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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product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structure on user perception as

well as their attitude towards online shopping sites. The causal relationships of variables are also examined.

The analysis was based on an online survey with 247 responses. Four types of internet shopping sites were

developed and used as a stimulus. The results of the mean comparison analysis indicated that perceived va-

riety, information overload, perceived shopping value and attitude towards the site varies significantly with

product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structure. There was also of a marginally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the classification standard and structure on perceived variety and information overload. The causal relation-

ship analysis revealed that perceived variety positively influenced hedonic and utilitarian shopping value.

However, information overload had a negative effect on hedonic and utilitarian shopping value. Both the

hedonic and utilitarian shopping value positively influenced attitudes towards the sites. This study demon-

strates that classification method influences customer perception and attitude. It offers interesting insights on

a product classification method as a strategic tool for online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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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de toward online shopping sites; 제품 분류 방식, 다양성 지각, 인지과부하, 쇼핑 가치, 인

터넷 쇼핑몰 태도

I. 서 론

온라인 쇼핑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2014년 연

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3년 38조 4,980억 원에 비

해 17.5% 증가한 45조 2,440억 원에 달하고 있다(Stati-

stics Korea, 2015). 이는 단기적인 변화가 아닌 장기적인

흐름이며,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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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엇보다 2014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의 거래액은 약 7조 3280억 원, 전체 전자

상거래액의 약 16.2%에 달한다. 여행, 서비스를 제외하

면 제품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tatis-

tics Korea, 2015).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오프라인에서와 다르게 물리적

인 공간의 제약 없이 제품을 진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는 선택의 자유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원하지만(Hoch

et al., 1999; Menon & Kahn, 1995), 너무 많은 선택 대안

이 주어질 때 선택을 어려워하며 결정을 미루기도 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Herrmann et al., 2009). 이는 사

람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어 어느 수

준 이상으로 많은 정보가 주어질 경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Miller, 1960). 이 때,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은 정보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

다(Suri et al., 2012). 즉, 많은 수의 제품이라도 체계적

으로 분류되어 제시된다면 정보 처리의 어려움을 완화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

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여 제시해

야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제품을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소비자들

은 쇼핑 경험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의

문에서 출발하였다.

패션마케팅 분야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내에서 어떻게

제품을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첫째, 의류 제품의 경우 식

료품, 서적, 전자제품 등의 여타 제품군과 달리 소비자

가 제품 구매 시 제품의 타깃, 품목의 종류, 브랜드, 디자

인, 색상, 무늬, 소재, 핏(fit), 계절성, 가격, 사이즈 등 다

양한 속성 수준을 고려하기 때문이다(Lee, 2012). 제품

의 분류란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속성 수준이 많은 의류 제품

의 경우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제품 분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의류 제품을 ‘티셔츠’라는 품목에 의해 분류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입는지, 즉 목적에 따른

범주화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의류 제품

은 다른 제품들과 뚜렷이 구별되므로, 의류 제품에 초

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한

눈에 매장을 둘러볼 수 없어, 이용자는 인터넷 쇼핑몰이

한 화면에 제시하는 페이지만을 보게 되며, 다른 페이

지를 탐색하고 싶을 경우 단계별로 클릭해 다른 페이지

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프라인 매장의 레이아웃

또는 동선 계획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이 몇 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는지, 분류의 구조는 어

떠한지, 계층 구조에서 깊이가 깊은지 등의 요소는 이

용자의 매장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무엇보다 인터넷 쇼핑몰은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해

볼 때, 쇼핑하는 동안 다른 인터넷 쇼핑몰로의 이탈이

더욱 쉽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의 편의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적절한 제품 분류 방법은 인터넷 쇼

핑몰 맥락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류 제품을 분류할 때 어떠한

요소가 이용자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 의류 제품의 효과적인 분류 방

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인터

넷 쇼핑몰의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에 따라 다양성 지

각, 인지과부하 수준, 쇼핑 가치 지각,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다양성 지각과 인지과부하, 쇼핑 가치, 그리고 태도의 인

과관계를 제안하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제품 분류의 기준

분류란 대상을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상품 구매에 있어서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반응이나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 Lamberton and Diehl

(2013)는 제품이 주는 혜택에 근거한 분류와 제품이 가

진 속성에 기반한 분류가 구색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혜택에 근거한 분류의 경우에 응

답자가 추상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제품들이 서로 유

사하다고 느껴, 구색 전체에 대한 선호가 약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가방을 소재와 스타일로 분류하여 실

