일치도 2.75 2.99 2.81 .822 .440 

Note: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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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구성한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을 검정하고자 한다. 척도의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베리멕스(Varimax) 회

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측정 문항의 신뢰성 검정을 위하여 크론

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을 도출하여 살펴보았다. 

 

1. 패션 디자이너 역량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패션 디자이너 역량은 창의력과 공감력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해, 패션 디자이너 역량에 관한 8

개의 측정 문항에 대해 베리멕스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수는 고유값 1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설명된 총분산과 스크리 도표 

확인을 거친 후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패션 디자이너 역량

의 하위 차원은 창의력과 공감력으로 적절히 도출되었다. 각 측정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측정 문항은 총 분산의 

80.4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척도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요인별 

측정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척도의 내

적 일관성이 검정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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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패션 디자이너 역량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측정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창의력 

OO 디자이너는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옷을 

디자인할 것이다. 

.927 

3.519 
43.984 

(43.984) 
.940 

OO 디자이너는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떠올릴 것이다. 

.923 

OO 디자이너는 옷을 디자인할 

때 창의력을 발휘할 것이다. 
.889 

OO 디자이너는 평범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옷을 

디자인할 것이다. 

.853 

공감력 

OO 디자이너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903 

2.918 
36.478 

(80.462) 
.882 

OO 디자이너는 나에 대한 

이해가 뛰어날 것이다. 
.893 

OO 디자이너는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763 

OO 디자이너는 나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잘 헤아릴 것이다.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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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품질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제품 품질의 속성은 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

성으로 구성하였다. 제품 품질에 관한 15개의 측정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과 베리멕스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요인수는 고유값 

1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설명된 총분산과 스크리 도표 확인을 거

친 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품 품질의 하위 차원은 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적절히 도출되었다. 모든 측정 문

항의 요인 부하량은 0.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누적 분산이 총 분산의 

79.351%로 나타나 척도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요인별 측정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모두 0.8 이상으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냈다. 분석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제품 품질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측정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상징 

사회성 

OO 디자이너의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 것이다 

.842 

4.846 
32.304 

(32.304) 
.953 

OO 디자이너의 옷은 나의 

신분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할 수 있을 

것이다. 

.840 

OO 디자이너의 옷을 

착용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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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디자이너의 옷을 

입으면 주변사람들이 

인식하는 내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796 

OO 디자이너의 옷을 

입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767 

OO 디자이너의 옷을 

착용하면 나의 품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706 

OO 디자이너의 옷을 

입으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것이다. 

.609 

심미성 

OO 디자이너의 옷은 

패셔너블할 것이다. 
.837 

3.571 
23.806 

(56.110) 
.897 

OO 디자이너의 옷은 

스타일이 매력적일 것이다. 
.822 

OO 디자이너의 옷은 

디자인이 예쁠 것이다. 
.802 

OO 디자이너의 옷은 

패턴이나 무늬가 조화로울 

것이다. 

.786 

기능성 

OO 디자이너의 옷은 오래 

입어도 형태가 잘 유지될 

것이다. 

.832 

3.486 
23.241 

(79.351) 
.920 

OO 디자이너의 옷은 

튼튼해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이다. 

.826 

OO 디자이너의 옷은 

소재의 성능이 뛰어날 

것이다. 

.821 

OO 디자이너의 옷은 

신축성이 좋아 착용 시 

편안할 것이다.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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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기대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성과기대는 총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요인 부하량

이 낮은 문항 1개를 제거하고 다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성과기대는 단일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측정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총 분산의 64.252%를 설명하였다. 요인별 측정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0.8 이상으로 나타나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검정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성과기대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측정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성과기대 

OO 디자이너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잘 

찾아줄 것이다. 

.866 

2.570 
64.252 

(64.252) 
.809 

OO 디자이너는 내가 

이전에 원하는 옷이 없어 

느꼈던 불편함을 줄여줄 

것이다. 

.845 

OO 디자이너는 내게 

필요한 옷을 신속하게 

디자인해 줄 것이다. 

.801 

그동안 옷의 디자인이 

뻔하다고 느꼈는데, OO 

디자이너는 이를 해결해 

줄 것이다.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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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구매의도는 선행연구에 따라 총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주성분 분

석 결과, 구매의도는 고유치 1 이상의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측

정 문항은 0.9 이상의 높은 요인 부하량을 나타냈으며, 총 분산의 83.872%

를 설명하여 척도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

은 0.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구매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측정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구매의도 

나는 OO 디자이너의 

옷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927 

2.516 
83.872 

(83.872) 
.904 

나는 옷을 구매해야 

한다면, OO 디자이너의 

옷을 고려할 것이다. 

.914 

OO 디자이너의 옷은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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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특성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본 연구는 소비자 특성으로서 AI 지식과 휴먼터치 지향을 측정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각각 4문항씩 구성하였으며,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을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변수 모두 고유

치 1 이상의 단일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요인 부하량은 모두 0.6 이상의 

값을 보였다. AI 지식의 경우 모든 측정 문항이 총 분산의 84.999%를 설명

하였고, 휴먼터치 지향은 측정 문항이 총 분산의 64.381%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측정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모두 0.8 이

상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8>, <표 4-9>와 같다.  

 

 

<표 4-8> AI 지식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측정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AI 지식 

나는 인공지능 관련 

정보(언론, SNS 등)를 

접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944 

3.400 
84.999 

(84.999) 
.941 

나는 인공지능이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있다. 

.92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919 

나는 인공지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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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휴먼터치 지향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측정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휴먼터치 

지향 

나는 기계보다 사람이 

만든 제품을 더 

좋아한다. 

.865 

2.575 
64.381 

(64.381) 
.813 

사람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더라도, 나는 

사람의 손길이 거친 것을 

선호한다. 

.848 

나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제품을 좋아한다. 
.817 

나는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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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변수의 기술 통계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 검정에 앞서 측정 변수의 기술 통계를 통해 자료

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모든 변수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SPSS 26.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

10>과 같다. 

먼저,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M=4.50), 공감력(M=4.41)이 의류 제품

의 기능성(M=3.75), 심미성(M=4.22), 상징사회성(3.53)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디자이너 역량 및 제품 품질 속성 중 가장 높

은 평균값을 보인 요인은 창의력(M=4.50)이며, 상징사회성(M=3.53)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성과기대(M=4.43)와 구매의도(M=4.00)는 

중앙값인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성과기대와 구매의

도를 높이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절 변수의 경우에는 AI 지식

(M=3.84)보다 휴먼터치 지향(M=4.43)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때 

AI 지식과 휴먼터치의 표준편차는 각각 1.24,1.04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AI 

지식수준에 더욱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0 

 

<표 4-10>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창의력 1.00 7.00 4.50 1.45 

공감력 1.00 7.00 4.41 1.09 

기능성 1.00 7.00 3.75 1.09 

심미성 1.00 7.00 4.22 1.08 

상징사회성 1.00 7.00 3.53 1.17 

성과기대 1.00 7.00 4.43 1.05 

구매의도 1.00 7.00 4.00 1.24 

AI 지식 1.00 7.00 3.84 1.24 

휴먼터치 지향 1.00 7.00 4.43 1.04 

본인 스타일 일치도 1.00 7.00 2.85 1.40 

Note: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N=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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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구문제 검정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4개의 연구문제를 검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검정 방법은 <표 4-11>과 같다. 먼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 

패션 디자이너 역량 및 제품 품질 지각을 비교하는 연구문제 1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연구결과 1에 제시한다. 그리고 다중회귀

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전체 집단과 각 집단 간 모형 경로를 확인

하는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을 살펴보며, 이는 연구결과 2~5에 기술한다. 