험한 Chang(2011)의 연구, 다양한 커피의 종류를 4가지

로 구분하여 제시한 Mogilner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분류의 기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기도

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어떤 기준에 의해 제품을

분류하는지에 따라 이용자의 반응이 달라지는지에 대

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제품을 분류학적 범주화(ta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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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c categorization)와 목적-유도적 범주화(goal-derived

categorization)로 구분하였다(Felcher et al., 2001; Goed-

ertier et al., 2012; Ratneshwar et al., 1996; Ratneshwar et

al., 2001; Ryu & Kim, 2010). 분류학적 범주화란 형태나

속성이 유사한 것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

며, 목적-유도적 범주화란 소비자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티셔츠’, ‘재킷’과 같은 분류가

분류학적 범주화이며, 인터넷 쇼핑몰 ASOS(www.asos.

com)가 ‘going out’, ‘work’과 같은 범주를 이용하는 것

을 목적-유도적 범주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의류 제품을 분류

학적으로 분류한 경우와 제품의 이용 목적에 의해 분류

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선

행연구에서는 한 개의 계층 수준에서 연구되었는데(Ch-

ang, 2011; Felcher et al., 2001; Goedertier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계층 수준을 다루고자 한다. 한

개 이상의 계층을 갖도록 제품을 분류했을 때 첫 번째

계층의 범주에서 이용자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한

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Rosch et al., 1976),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계층에서 분류학적 분류에 의해 의

류 제품을 분류한 경우와 목적-유도적 분류 방법에 의

해 분류한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자의 반응을 비교

하고자 한다.

2. 인터넷 쇼핑몰 내 분류 구조

인터넷 사이트의 구조는 이용자들이 사이트를 이해

하는 전반적인 틀이므로 체계적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사이트의 구조는 인터넷 사이트

가 제공하는 정보의 구조와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Kim,

2006), 인터넷 쇼핑몰이 제공하는 정보인 제품을 분류하

는 구조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계층 구조란 상위 개념과 하

위 개념이 계층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Kim, 2012),

이러한 계층 구조는 최종 정보에 도달할 때까지 거치는

단계의 수인 깊이(depth)와 계층 구조의 각 단계에서 택

할 수 있는 세부 범주의 수인 너비(breadth)로 구성된다

(Hart & Rafiq, 2006; Jacko & Salvendy, 1996; Simonson,

1999). 이러한 맥락에서의 깊이와 너비는 의류 제품 구

색에 관련하여 말하여지는 깊이/폭과 혼동의 여지가 있

기는 하지만, 의류 외의 제품들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깊이와 너비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계층

에서의 깊이와 너비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인터넷 쇼핑몰 내의 제품 분류가 지나치게 간단할 경

우 하나의 범주 안에 많은 제품이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범주를 가진다면, 원하는 제품이 속한 범주를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층 구조 설계는 쇼핑몰 사이트

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선행연구에서 계층 구조의 너비

가 너무 넓을 경우 시각적 밀도(visual density)가 높아

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화면의 글자 밀도가

증가할 경우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반

응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이다(Ziefle, 2010). 이와 관련

하여 Miller(1956)는 정보를 탐색할 때 가장 선호되는

너비의 개수는 ‘마법의 숫자 7+/−2(magic number 7+/

−2)’개라고 하였다. 하지만 Farrington(2011)이 언급한 것

과 같이 이용자가 초보인지 전문가인지에 따라 한 덩어

리로 인식하는 정보의 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시장이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능숙하게 인터넷을 이

용해 쇼핑을 하는 오늘날에도 ‘마법의 숫자 7+/-2’가 적

용될지 의문이다. 한편 깊이가 깊은 분류 구조를 탐색할

때 실수를 하거나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며, 계

층 구조를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견

되었다(Miller, 1981). Jacko and Salvendy(1996)의 연구에

서도 계층 구조의 깊이가 깊을수록 과업을 복잡하게 느

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이용자는 구조의 깊이가 지

나치게 깊지 않아야 과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인터넷 경험을 보다 쉽고 즐

겁게 만들어주는 최적의 분류 구조가 무엇인지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조사 전 수행된 예비조사에서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분석한 결과, 제품 분류 구조의 깊이는 일반

적으로 2~3개로 획일적인 반면 너비는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어 계층 구조의 너비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3. 다양성 지각과 인지과부하

1) 다양성 지각

다양성 지각이란 제품 구색에 대해 얼마나 다양하다

고 느끼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으로, 실제로 많은 수

의 제품을 제공할수록 소비자는 제품 구색이 다양하다

고 지각할 것이다. 또한 같은 수의 제품을 제공할 때에

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다양성이 다르게 지각될

수 있어 다양성 지각은 중요한 개념이다. 선행연구에서

소비자가 친숙하게 느끼는 카테고리를 제시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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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제품 구색이 어