이어서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연구문제 4에 해당하는 AI 지식 및 휴

먼터치 지향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연구결과 6에 제시한다.  

 

 

 

<표 4-11> 연구문제 검정 방법 

연구문제 분석 방법 분석 도구 

1 평균 비교 일원배치 분산분석 

SPSS 26.0 
2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 3 

4 Process Macro 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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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 간 패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과 제품 품질 지각 비교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따라 소비자들의 패션 디자이너 역량(창의력, 공

감력) 및 제품 품질(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 지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집단 간 구체적인 차

이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Levene 검정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창의력을 제외한 공감력, 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 요인의 유의

확률이 0.1 이상으로 나타나 집단 간 등분산 가정에 문제가 없으며 평균 차

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 창의력 요인은 

Welch 검정을 추가로 진행함으로써 집단 간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p<.001). 

다음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Duncan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 있어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인간일 때(vs. AI) 평

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AI 패션 디자이너보다 인

간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창의력, 공감력)과 인간 패션 디자이너가 디자인

한 제품의 품질(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이 더 높다고 지각하였다. 이

는 선행연구에서 사람들이 AI보다 인간의 노동력과 작업물을 더 선호한 것

과 같은 맥락이다(Graefe et al., 2018; Longoni et al., 2019; Luo et al., 

2019; Mende et al., 2019; Prentice & Nguyen, 2020; 김예리, 2019). 따

라서 가설 1-1이 지지되었다.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인간일 때와 AI+인간일 때를 비교하면, 응답자들

은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AI+인간일 때보다 인간 패션 디자이너일 때 

더 높다고 지각하였고, 의류 제품의 심미성과 상징사회성 또한 AI+인간일 

때보다 인간 패션 디자이너일 때 더 높다고 지각하였다. 이때, 두 집단 모

두 인간이 작업에 참여했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AI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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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본 분석의 결과는 인간 패션 디자이

너가 AI와 협업하면 AI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인간 패

션 디자이너의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러 선행연

구에서도 소비자들은 AI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고, 이로 인해 AI

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가 도출되기도 하였다(Castelo et al., 2019; Longoni et al., 2019; Mende 

et al., 2019). 그러나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은 인간과 AI+인간 패션 디

자이너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AI와 AI+인간 패션 디자이너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제품의 기능성도 인간과 AI+인

간 패션 디자이너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가설 

1-2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4-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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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따른 패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 및 제품 

품질 지각 비교 

종속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값 사후검정결과 

창의력 

AI(a) 3.80 1.33 

81.863*** c>b,a AI+인간(b) 4.00 1.26 

인간(c) 5.68 0.92 

공감력 

AI(a) 4.35 1.09 

3.611* c,b>b,a AI+인간(b) 4.24 1.10 

인간(c) 4.62 1.04 

기능성 

AI(a) 3.45 1.03 

7.498** c,b>a AI+인간(b) 3.83 1.00 

인간(c) 3.99 1.17 

심미성 

AI(a) 3.98 1.12 

10.844*** c>b,a AI+인간(b) 4.07 0.98 

인간(c) 4.60 1.05 

상징사회성 

AI(a) 3.24 1.18 

10.225*** c>b,a AI+인간(b) 3.43 1.07 

인간(c) 3.92 1.16 

Note: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N=321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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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이 제품 품질 지각에 미치는 영향 

 

패션 디자이너 역량(창의력, 공감력) 지각이 제품 품질(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 변수에 창의력과 

공감력을 투입하고 종속 변수에 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을 투입하여 총 

세 번의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회귀 모형의 적합

도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3>, <표 

4-14>, <표 4-15>와 같다.  

첫째, 세 집단을 모두 합쳤을 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창의

력은 기능성(β=.276, p<.001), 심미성(β=.327, p<.001), 상징사회성(β

=.327, p<.001)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

는 주체자의 창의력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서비스와 제품 품질을 높게 지

각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신재홍, 2014; 장성복 & 이철영, 

2015; 최수정 외, 2009). 공감력의 경우에도 기능성(β=.363, p<.001), 심

미성(β=.213, p<.001), 상징사회성(β=.236, p<.001)에 모두 정적 영향

을 미쳤다. 즉, 디자이너의 공감력은 소비자들의 제품 품질 지각의 중요한 

선행 요인이다(서경원 외, 2014; 정재희, 2019). 따라서 가설 2-1a, 가설 

2-1b, 가설 2-1c, 가설 2-2a, 가설 2-2b, 가설 2-2c가 지지되었다. 

둘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일 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의력

은 기능성(β=.404, p<.001), 심미성(β=.244, p<.05), 상징사회성(β

=.382, p<.001)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공감력은 심미성(β

=.218, p<.05)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기능성(β=.138, p>.05)과 상징사

회성(β=.011, p>.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예측한 바와 같이,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 수준에 대한 소

비자들의 의구심 혹은 부정적인 감정 도출 때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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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 3-1a, 가설 3-1b, 가설 3-1c, 가설 3-

2a, 가설 3-2c가 지지되고, 가설 3-2b가 기각되었다. 

셋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일 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의력은 기능성(β=.253, p<.05), 심미성(β=.272, p<.05), 상징사회성

(β=.281, p<.01)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쳤고, 공감력도 기능성(β=.431, 

p<.001), 심미성(β=.239, p<.05), 상징사회성(β=.422, p<.001)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AI와 인간 패션 디자이너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

는 창의력과 공감력 모두 제품 품질 지각의 주요 선행 요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인간일 때의 분석 결과, 창의력은 심미

성(β=.237, p<.01)에만 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능성(β=.040, p>.05)과 

상징사회성(β=-.072, p>.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공감력은 기능성(β=.598, p<.001), 심미성(β=.217, p<.05), 상징사회성

(β=.451, p<.001)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3-3b, 가설 

3-4a, 가설 3-4b, 가설 3-4c가 지지되었고, 가설 3-3a, 가설 3-3c는 

부분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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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패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이 기능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기능성 