떻게 범주화되어있는지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성 지각과

만족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Morales et al.,

2005). 또한 동일한 수의 제품이라도 제품을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제품의 다양성을 높게 지각한다

는 것이 밝혀졌다(Chang, 2011). Mogilner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잡지의 카테고리 수가 많을 때 응답자의 다

양성 지각이 높다는 점과, 카테고리의 이름이 정보를 주

지 않더라도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동일한 수의

제품을 더 다양하게 느낀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성 지각이 소비자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제품 구색이 다

양하다고 지각될수록 구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것이 밝혀졌다(Oppewal & Koelemeijer, 2005). 이는 소

비자들이 제품이 다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다

고 느끼며 결정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Kahn,

1998; Reibstein et al., 1975). 이에 본 연구는 제품 분류

방법으로서 제품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라 이용자들이

다양성을 다르게 인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H 1-1. 인터넷 쇼핑몰 제품 분류 기준(분류학적 분류

vs. 목적-유도적 분류)과 제품 분류 구조(4×12

vs. 12×4)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성 지각에 유

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제품의 다양성을 다르게 지각한다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반응과 태도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Kahn and

Wansink(2004)는 다양성 지각이 소비의 유용성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하였으며, Chang(2011)은 다양성

지각이 실용적 쇼핑 가치와 쾌락적 쇼핑 가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Irani and Hanzaee(2011)은

다양성 지각과 가격 민감도가 쾌락적 쇼핑 가치와 실용

적 쇼핑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쾌락적 쇼핑 가치와 실

용적 쇼핑 가치가 의류 쇼핑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방정식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해 볼 때,

다양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쇼핑이 실용적이고 즐겁다고

느낄 것이라고 예상되며,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였다.

H 1-2. 다양성 지각은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1-2a)과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1-2b)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인지과부하

소비자들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한편 너무 많거나 다

양한 정보가 제시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

나기도 한다. 인지과부하란 많은 양의 정보가 공급되었

을 때 인지적으로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리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정신적인

자원을 요구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자원

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Lang, 2000; Miller, 1960). 따

라서 이용자의 인지과부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Suri et

al., 2012). 제품의 수뿐만 아니라 제품이 분류된 하위 범

주의 너비나 깊이에 따라서도 인지과부하를 느끼는 결

과가 나타나는데, Chang(2011)에 따르면 제품을 분류한

범주의 수가 많아질수록 쇼핑의 즐거움, 매장에 대한 태

도, 그리고 미래 구매 의도가 역 U자 커브를 그린다고 한

다. Jacko and Salvendy(1996)의 연구에서는 깊이가 깊

은 메뉴 구조를 접한 이용자일수록 주어진 과업에 대해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품도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수의 제품을 제시할 때 분류의 방법을 통해

인지과부하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근거해 볼 때, 분류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위 범주의 수가

많을 경우에도 인지과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

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분류 여부 또는 분류 구조에

따른 인지과부하 정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분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른 인지과부하 정도에 대

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의 기준과

구조에 따라서 이용자의 인지과부하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 2-1. 인터넷 쇼핑몰 제품 분류 기준(분류학적 분류

vs. 목적-유도적 분류)과 제품 분류 구조(4×12

vs. 12×4)에 따라 인지과부하에 유의한 차이

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인지과부하는 소비자의 쇼핑 행동이나 쇼핑 가

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Ku(2009)는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접할 경우 구

매 결정을 연기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며, Mogilner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제품을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선택의 만족을 높여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까지의 인터넷 쇼핑 관련 연

구에서는 인지과부하와 쇼핑 가치의 직접적인 경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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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본 연구보다 정보 검색성 내지 정보 제공 관련

변인이 쇼핑 용이성이나 쇼핑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Tarafdar and Zhang(2005)

는 인터넷 쇼핑몰 내의 정보가 적절하게 정렬되어 있으

면 둘러보기가 용이해진다고 하였다. Kim and Kim(2001)

의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의 속성을 쇼핑 가치의 선행변

수로 살펴보았는데, 웹사이트 속성 중 정보 제공 차원이

실용적 쇼핑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웹사이트의 검색성 수준이 실용적 쇼핑 가

치와 쾌락적 쇼핑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또 다른

연구(Hong, 2005)에서는 쾌락적 쇼핑 가치뿐만 아니라

실용적 쇼핑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다른 선행연

구와 다소 배치된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검색성과 쇼핑 가치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

확히 파악하는 데는 앞서 설명한 인지과부하의 개념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지과부하는 통념

과는 달리 정보의 양과 다양성이 정보 사용자에게 긍정

적인 영향만을 갖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개념적

으로 인지과부하는 정보 제공성 또는 검색성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영향력을 가지므로, 쇼핑의 용이성이나 실

용적 쇼핑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예

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 2-2. 인지과부하는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2-2a)과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2-2b)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쇼핑 가치

쇼핑 가치란 쇼핑 경험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로 쇼핑

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가에 대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이다. 쇼핑 가치는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며, 쇼핑 경험은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 모두를 제공한다(Babin et al., 1994). 특정 대상의

가치란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지각되

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쾌락적 쇼핑 가치는 쇼핑을 통

해 재미와 즐거움을 얻는 것을 말한다. Menon and Kahn

(200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의 경우 감각적인 자

극을 통해 쾌락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im(201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의 배열이나 검색이 용이할 경우 소비자가 기능적 가치

를 느낀다고 하였다. Chang(2011)은 인터넷 쇼핑몰 내

에서 제품이 적절하게 분류되어있을 경우 소비자가 보

다 빠르고 쉽게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는 것을 도와 소

비자가 높은 실용적 가치를 지각한다고 하였다. 즉, 인

터넷 쇼핑몰 내 분류 방식은 쇼핑 가치 지각과 영향관계

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분류 방식에 따라 쾌

락적,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분류학적 분류는 제품이 가진 속성에 기반한 분류 방

식이자 실용적인 분류 방식에 가깝다. 의류 제품이 품목

에 의해 분류학적으로 분류된 경우, 어떤 제품인지 마음

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불

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이용자로 하

여금 인지적 노력을 덜 요할 것이므로, 실용적 혜택을 지

각할 가능성이 높다. 목적-유도적 분류는 이와 다르게,

어떠한 상황 즉, 제품을 착용했을 때에 주는 혜택에 근

거한 분류이다. 이 경우 쇼핑 경험을 보다 즐겁게 지각

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위 범주 내에서 제품 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아 이용자는 실용적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

과 같다.

H 3-1. 인터넷 쇼핑몰 제품 분류 기준(분류학적 분류

vs. 목적-유도적 분류)과 제품 분류 구조(4×12

vs. 12×4)에 따라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3-1a)

과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3-1b)에 유의한 차

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쇼핑 가치는 쇼핑몰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깊다.

Davis(1989)의 TAM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수용

할 때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가 이용 의도와 실제 이용 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 인지된 유용성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하며, 인지된 용이성은 어떤 시스템을 이

용할 때 노력을 별로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은 쇼핑이 쉽고 빠르며 효율적이라고 느끼는가에

대한 변수로, Davis(1989)의 연구에서 탐구한 인지된 유

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선행연구

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실용적 쇼핑 가치를 높

게 지각할 경우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점포 환경 자극과 소비자 행동에 관련된 연

구들 중에는 점포 내 환경 자극들과 소비자 행동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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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다룬 연구(Baker et al., 1994)와 환경 자극에 의

하여 발생된 정서가 점포 환경 자극과 소비자의 구매 행

동 사이를 매개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온 연구(Sherman

et al., 1997) 등이 있다. Hong(2004)은 정서적 감정들을 포

함하고 있는 쇼핑 가치 역시 점포 환경 자극과 구매 행

동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이 될 수 있다 하였다. 이를 온

라인 쇼핑으로 확대하여, 웹사이트 속성들(상호작용성,

검색성, 시각적 정보 제공성)이 쇼핑 가치에 영향을 미치

고, 쇼핑 가치는 이들과 태도 사이를 매개하는 연구모형

을 제안하였다(Hong,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도 다양성

지각과 인지과부하는 쇼핑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쇼핑

가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은 다

음과 같다.

H 3-2.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3-2a), 실용적 쇼핑 가

치 지각(3-2b)은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유의

미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는 점포에 대한 태도에 속

하는 개념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

의적,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학습 성향

을 의미한다(Lee, 2009). 현재 많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류가 배타적이지 않거나,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의 관

계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범주가 범주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등의 분류 관련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Lee, 2000).