전체 집단 

(n=321) 
B β t p 

R2 

(수정R2) 
F 

창의력 .208 .276 5.237 .000 .298 

(.293) 
67.444*** 

공감력 .365 .363 6.883 .000 

1 
AI 

(n=109) 
B β t p 

R2 

(수정R2) 
F 

창의력 .312 .404 4.495 .000 .214 

(.199) 
14.438*** 

공감력 .129 .138 1.531 .129 

2 
AI+인간 

(n=104) 
B β t p 

R2 

(수정R2) 
F 

창의력 .201 .253 2.488 .014 .390 

(.378) 
32.258*** 

공감력 .392 .431 4.240 .000 

3 
인간 

(n=108) 
B β t p 

R2 

(수정R2) 
F 

창의력 .050 .040 .451 .653 .382 

(.370) 
32.475*** 

공감력 .676 .598 6.795 .000 

***p<.001 

 

 

 

<표 4-14> 패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이 심미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심미성 

전체 집단 

(n=321) 
B β t p 

R2 

(수정R2) 
F 

창의력 .244 .327 5.871 .000 .215 

(.210) 
43.597*** 

공감력 .213 .213 3.827 .000 

1 
AI 

(n=109) 
B β t p 

R2 

(수정R2) 
F 

창의력 .206 .244 2.592 .011 .138 

(.121) 
8.468*** 

공감력 .224 .218 2.319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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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인간 

(n=104) 
B β t p 

R2 

(수정R2) 
F 

창의력 .211 .272 2.356 .020 .215 

(.199) 
13.817*** 

공감력 .213 .239 2.078 .040 

3 
인간 

(n=108) 
B β t p 

R2 

(수정R2) 
F 

창의력 .270 .237 2.304 .023 .154 

(.138) 
9.556*** 

공감력 .220 .217 2.112 .037 

***p<.001 

 

 

<표 4-15> 패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이 상징사회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상징사회성 

전체 집단 

(n=321) 
B β t p 

R2 

(수정R2) 
F 

창의력 .264 .327 5.938 .000 .232 

(.227) 
48.077*** 

공감력 .254 .236 4.280 .000 

1 
AI 

(n=109) 
B β t p 

R2 

(수정R2) 
F 

창의력 .340 .382 4.087 .000 .149 

(.133) 
9.256*** 

공감력 .012 .011 .117 .907 

2 
AI+인간 

(n=104) 
B β t p 

R2 

(수정R2) 
F 

창의력 .238 .281 2.810 .006 .410 

(.398) 
35.029*** 

공감력 .408 .422 4.221 .000 

3 
인간 

(n=108) 
B β t p 

R2 

(수정R2) 
F 

창의력 -.091 -.072 -.714 .477 .176 

(.161) 
11.232*** 

공감력 .503 .451 4.435 .000 

***p<.001 

  



 

79 

 

3. 추가분석: AI 패션 디자이너 공감력과 제품 품질 지각의 관계 

 

공감력은 인간의 고유 산물로 여겨진다(Battarbee & Koskinen, 2005). 

따라서 AI 패션 디자이너가 공감력을 지니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일부 연구자는 창의력 역시 AI가 침범할 수 없는 인

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AI가 창의력 

구현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감력에 초점을 맞추어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이 의류 제품의 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나는지 추가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자 하였다.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이 제품 품질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들의 AI 지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제변수로는 AI 지

식을 고려하였다. 

역U자형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SPSS 26.0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1단계로 AI 지식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2

단계로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을 투입하였고, 3단계로 AI 패션 디자이

너의 공감력의 제곱항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기능성, 심미성, 상

징사회성을 각각 투입하여 총 세 번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

표 4-16>과 같다. 

분석 결과,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은 기능성, 심미성과 역U자형 관

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이 기능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계수는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β=.229, 

p<.05), AI 패션 디자이너 공감력의 제곱항이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계수는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β=-.247, p<.01). 마찬가지로,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이 심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계수는 정(+)

의 부호를 나타내고(β=.263, p<.01), AI 패션 디자이너 공감력의 제곱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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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계수는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β

=-.200, p<.05). 두 경우 모두,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과 기능성, 심미성 간의 역U자형 

관계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이 상징사회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계수는 정(+)의 부호를 나타냈으나 p값이 유의하지 

않아 역U자형 관계가 지지되지 않았다(β=.077, p>.05).  

요약하면, 소비자들이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의

류 제품의 기능성과 심미성 지각이 높아졌지만,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 

지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의류 제품의 기능성과 심미성 지각이 다시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인간의 고유 능력인 공감력을 AI

가 침해하는 것에 대한 불쾌함과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일 수 있다(Shank 

et al., 2019). 따라서 현재 AI 패션 디자이너는 소비자가 수용할 만한 수준

에서 공감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Huang and Rust(2018)가 

AI의 미래는 공감력에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듯이, 관련 기업 및 브랜드는 향

후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과 기능성, 심미성 간의 부적 효과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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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AI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공감력 지각이 제품 품질 지각에  

미치는 영향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기능성 

Model 1 Model 2 Model 3 

β β β 

통제변수 AI 지식 .099 .075 .095 

독립변수 
공감력(Linear)  .246* .229* 

공감력 2(Curvilinear)   -.247** 

∆F 1.060 3.984* 5.236** 

R2 .010 .070 .130 

 

심미성 

Model 1 Model 2 Model 3 

β β β 

통제변수 AI 지식 .145 .119 .135 

독립변수 
공감력(Linear)  .277** .263** 

공감력 2(Curvilinear)   -.200* 

∆F 2.302 5.697** 5.540** 

R2 .021 .097 .137 

 

상징사회성 

Model 1 Model 2 Model 3 

β β β 

통제변수 AI 지식 .320** .312** .327*** 

독립변수 
공감력(Linear)  .091 .077 

공감력 2(Curvilinear)   -.198* 

∆F 12.227 6.599** 6.156** 

R2 .103 .111 .150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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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품질 지각이 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 

 

제품 품질(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 지각이 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 변수에 제품 품질 요인 3개를 투입하고 종속 변수

에 성과기대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가설 검정에 앞서 분

석에 사용한 모든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

는 <표 4-17>에 제시하였다. 

첫째, 세 집단을 모두 합쳤을 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능

성(β=.264, p<.001)과 심미성(β=.354, p<.001)이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

을 미쳤다. 이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속성 지각이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

향을 준 선행 연구(Kang, 2014; Loureiro et al., 2018; 정원진, 2012) 및 

제품 품질 지각이 혜택 지각에 영향을 준 선행연구(강은미 & 박은주, 2003; 

김지연 & 이은영, 2004)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징사

회성(β=.073, p>.05)은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설문 시 제시한 의류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SPA 브랜드를 연상시켜 상징

사회성과 성과기대 간 유의한 영향 관계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가설 2-3, 가설 2-4가 지지되고, 가설 2-5가 기각되었다. 