이 경우 이용자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Park(2004)은 검색과 구매가 편리하도록 보편적,

일관적, 직관적으로 네비게이션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즉, 일관적이고 직관적으로 제품이 분류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들은 검색과 구매에 불편함을 느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

다. 나아가 쇼핑몰에 대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는

결국 지속적인 이용 의도와 구매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즉, 적절한 분류 방식은 긍정적

인 인터넷 쇼핑몰 태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어

떠한 분류 방식에서 이용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

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H 4. 인터넷 쇼핑몰 제품 분류 기준(분류학적 분류

vs. 목적-유도적 분류)과 제품 분류 구조(4×12

vs. 12×4)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극물 개발 및 측정 도구

1) 자극물 개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예비조사를 토대로 인터넷 쇼

핑몰 사이트를 제작하여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예비조

사를 위해 2013년 5월 15일에 대표적인 쇼핑몰 순위 사

이트인 랭키닷컴(http://www.rankey.com/)에 접속해 순위

를 파악한 후, 이를 참고하여 종합쇼핑몰, 남성 의류 전

문쇼핑몰, 여성 의류 전문쇼핑몰의 세 유형의 사이트들

중 총 27개를 선정하였다. 2013년 5월 15일부터 7월 13일

까지 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하위 범주의 수를 확인하고,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 유형의 사이트에서의 분류

방법과 기준, 판매 제품에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 사이트로 한정하는 것이 실험 연구에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자극물은 분류의 기준과 분류 구조의 너비에 따라 유

형 1부터 4를 개발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되었듯

이, 본 연구는 첫 번째 계층 수준에서 두 가지의 분류 방

식을 구분하고, 두 번째 계층 수준에서는 모두 분류학적

분류 방식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극물 1,

2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층 수준에서 모두 분류학

적 분류 방식만을 이용하였으나, 자극물 3, 4의 경우 첫

번째 계층 수준에서만 목적별 분류 방식을 이용하고 두

번째 계층 수준에서는 분류학적 방식을 이용하여 분류

하였다. <Table 1>은 자극물 유형을, <Fig. 1>은 자극물

로 개발된 웹사이트들을 보여준다.

자극물에 쓰인 제품은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브랜

드가 드러나지 않는 제품 사진을 선택하였으며, 모델 없

이 제품만 제시된 사진을 이용하였다. 하위 범주당 평균

4개의 제품을 제시하였으며, 총 스타일 수와 제품의 종

류는 4가지 조작 유형에서 모두 동일한 제품으로 192개

Table 1. Experimental stimuli

Depth 2

Width 4×12 12×4

Taxonomic Stimulus 1 Stimulus 2

Goal-derived Stimulus 3 Stimulu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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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고, 제품의 이름과 가격은 제시하지 않음으로

써 제품의 종류나 매력도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였다. 국

내 포털사이트(www.naver.com, www.daum.net) 검색을

통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 중 ‘Simple & Chic’이라는 이

름을 가진 쇼핑몰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응답자가 쇼핑

몰 내부를 충실히 탐색하도록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본

뒤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에 대해 기억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이용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귀하는 주말에 친구들과 편하게 만나는 자리에 입을 만한 옷을

구매하기 위해 아래 제시된 링크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

였습니다. 평소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떠올린 뒤, 그와

유사한 가격대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하고 제시된 인터넷 쇼

핑몰을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인터넷 쇼핑몰

내부를 탐색한 뒤 마음에 드는 제품을 하나 골라 어느 카테고리

에 속해 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탐색을 마친 뒤, 마음에 드는 제

품이 속한 카테고리와 쇼핑하는 동안 느낀 점에 대해 응답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응답자들은 시나리오를 읽은 뒤 자극물 4가지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응답자는 주어진 링크를 통

해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았으며, 충분히 둘러본 후 설

문 화면으로 돌아와 주어진 질문에 응답하였다.

2) 측정 도구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시나리

오와 자극물에 의한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가설 검정을 위

한 문항들로서, 자극물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체류

시간을 살펴보는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다양성 지각 3문

항은 Kahn and Wansink(2004)의 연구와 Chang(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인지과부하 2문항은 Stanton and Paolo(2012)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소비자의 쾌

락적, 실용적 가치 지각 관련 문항은 Babin et al.(1994),

Lee and Hong(2006), Park and Yoh(2010)에서 수정, 보

완하여 각 6문항을 설문에 사용하였다.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는 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Wu(1999), Elliott

and Speck(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

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1. Web pages as a stim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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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관여도, 제품 지식, 인터넷 쇼핑 행동, 인구통계적

특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패션 관여도 6문항은 Chae

et al.(2006), Choi(2013)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정, 보완

하였고, 제품 지식 및 인터넷 쇼핑 습관을 묻는 2문항을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체류 시간과 인구통계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실증적인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

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

으며,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8일간 설문이 진행되었다. 불성실한 응

답을 걸러내기 위해 응답자들이 사이트를 둘러본 후 사

이트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풀게 하였으며, 인터넷 쇼핑

몰 페이지 체류 시간이 30초 미만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자극물 1에는 63명, 자극물 2에는 64명, 자극물 3

에는 60명, 자극물 4에는 60명이 응답하여, 총 247명의 응

답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29세

(S.D.=5.70)였으며, 미혼이 62.8%, 기혼이 36.8%였다. 학

력은 대학 졸업자가 6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으며, 대학 재학이 16.2%, 고등학교 졸업이 8.1%, 대학원

졸업이 7.3%, 대학원 재학이 4.5% 순으로 나타났다. 직

업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학생 19.4%, 전업주부 15.0%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가족의 월 평균 수입은 200~400만 원이 43.0%였으며,

400~600만 원이 25.8%로 나타났다. SPSS 21.0을 이용하

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18.0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작 검증

자극물로 제시한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기준(분

류학적 분류인 경우와 목적-유도적 분류)을 응답자들이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지 확인하고자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Table 2). 분석결과 자극물 유형 1, 2를 탐색한 응

답자들이 3, 4를 탐색한 응답자에 비해 해당 제품이 제품

특성에 의해 분류되었다는 문항에 대해 평균적으로 높

게 응답하였다. 또한 유형 3, 4를 탐색한 피험자들은 유

형 1, 2를 탐색한 피험자들보다 제품 분류 기준이 제품을

입는 상황 또는 제품이 가진 이미지였다는 문항에 대해

높게 응답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극물은 적절

하게 조작되었다 할 수 있다.

실험 집단 간 동질성 확보와 실험 상황 통제에 대한

검증을 위해 자극물 유형에 따라 지각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문항들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패션관여도 6문항의 평균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F

=.631, p=.592). 평상시 인터넷 구매 행동 2문항(F=1.448,

p=.229; F=.497, p=.685)과, 제시된 제품에 대한 지식 2문

항(F=.972, p=.407; F=2.099, p=.101)에 대해서도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항

목과 집단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χ
2
=.205,

p=.977), 결혼 여부(χ
2
=6.740, p=.346), 학력(χ

2
=7.770, p

=.808), 직업(χ
2
=27.002, p=.464), 가족 월 평균 수입(χ

2

=18.172, p=.683)에 있어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몰 페이지 체류 시간

의 경우에도 30초 미만 응답자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

으므로, 모두 30초 이상 쇼핑몰에 체류한 응답자들이었

으며, 체류 시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F=.910, p=.437), 실험 상황에서 나

타날 수 있는 쇼핑 욕구에 대한 오류가 어느 정도 배제

되었다 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제품 분류 방법의 효과

제품 분류 방법인 제품 분류 기준과 제품 분류 구조

에 따른 효과를 탐구하고자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응답

Table 2. ANOVA results for product classification

Item Stimuli 1 Stimuli 2 Stimuli 3 Stimuli 4 F-value

Taxonomic 5.30
a

5.47
a

4.68
b

4.70
b

08.034***

Goal-derived 3.30
c

3.14
c

4.90
b

5.80
a

55.628***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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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을 비교하였다(H1-1, H2-1, H3-1, H4). 다양성 지

각, 인지과부하,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 실용적 쇼핑 가

치 지각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대해 제품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집단 간 차이의 구

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던컨의 다중비교를 실시

하였다.

1)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분석에 앞서,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Table 3)−(Table 5).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644의 신뢰도 값을 보인 인지과부하 변수

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신뢰도 계수는 .913에서 .968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700 이상의 신뢰도 계수

를 만족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나, 측정하는 개념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

과부하 변수를 채택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에서 고유치

1 이상, 요인부하량이 0.693~0.950의 범위로 나타나 측

정 문항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제품 분류 방법에 따른 다양성 지각과 인지과부하

차이

제품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성

지각과 인지과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분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erceived variety and information overload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Perceived

variety

The site provides a variety of products .945

2.675
56.910

(56.910)
.942

I am able to navigate the site and find a variety of pro-

ducts
.950

The site has a variety of products to select from .926

Information

overload

It is difficult dealing with all the information offered on

the site
.845

1.323
29.456

(83.365)
.644

I become tired when navigating the site .861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hopping values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Hedonic

shopping value

Shopping on the site is a true joy .853

4.757
39.639

(39.639)
.948

Time spent on the site is enjoyable .884

I feel the excitement of the site .848

I feel freedom of choice or the ability to do what I

would like on the site
.818

When I use the site, I am totally absorbed in what I am

doing
.886

While shopping, I forget my problems .779

Utilitarian

shopping value  

The site enables me to look at many products in a short

amount of time
.693

4.283
35.692

(75.331)
.913

The site reduces the time and effort I devote to shopping .768

The site is easy to use and practical .787

I can easily find what I need .819

It is efficient to shop on the site .822

The site enables me to shop quickly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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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석을 실시하여 응답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다양성