둘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일 때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먼

저, 기능성이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β=.209, p<.05). 이러한 결

과는 소비자들이 AI와 관련된 제품의 기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만족을 

느낀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Prentice & Nguyen, 2020; 박현영, 2019; 

이은지 & 성용준, 2020). 다음으로 심미성이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쳤

는데(β=.547, p<.001), 이는 AI 제품의 심미성이 소비의 중요한 동인이라

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다(Ameen et al., 2021; Yu et al., 2018; 이은지 & 

성용준, 2020). 한편, 상징사회성은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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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β=-.094, p>.05). 이는 소비자들이 의류 제품의 상징사회성이 인간에 

의해 도출되는 속성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Granulo et al., 

2020; Leung et al., 2018; 이한신 & 김판수, 2019). 반면,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일 때는 기능성(β=.253, p<.05)과 심미성(β=.339, 

p<.001), 상징사회성(β=.237, p<.05)이 모두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

쳤다.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인간일 때 역시 기능성(β=.280, p<.01), 심미

성(β=.297, p<.01), 상징사회성(β=.241, p<.05)이 모두 성과기대에 정

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4가 지지되었다. 

종합하면, 인지된 디자인 주체와 무관하게 의류 제품의 기능성과 심미성

은 성과기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상징사회성은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인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성과기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소비자들이 상징적 가치가 높은 제품의 경우에 대하여 로봇보

다 인간이 만든 것을 선호한다는 Granulo et al.(2020)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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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제품 품질 지각이 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성과기대 

전체 집단 

(n=321) 
B β t p 

R2 

(수정R2) 
F 

기능성 .253 .264 4.175 .000 
.357 

(.351) 
58.692*** 심미성 .341 .354 5.987 .000 

상징사회성 .066 .073 1.044 .297 

1 
AI 

(n=109) 
B β t p 

R2 

(수정R2) 
F 

기능성 .198 .209 2.091 .039 
.372 

(.354) 
20.706*** 심미성 .473 .547 5.654 .000 

상징사회성 -.077 -.094 -.848 .398 

2 
AI+인간 

(n=104) 
B β t p 

R2 

(수정R2) 
F 

기능성 .264 .253 2.338 .021 
.525 

(.511) 
36.866*** 심미성 .362 .339 3.739 .000 

상징사회성 .232 .237 2.041 .044 

3 
인간 

(n=108) 
B β t p 

R2 

(수정R2) 
F 

기능성 .263 .280 2.896 .005 
.489 

(.475) 
33.236*** 심미성 .312 .297 3.287 .001 

상징사회성 .229 .241 2.256 .02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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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과기대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 

변수에 성과기대를 투입하고 종속 변수에 구매의도를 투입하여 단순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앞서 모든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8>과 같다. 

분석 결과, 세 집단을 모두 합쳤을 때와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 패션 

디자이너, AI+인간 패션 디자이너, 인간 패션 디자이너일 때 모두 성과기대

가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576, p<.001; 

β=.464, p<.001; β=.759, p<.001; β=.541, p<.001). 이에 따라 가설 

2-6, 가설 5가 지지되었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에 대한 가설 검정 결

과는 <그림 4-1>~<그림 4-4>, <표 4-19>~<표 4-2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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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구매의도 

전체 집단 

(n=321) 
B β t p 

R2 

(수정R2) 
F 

성과기대 .683 .576 12.574 .000 
.331 

(.329) 
158.101*** 

1 
AI 

(n=109) 
B β t p 

R2 

(수정R2) 
F 

성과기대 .597 .464 5.412 .000 
.215 

(.208) 
29.292*** 

2 
AI+인간 

(n=104) 
B β t p 

R2 

(수정R2) 
F 

성과기대 .849 .759 11.785 .000 
.577 

(.572) 
138.897*** 

3 
인간 

(n=108) 
B β t p 

R2 

(수정R2) 
F 

성과기대 .643 .541 6.616 .000 
.292 

(.286) 
43.76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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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전체 집단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전체 집단 (n=321) 

가설 경로 
경로 

계수(β) 
t-value  결과 

2-1a 창의력 → 기능성 .276 5.237*** 채택 

2-1b 창의력 → 심미성 .327 5.871*** 채택 

2-1c 창의력 → 상징사회성 .327 5.938*** 채택 
2-2a 공감력 → 기능성 .363 6.883*** 채택 
2-2b 공감력 → 심미성 .213 3.827*** 채택 
2-2c 공감력 → 상징사회성 .236 4.280*** 채택 
2-3 기능성 → 성과기대 .264 4.175*** 채택 
2-4 심미성 → 성과기대 .354 5.987*** 채택 
2-5 상징사회성 → 성과기대 .073 1.044 기각 

2-6 성과기대 → 구매의도 .576 12.574*** 채택 

***p<.001 

 

 

 

 

<그림 4-1> 전체 집단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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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집단 1(AI)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집단 1: AI 패션 디자이너(n=109) 

가설 경로 
경로 

계수(β) 
t-value  결과 

3-1a 창의력 → 기능성 .404 4.495*** 채택 
3-1b 창의력 → 심미성 .244 2.592* 채택 
3-1c 창의력 → 상징사회성 .382 4.087*** 채택 
3-2a 공감력 → 기능성 .138 1.531 채택 

3-2b 공감력 → 심미성 .218 2.319* 기각 

3-2c 공감력 → 상징사회성 .011 .117 채택 

4 

기능성 → 성과기대 .209 2.091* 

채택 심미성 → 성과기대 .547 5.654*** 

상징사회성 → 성과기대 -.094 -.848 

5 성과기대 → 구매의도 .464 5.412***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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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집단 1(AI)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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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집단 2(AI+인간)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집단 2: AI+인간 패션 디자이너(n=104) 

가설 경로 
경로 

계수(β) 
t-value  결과 

3-3a 창의력 → 기능성 .253 2.488* 채택 
3-3b 창의력 → 심미성 .272 2.356* 채택 
3-3c 창의력 → 상징사회성 .281 2.810** 채택 
3-4a 공감력 → 기능성 .431 4.240*** 채택 
3-4b 공감력 → 심미성 .239 2.078* 채택 
3-4c 공감력 → 상징사회성 .422 4.221*** 채택 

4 

기능성 → 성과기대 .253 2.338* 

채택 심미성 → 성과기대 .339 3.739*** 

상징사회성 → 성과기대 .237 2.041* 

5 성과기대 → 구매의도 .759 11.785***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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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집단 2(AI+인간)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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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집단 3(인간)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집단 3: 인간 패션 디자이너(n=108) 

가설 경로 
경로 

계수(β) 
t-value  결과 

3-3a 창의력 → 기능성 .040 .451 기각 

3-3b 창의력 → 심미성 .237 2.304* 채택 

3-3c 창의력 → 상징사회성 -.072 -.714 기각 

3-4a 공감력 → 기능성 .598 6.795*** 채택 
3-4b 공감력 → 심미성 .217 2.112* 채택 
3-4c 공감력 → 상징사회성 .451 4.435*** 채택 

4 

기능성 → 성과기대 .280 2.896** 

채택 심미성 → 성과기대 .297 3.287** 

상징사회성 → 성과기대 .241 2.256* 

5 성과기대 → 구매의도 .541 6.616***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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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 집단 3(인간)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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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 특성의 조절 효과 

 

본 분석에서는 소비자 특성을 AI 지식과 휴먼터치 지향으로 나누어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Hayes, 2020)

의 Model 1을 활용하였으며, 신뢰도 구간은 95%, 부트스트랩 샘플 수는 

5,000으로 지정하였다. 

 

6.1. AI 지식의 조절 효과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 AI+인간일 때, 소비자들의 AI 지식수준이 패

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 및 제품 품질 지각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에 대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일 때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의류 제품의 기능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AI 지식이 부적으로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과 AI 지식의 상호항 회귀계수는 

-.109이고, 95% 신뢰구간이 CI=-.206~-.012로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모든(-1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 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I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의류 제품의 기능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욱 강해졌다. 분석 

결과는 <표 4-23>과 같다. 

둘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일 때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의류 제품의 심미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AI 지식이 부적으로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의력과 AI 지식의 상호항 회귀계수는 -.121이고, 

95% 신뢰구간이 CI=-.221~-.022로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 효과가 유

의하였다. 그리고 AI 지식이 모든(-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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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I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의류 제품의 심미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욱 커졌다. 분석 결

과는 <표 4-24>와 같다. 

셋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일 때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이 

의류 제품의 기능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AI 지식이 부적으로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감력과 AI 지식의 상호항 회귀계수는 -.113이고, 

95% 신뢰구간이 CI=-.215~-.010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모든(-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 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I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이 

의류 제품의 기능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욱 강해졌다. 결론적으로 가설 

6-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표 4-25>와 같다.  

 

 

<표 4-23> 창의력과 기능성의 관계 내 AI 지식의 조절 효과 

2 
AI+인간 

(n=104) 
B SE t 

95% CI 

LLCI ULCI 

R2=.326, F=16.083*** 

AI 지식 .503 .199 2.525* .108 .899 

창의력 .846 .211 4.009 .428 1.265 

AI 지식 

X 창의력 

R2=.034, 

F=4.959* 

-.109 .049 -2.227* -.206 -.012 

-1SD(-1.450) .580 .105 5.530*** .372 .787 

Mean(.000) .411 .068 6.072*** .276 .545 

+1SD(1.000) .302 .081 3.730*** .141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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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표 4-24> 창의력과 심미성의 관계 내 AI 지식의 조절 효과 

2 
AI+인간 

(n=104) 
B SE t 

95% CI 

LLCI ULCI 

R2=.253, F=11.277*** 

AI 지식 .601 .205 2.927** .194 1.008 

창의력 .795 .217 3.658*** .364 1.226 

AI 지식 

X 창의력 

R2=.044, 

F=5.821* 

-.121 .050 -2.413* -.221 -.022 

-1SD(-1.450) .497 .108 4.610*** .283 .711 

Mean(.000) .309 .070 4.438*** .171 .447 

+1SD(1.000) .187 .083 2.251* .022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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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5> 공감력과 기능성의 관계 내 AI 지식의 조절 효과 

2 
AI+인간 

(n=104) 
B SE t 

95% CI 

LLCI ULCI 

R2=.390, F=21.338*** 

AI 지식 .547 .225 2.436* .102 .993 

공감력 .964 .217 4.447*** .534 1.395 

AI 지식 

X 공감력 

R2=.029, 

F=4.764* 

-.113 .052 -2.183* -.215 -.010 

-1SD(-1.450) .689 .107 6.450*** .477 .901 

Mean(.000) .514 .073 7.036*** .369 .659 

+1SD(1.000) .402 .091 4.432*** .222 .581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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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휴먼터치 지향의 조절 효과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일 때, 소비자들의 휴먼터치 지향 수준이 

성과기대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일 때,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휴먼터치 지향이 정적으로 조절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과기대와 

구매의도의 상호항 회귀계수는 .135이고, 95% 신뢰구간이 CI=.011~.259

로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다. 모든(-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먼터치 지향 수준이 

높을수록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욱 강해졌다. 따라

서 가설 6-2는 지지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4-26>과 같다. 

 

 

<표 4-26> 성과기대와 구매의도의 관계 내 휴먼터치 지향의 조절 효과 

2 
AI+인간 

(n=104) 
B SE t 

95% CI 

LLCI ULCI 

R2=.597, F=49.337*** 

휴먼터치 지향 -.685 .307 -2.265* -1.293 -.077 

성과기대 .261 .287 .912 -.307 .830 

휴먼터치 지향 

X 성과기대 

R2=.019, 

F=4.639* 

.135 .063 2.154* .011 .259 

-1SD(-1.000) .700 .103 6.779*** .495 .905 

Mean(.000) .835 .073 11.388*** .690 .981 

+1SD(1.500) 1.038 .110 9.404*** .819 1.256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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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최근 패션 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출범

하거나, 기존의 기업이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AI를 업무에 접

목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중 패션 디자인 영역은 디자인 

공정에 필요한 업무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인식 때문

에 다른 부문에 비하여 AI의 활용이 더딘 편이었다. 하지만 현재 AI가 인

간의 기계적이고 분석적인 업무를 넘어 창조적인 작업까지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AI 패션 디자이너가 주목받게 되었고, 학문적

으로도 AI 패션 디자인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AI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최근에는 AI를 활

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I를 

활용하여 작업한 결과가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가져오는지, 혹은 인간이 

혼자 작업한 결과가 좋은 반응을 가져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 역량(창의력, 공감력)과 제품 품질(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에 초점을 맞추어 AI 패션 디자이너, AI+인간 패션 디

자이너, 인간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AI의 존재를 부각하는 것이 좋을지 가리는 것이 좋을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른 

소비자들의 패션 디자이너 역량(창의력, 공감력) 및 제품 품질(기능성, 심

미성, 상징사회성) 지각을 비교하였다. 둘째, 소비자들의 패션 디자이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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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지각, 제품 품질 지각, 성과기대, 구매의도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른 소비자들의 패

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 제품 품질 지각, 성과기대, 구매의도 간 영향 관계

를 비교하였다. 넷째, 변수들의 영향 관계에 있어 AI 지식과 휴먼터치 지향

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총 321부의 응답을 분

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소비자들

은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인간일 때(vs. AI) 패션 디자이너 역량(창의력, 

공감력) 및 제품 품질(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저항하는 혁신저

항 행동 및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유지편향 행동에 따른 결과

로 유추된다(Talke & Heidenreich, 2014).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AI의 뛰

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혁신저항과 현상유지편향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이 AI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인간과 AI의 

작업물 중 인간이 작업한 결과물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인

간 패션 디자이너와 AI+인간 패션 디자이너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

로, 소비자들은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과 의류 제품의 심미성, 상징사회성

에 대해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일 때보다 인간일 때 더 높은 평가

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두 디자인 주체가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AI 패션 디자이너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므로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형성하여 반대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즉, 본 연

구는 AI와 인간이 협업하여 디자인을 진행하는 경우에 소비자들의 AI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인간 패션 디자이너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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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해 전체 집단에 대한 연구 모형 경로를 확인한 결과, 

상징사회성이 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정

적 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과 공감력이 모든 품질 

요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 디자이너가 창의력

을 발휘한 의류 제품을 디자인함으로써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Freeman(2015)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디자이너의 공감력이 뛰어날

수록 소비자와 디자이너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거나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제

품 품질 지각이 높아진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의류 제품의 기능성과 심미성이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는 구매

의도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패션 산업에서 의류 제품의 기능성과 심미성은 

제품의 유형이나 착용 대상에 관계 없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속성으로 

여겨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AI 패션 디자이너가 디자

인한 제품이 포함되는 맥락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적용됨을 증명하였다.  