지각의 경우, 분류학적 분류에서보다 목적-유도적 분류

에서 더 높게 지각되어(Mtaxonomic=3.61, Mgoal-derived=4.20,

F=12.812, p<.001), 분류 기준에 따른 주효과가 확인되었

다. 제품 구조의 경우, 4×12인 경우보다 12×4일 때 다양

성을 높게 지각하였다(M4x12=3.72, M12x4=4.07, F=4.767,

p<.05). 따라서 가설 1-1이 채택되었다.

또한 다양성 지각에 대하여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상호작용 효과가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F=

6.430, p=.052). 이에 추가적으로 던컨의 다중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던컨의

다중비교분석 결과, 목적-유도적 분류에 의해 12×4 구조

로 제품이 분류될 경우 나머지 세가지 분류 방법에 비해

이용자들은 다양성을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제품이 분류학적으로 분류

되었을 경우에는 분류 구조의 영향이 미미한 반면, 제품

착용 목적에 의해 분류된 경우 분류 구조가 4×12인 경우

보다 12×4인 경우 이용자들이 제품 구색을 다양하다고

지각하였다.

인지과부하 지각에 있어서는 제품 분류 기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Mtaxonomic=3.16, Mgoal-

derived=3.40, F=2.402, p=.123). 반면, 제품 구조에 따라

인지과부하 차이가 나타나, 이용자들은 계층 구조를 가

지는 분류 방식을 접하였을 때 첫 번째 계층에서 적은

수의 하위 범주를 가지는 것보다 많은 수의 하위 범주를

가질 때 인지적으로 과부하를 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

다(M4x12=3.47, M12x4=3.08, F=6.180, p<.05). 따라서 가

설 2-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인지과부하에 대한 분

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F값이

3.147(p=.077)로 나타났다.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p<.1 수준에서는 유의한 상호작

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후검정을 통해 집단 간 차이

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Fig. 3>, 다른

경우들보다는 제품이 분류학적으로 분류된 12×4 구조

에서 유의미하게 인지과부하를 덜 느낀 것으로 나타났

다(p<.01).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attitude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Attitude

I like the site .944

4.429 88.575 .968

I find the site likable .957

I have positive feelings about the site .944

I am satisfied with the service on the site .896

I find the site appealing .963

Fig. 2. Perceived variety: Standard × Structure. Fig. 3. Information overload: Standard ×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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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12 구조보다 12×4 구조에서 다양성을 높게

지각하고, 인지과부하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6×4 구조보다 4×16 구조가 이용하기 쉬우며, 32

×16 구조보다 16×32 구조에서 반응이 빨랐다는 선행연

구 결과와 상반된다(Kiger, 1984; Larson & Czerwinski,

1998).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의류 제품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 때문이다. 의류 제품 구매 시 다른 제품에 비해

다양한 속성 수준을 한꺼번에 고려하므로 첫 번째 계층

에서 범주를 넓게 펼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수

있고, 의류 제품 쇼핑의 쾌락적인 속성으로 인해 깊이가

깊어져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분류

구조 너비로 제시한 12가 다양성 지각이나 인지과부하

라는 변수를 측정하기에 충분히 많은 수가 아니었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 일 수 있다.

3) 제품 분류 방법에 따른 쇼핑 가치 차이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의 경우 분류 기준에 의한 주

효과가 확인되었다(F=9.351, p<.01). 제품이 목적-유도

적으로 분류된 경우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 응답의 평

균값이 3.42인 반면 제품 품목에 의해 분류학적으로 분

류된 경우 응답의 평균값이 2.95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즉, 의류 제품이 쇼핑몰에서 목적-유도적으로 분류되었

을 때, 소비자들은 쾌락적 쇼핑 가치를 더 지각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분류 구조에 의한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M4x12=3.07, M12x4=3.29, F=

2.304, p=.155), 이들의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

라서 가설 3-1a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와는 다르게,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의 경우에는 분