셋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라 패션 디자

이너 역량 지각이 제품 품질 지각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비교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일 때 창의력

은 기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본 연구는 

AI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제품 품질 지각의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증명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앞서 연구문제 1을 통해 소비자들이 AI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지금

의 연구문제 3은 AI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불신이 AI 패션 디자이너의 역

량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AI 패

션 디자이너의 창의력에 대한 의구심은 가지고 있지만, AI 패션 디자이너가 

창의력이 높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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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인간일 때는 창의력이 심미성에만 정적 영

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인간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소비자들의 

의류 제품의 기능성, 상징사회성 지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일 때 공감력은 심미성을 

제외한 기능성과 상징사회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추가 

분석 결과,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은 기능성과 심미성 사이에서 역U자

형 관계가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AI 패션 디자이너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력을 발휘할 경우에 인간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느낌을 받아 의류 제품

의 기능성과 심미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Shank et al., 2019). 반면,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인간일 때 공감력은 기

능성, 심미성, 상징사회성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소비자들은 인간 

패션 디자이너가 공감력이 뛰어날 때 제품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따라 제품 품질 

지각이 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비교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먼저,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상관없이 의류 제품의 기능성은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인간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AI 패션 

디자이너일 때도 소비자들이 기능성에 높은 지각을 나타낸 것은 기능성이 

객관적인 품질 속성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AI는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객관적인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므로(Huang & Rust, 2018), AI 패

션 디자이너가 의류 제품의 기능성 구현에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실제로 Castelo et al.(2019)의 연구에서도 업무의 성격이 객관적일수록 

사람들의 AI에 대한 신뢰와 사용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다음으로, 심미성의 경우에도 모든 집단에서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쳤

다. 패션에서는 심미적 가치가 특히나 중요한데, 본 연구는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의류 제품의 심미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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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확인하였다. 반면, 상징사회성은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일 때 성

과기대로 가는 경로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인

간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더 높은 상징사회적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Granulo et al., 2020). 

다섯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AI vs. AI+인간 vs. 인간)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집단에서 소비자들은 패션 디자이너가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잘 찾아주고, 이전에 원하는 옷이 없어 느꼈던 불편함을 줄여주고, 필요한 

옷을 신속하게 디자인해주며, 그동안 뻔하게 느껴졌던 옷의 디자인에 새로

움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을수록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여섯째, 소비자들의 AI 지식은 AI+인간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기능

성과 심미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적으로 조절하였다. 그리고 AI+인간 패

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이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적으로 조절하였다. 

이는 AI 지식이 낮은 소비자들의 AI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반면, 소비자들의 휴먼터치 지향은 AI+

인간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적으

로 조절하였다. 즉, 휴먼터치 지향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AI+인간 패션 

디자이너에게서 인간의 특성을 높게 느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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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AI 패션 디자이너, AI+인간 패션 디자이너, 인간 패션 디자이

너의 세 유형에 대한 소비자들의 패션 디자이너 역량 및 제품 품질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이 제품 품질 지각, 성

과기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인지된 디자인 주체

가 AI, AI+인간일 때, 소비자 개인의 AI 지식수준이 제품 품질 지각에 미

치는 패션 디자이너 역량 지각의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더

불어, 소비자의 휴먼터치 지향 수준이 AI+인간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성과

기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탐구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AI를 접목한 패션 디자인 기업이 늘어나면서 AI 패션 디자이

너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AI 패션 디자

이너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사례 분석이나 알고리즘 개발 연구에 머물러

있다. AI 패션 디자이너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패션 디자이너의 유형을 AI, AI+인간, 인간으로 구분함으로써 패션 디

자이너의 역량 및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학

술적 의의가 있다.  

둘째, 현재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연구는 거의 찾

아볼 수 없다.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도 많은 선행연

구가 창의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으로서 공감력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창성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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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개념이

므로, 본 연구는 관련 분야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패션 디자이너에게 적용

할 수 있는 공감력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점에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소비자의 AI 지식수준이 AI+인간 패션 디자이너의 역

량 지각과 제품 품질 지각 사이에서 가지는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휴먼터치 지향 수준이 AI+인간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성과기대와 구매의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조절 효과를 탐구하였다. 특히, 휴먼터치 지향은 선행연

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변수이지만 최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휴먼터치 지향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척도를 

구축하고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것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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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AI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이 새롭게 출범한 디자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AI를 이용해 패션 디자인 업무를 시도하는 여러 기업 및 브랜드가 현재 여

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 또한 AI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개념을 생소하게 느끼므로 관련 기업 및 브랜드에서 소비자들의 정확한 반

응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적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패션 리테일러 및 관련 산업에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AI, AI+인간 패션 디자이너보다 인간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역량 및 제품 품질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따라서 AI를 활

용하려는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A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때까

지 AI 패션 디자이너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된다. 대신, AI 패션 디자이너가 새롭게 대두된 개념인 만큼 소비자들이 AI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강점을 인지할 수 있게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을 우선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의류 제품에 대한 품질(기능성, 심미성, 상

징사회성) 지각은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과 공감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션 기업 및 브랜드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패션 디자이너가 디자인 고착에 빠지지 않도록 창의력과 공감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류 제품의 기능성

과 심미성이 성과기대 및 구매의도를 높이는 주요 속성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패션 디자이너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의류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하여 의류 제품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소비자들은 AI, AI+인간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높을수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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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높을 것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관련 기업 및 브랜드는 AI의 창의

력 구현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기능성과 심미성이 뛰어나고 상징사회성이 

포함된 의류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인간 패션 디자이너는 때때

로 자신의 주관에 사로잡혀 열려있는 사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서 AI 패션 디자이너의 무한한 창작 가능성은 인간 패션 디자이너의 사고

와 시야를 넓혀주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업에서는 AI 패션 

디자이너가 패턴이나 색상 등을 바꾸며 다채로운 디자인을 생성하면, 인간 

디자이너가 미처 놓칠 뻔했던 다양한 디자인과 무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패션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다(YTN 사이언스, 2020). 따라서 관련 기업 및 

브랜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AI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AI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향후 소비

자들에게 AI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력을 강조한 의류 제품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들은 인간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이 높을수록 제품 품질이 

높을 것으로 지각하였다. 반면,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은 일정 수준 이

상이 되면 기능성과 심미성 지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

의 니즈를 파악해야 하는 공감력이 필요한 작업에는 인간 패션 디자이너의 

직관력을 발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대신 AI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트렌드 및 데이터 분석에 경쟁력이 있으므로, 관련 기업 및 브랜드는 보조 

디자이너의 업무에 AI를 투입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AI 패션 디자이너의 공감력과 기능성, 심미성 

간의 부적 효과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된다. 

다섯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 인간일 때 모든 제품 품질(기능

성, 심미성, 상징사회성) 요인이 성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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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일 때는 의류 제품의 기능성과 심미성만 성과기대

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상징사회성은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AI를 활용하는 기업 및 브랜드는 AI 패션 디자이너를 기능성과 

심미성이 강조된 옷을 디자인하는 데 투입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 패션 디자이너는 상징사회성이 강조되는 의류 제작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모든 집단에서 성과기대가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

서 패션 기업이 의류 제품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규명한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선행 요인들을 파악하여 브랜드 특색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하겠다. 

일곱째, 인지된 디자인 주체가 AI+인간일 때 창의력과 기능성, 심미성 

및 공감력과 기능성 사이에 AI 지식의 부적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성과기대와 구매의도 사이에는 휴먼터치 지향의 정적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즉, 관련 기업 및 브랜드는 AI 지식이 낮은 소비자들이 AI 패션 디자이너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광고를 진행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후 AI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

되면, 휴먼터치 지향성이 높은 소비자를 위해 AI+인간 패션 디자이너가 제

작한 의류 제품 판매 시 인간 패션 디자이너가 함께 작업했다는 사실을 강

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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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절에서는 연구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따라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 및 

제품 품질 지각에 차이가 나타난 원인으로써 AI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 불쾌함,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언급하였다. 이는 선행연

구 고찰을 근거로 하였으나, 해당 견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심리적 기제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지

된 디자인 주체에 따라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 및 제품 품질 지각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세부적으로 밝히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심

리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연구를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20~30대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화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과 다양한 연령대

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함께 밝힐 것을 제안한

다. 나아가, 본 연구의 문제를 적용하여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

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Lee and Sabanovic(201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인들은 인간과 비슷한 모습의 로봇을 선호하고, 미국인들은 기계적인 모습

의 로봇을 선호하였다. 이처럼 문화권에 따라 AI 패션 디자이너를 바라보는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화 비교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응답들에게 각 집단별 디자인 주체를 인지하게 한 뒤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아직까지는 AI 패션 디자이너가 생소한 개념이므

로 디자인 주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응답자들이 인간 패션 디자

이너가 디자인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AI 패션 

디자이너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AI 패션 디자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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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의류 제품을 소비자들이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 AI 패션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류 제품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의 소비자 인식을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AI 패션 디자이너를 인간 패션 디자이너와 비교하기 위

해 인간 패션 디자이너의 고유 역량으로 언급되는 창의력과 공감력을 중심

으로 하여 소비자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관

점에서 확장하여 AI에만 강점이 있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AI 패션 디자이

너의 특색 있는 역량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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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 연구생 정주리입니다. 

  

본 설문지는 학위 논문의 바탕이 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인지된 디자인 주체에 따른 패션 디자이너 및 의류 제품 평가”에 관한 연

구입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되며,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고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설문 시작 전 혹은 설문 도중 귀하께서 원할 때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

하실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OO 패션 디자이너”에 관한 짧은 영상

을 시청하신 후,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모든 응답은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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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패션리테일&서비스 연구실 

정 주 리 드림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이 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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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패션 디자이너 영상 소개 및 시청 ―――――――― 

 

원활한 설문 진행을 위해 먼저 간단한 설명문을 읽은 뒤 1분 30초 가량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는 퀴즈가 있으니 주의 깊게 시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1] 

 

“인공지능 패션 디자이너”란 사람이 하던 패션 디자인 업무를 대신할 수 있

는 패션 디자인 전문 인공지능을 지칭합니다. 현재 인공지능 패션 디자이너

는 트렌드 정보 분석, 디자인 스케치, 도식화 작업, 소재 및 컬러 선정 등의 

작업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집단 2] 

 

“인공지능과 사람 패션 디자이너의 협업”이란 사람이 하던 패션 디자인 업

무 중에서 오래 걸리는 일은 인공지능이 진행하고, 사람은 인공지능이 한 

일을 검토하고 보다 고도화된 작업에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

어, 인공지능은 빠른 시간 안에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수만 개의 디

자인을 생성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디자이너는 생성한 디

자인을 선택하고 최종 수정을 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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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3] 

 

“패션 디자이너”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착용하는 옷을 디자인하는 전문 

패션 디자이너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패션 디자이너는 트렌드 분석, 디

자인 스케치, 도식화 작업, 소재 및 컬러 선정 등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 영상 시청 확인 질문 ―――――――――――― 

 

본 질문은 설문 참여자의 영상 시청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퀴즈입니다. 

오답을 선택하신 경우 설문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영상 1, 영상 2] 본 영상은 무엇에 관한 영상인가요? 

① 인공지능 패션 디자이너  

② 사람 패션 디자이너  

③ 인공지능과 사람 패션 디자이너의 협업  

 

▶ [영상 3] 다음 중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패션 디자이너의 역할은? 

① 디자인 스케치하기 

② 소재 및 컬러 선택하기 

③ SNS에 홍보하기 

④ 디자인 영감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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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 응답 시작 ―――――――――――― 

 

1.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

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OO 디자이너는 유행을 잘 예측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OO 디자이너는 최신 유행에 맞게 옷

을 디자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OO 디자이너는 수많은 패션 트렌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OO 디자이너는 뛰어난 패션 정보 분

석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OO 디자이너는 옷을 디자인할 때 창

의력을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OO 디자이너는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

으로 옷을 디자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OO 디자이너는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

디어를 잘 떠올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OO 디자이너는 평범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옷을 디자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OO 디자이너는 나에 대한 이해가 뛰

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OO 디자이너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OO 디자이너는 나의 세부적인 요구사

항을 잘 헤아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OO 디자이너는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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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패션 디자이너 의류 제품 이미지 제시 ――――――― 

 

아래 이미지의 옷은 OO 패션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옷입니다. 이 옷은 

2019 F/W, 2020 S/S에 출시되었으며, 현재 자사몰에서 판매 중입니다. 각 

이미지를 주의 깊게 보신 후, 설문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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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금 보신 옷들은 귀하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과 얼마나 비슷한가요? 

① 전혀 비슷하지 않다.  

② 상당히 비슷하지 않다.  

③ 약간 비슷하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약간 비슷하다. 

⑥ 상당히 비슷하다. 

⑦ 매우 비슷하다. 

 

 

2.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

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OO 디자이너의 옷은 소재의 성능이 

뛰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OO 디자이너의 옷은 오래 입어도 형

태가 잘 유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OO 디자이너의 옷은 신축성이 좋아 

착용 시 편안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OO 디자이너의 옷은 튼튼해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OO 디자이너의 옷을 착용하면 나의 

품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OO 디자이너의 옷을 입으면 주변 사

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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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O 디자이너의 옷을 착용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OO 디자이너의 옷은 나의 신분을 표

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OO 디자이너의 옷은 디자인이 예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OO 디자이너의 옷은 스타일이 매력적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OO 디자이너의 옷은 패셔너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OO 디자이너의 옷은 패턴이나 무늬가 

조화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OO 디자이너의 옷을 입으면 주변 사

람들의 반응이 좋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OO 디자이너의 옷을 입으면 주변사람

들이 인식하는 내 이미지가 좋아질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OO 디자이너의 옷을 입으면 다른 사

람들이 나를 인정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

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OO 디자이너는 내게 필요한 옷을 신속

하게 디자인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OO 디자이너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잘 찾아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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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귀하의 감정 상태와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3 

OO 디자이너는 내가 이전에 원하는 옷

이 없어 느꼈던 불편함을 줄여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그동안 옷의 디자인이 뻔하다고 느꼈는

데, OO 디자이너는 이를 해결해 줄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OO 디자이너는 옷에 있어서 나에게 새

로움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OO 디자이너의 옷을 구매하려면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OO 디자이너의 옷을 구매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써야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OO 디자이너의 옷을 구매하려면 많은 

시간이 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OO 디자이너의 옷을 구매하려면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놀라움을 느낀다(surprise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행복하다(happ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자부심을 느낀다(prou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기쁘다(joyful).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화가 난다(annoye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feare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혼란스럽다(confusing).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불안함을 느낀다(uneas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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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

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6. 귀하는 OO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의류 제품에 대해 최대 얼마까지 지불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예시 이미지) 

 

① 3만원 미만 

② 3만원 이상 6만원 미만   

③ 6만원 이상 9만원 미만   

④ 9만원 이상 12만원 미만 

⑤ 12만원 이상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OO 디자이너의 옷을 구매할 의향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OO 디자이너의 옷은 구매할 만한 가치

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옷을 구매해야 한다면, OO 디자이

너의 옷을 고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3 

 

7.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

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8.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

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새로운 기술은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

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새로운 기술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현명하

다. 
① ② ③ ④ ⑥  ⑦  ⑧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인공지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인공지능이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

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인공지능 관련 정보(언론, SNS 

등)를 접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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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

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10.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

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종종 새로운 제품이나 브랜드에 

호기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가능한 예산 내에서 제품이나 브

랜드 바꾸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스스로를 제품이나 브랜드의 다양

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색다른 제품이나 브랜드 구매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좋

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제품을 좋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기계보다 사람이 만든 제품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사람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더라

도, 나는 사람의 손길이 거친 것을 선

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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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여성    ② 남성 

 

11-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11-3.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11-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⑥ 기타 

 

11-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주부   

② 학생   

③ 사무직(은행원, 일반 회사원, 일반 공무원 등) 

④ 전문직(교수, 연구원, 의사, 법조인, 회계사, 약사, 언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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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영 관리직(기업 간부, 고급 공무원, 중소기업/자영업 경영자 등)   

⑥ 전문 기술직 (엔지니어, 교사, 간호사, 연예인 등)   

⑦ 생산직 근로자  

⑧ 서비스/판매직(미용사, 운전 기사, 음식 숙박업 종사자, 판매원 등)   

⑨ 기타 

 

11-6.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수입(봉급, 이자, 기타 수입 포함)은 어느 정

도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⑧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⑨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⑩ 1,500만원 이상  

 

11-7. 귀하의 패션 상품 구입을 위한 한 달 평균 총 지출액은 어느 정도입

니까?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③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④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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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⑥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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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 of Fashion Designer’s 

Capability and Product Quality 

: AI vs. AI+Human vs. Human 

 

 

Jung, Ju Ri 

Dept.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fashion design companies and brands using AI have been 

emerging. At this point of tim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through intergroup designing to verify consumer responses to AI fashion 

designer. Research questions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are as 

follows: (1) comparing consumer's perception of fashion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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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creativity, empathy) and product quality(functionality, 

aesthetics, symbolism-sociality) by perceived design sources(AI vs. 

AI+human vs. Human); (2) verifying the path between consumers' 

perception of fashion designer’s capability, product quality, performance 

expectancy, and purchase intention; (3) comparing the path between 

consumers' perception of fashion designer’s capability, product quality, 

performance expectancy, and 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perceived 

design sources(AI vs. AI+human vs. Human); (4) verifying moderating 

effect of AI knowledge and human touch. The survey method was used 

to examine the research questions. Consumer panels were women in 

their 20s and 30s. A total of 321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and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26.0 

and Process Macro v3.5. 

Results from the analyzed data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s of average value comparison by perceived design sources(AI vs. 

AI+human vs. Human), it was found that consumers perceived high 

capability of fashion designer’s creativity, empathy and high product 

quality’s functionality, aesthetics, symbolism-sociality for Human 

fashion designer compared to AI. Also, consumers perceived high 

capability of fashion designer’s creativity and high product quality 

quality’s aesthetics, symbolism-sociality for Human fashion designer 

compared to AI+Human.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r all data, significant effects were 

found in all paths except for the effect of the apparel’s symbolism-

sociality on performance expect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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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fashion designer’s capability perception on perceived product quality 

by perceived design sources(AI vs. AI+human vs. Human). The result 

disclosed that AI and AI+Human fashion designer's creativ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unctionality, aesthetics, and symbolism-

sociality of apparel, but Human fashion designer’s creativ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ly on the aesthetics of apparel. On the other hand, 

Human and AI+Human fashion designer's empath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unctionality, aesthetics, and symbolism-sociality of 

apparel but AI fashion designer’s empathy had a significant effect only 

on the aesthetics of apparel. Additionally, AI fashion designer's empathy 

had a reverse U-shape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ality and aesthetics. 

Four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perceived product quality on performance expectancy by 

perceived design sources(AI vs. AI+human vs. Human). The result 

disclosed that functionality, aesthetics, and symbolism-sociality of 

appare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formance expectancy when the 

perceived design sources are Human and AI+Human. On the other hand, 

symbolism-sociality of apparel n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formance expectancy when the perceived design sources are AI. 

Fifth, sim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performance expectancy on purchase intention by perceived design 

sources(AI vs. AI+human vs. Human). The result disclosed that had a 

performance expectan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in al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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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The lower level of AI knowledge, the greater positive effect of 

AI+Human fashion designer’s creativity on functionality and aesthetics 

of apparel, and the lower level of AI knowledge, the greater positive 

effect of AI+Human fashion designer’s empathy on functionality of 

apparel. In addition, the higher level of human touch, the greater positive 

effect of performance expectancy on purchase intention when the 

perceived design source is AI+Human. 

This study expanded the understanding of AI fashion designer by 

focusing on the AI, AI+Human, and Human fashion designer. 

 

Keywords: AI Fashion Designer, Fashion Designer’s Capability, Product 

Quality, Performance Expectancy, Purchase Intention 

Student Number: 2019-2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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