류 기준에 의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Mtaxonomic

=3.89, Mgoal-derived=4.06, F=1.617, p=.205), 분류 구조에 의

한 주효과만이 확인되었다(M4x12=3.78, M12x4=4.17, F=

8.424, p<.01). 즉, 응답자들은 첫 번째 계층 수준에서 넓

은 범주 수를 가질 경우 더 실용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실용적 가치 지각에 대하여 분

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이에 가설 3-1b 역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4) 제품 분류 방법에 따른 태도의 차이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대해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

모두에서 유의미한 주효과가 확인되어 가설 4가 채택되

었다. 분류학적 분류보다는 목적-유도적 분류 방법에 의

해 제품을 분류할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가 긍

정적이었으며(Mtaxonomic=3.26, Mgoal-derived=.77, F=10.675,

p<.01), 분류 구조가 4×12인 경우보다 12×4인 경우에서

응답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

였다(M4x12=3.32, M12x4=3.70, F=6.035, p<.05). 즉,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목적-유도적으로

분류되거나, 분류 구조가 4×12보다는 12×4인 것이 소비

자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시사한다. 한편 분류 기준과 분류 구조의 상호작용 효

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2. 다양성 지각, 인지과부하, 쇼핑 가치, 인터넷 쇼

핑몰 태도 사이의 인과관계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해 검증

하였다(H1-2, H2-2, H3-2).

1) 확인적 요인분석

인과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Table 6). 쾌

락적 쇼핑 가치 중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주변 일에 대해 잊어버린 적이 있다’와, 실용적 쇼

핑 가치 중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단시간에 많은 상

품을 볼 수 있다’가 삭제되어, 총 25문항이 사용되었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Normed χ
2
=2.084(χ

2
=333.458, df

=160), NFI=.941, TLI=.962, GFI=.877, CFI=.968, RMS-

EA=.066로 나타났다. Normed χ
2
의 경우 기준치인 3 미

만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NFI, TLI, GFI, CFI의 경

우 .900 이상, RMSEA의 경우 .080 이하일 경우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한다(Kim, 2010). 검증한 모형의 경우 GFI

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만족할 만하며, GFI 역시

.900에 근사한 값이므로 모형이 양호하다 할 수 있다.

이어서 본 모형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요인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잠재요인 타당성이란 측정 변수

가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요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Lee & Lim, 2011). 집중 타당성의 경우 표준화 요인부하

량의 크기,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

tracted)과 잠재요인 신뢰도(Constructed Reliability)를 통

해 확인한다. 먼저,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0.50일 경우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본 모형에서는 모든 문항이 0.68 이상의 표준

화 요인부하량을 가져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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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Yu, 2012). 또한 평균분산추출값은 .50 이상 잠재요

인 신뢰도는 .70 이상이 바람직한데(Bagozzi & Yi, 1988),

<Table 6>에 제시한 것과 같이 모든 요인이 기준치를 충

족하였다.

한편 판별 타당성의 경우 한 요인이 다른 요인과 다른

요인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두 요인의 상관계수 제곱과

각각의 평균분산추출값을 비교하게 된다. 이때, 상관계

수 제곱보다 각각의 평균분산추출값이 높을 경우 판별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요인 간 판별 타당

Tabl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Critical ratio AVE CR

Perceived variety

1 .929 -

.91 .962 .953 27.979***

3 .878 22.276***

Information overload
1 .677 -

.60 .75
2 .702 06.317***

Hedonic shopping value

1 .929 -

.89 .97

2 .947 29.047***

3 .926 26.720***

4. .861 21.541***

5 .848 20.705***

Utilitarian shopping value

1 .730 -

.81 .95

2 .866 13.657***

3 .821 12.910***

4 .914 14.432***

5 .834 13.125***

Attitude

1 .936 -

.92 .98

2. .954 31.243***

3 .926 27.770***

4 .858 21.825***

5 .957 31.754***

***p<.001

Table 7.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Factor Perceived variety
Information

overload

Hedonic

shopping value

Utilitarian

shopping value
Attitude

Perceived variety .91
a

Information

overload
.09

b
.60

Hedonic

shopping value
.51

b
.11 .89

Utilitarian

shopping value
.30

b
.36 .42 .81

Attitude .57
b

.20 .76 .52 .92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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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인과관계 분석

구조모형방정식 검증결과, 적합도 지수를 보면 Norm-

ed χ
2
=2.349(χ

2
=382.897, df=163)로 3 미만임을 확인하였

으며, NFI=.933, TLI=.953, GFI=.863, CFI=.960, RMS-

EA=.074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가설로 설정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

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경로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Fig. 4).

첫째, 다양성 지각이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γ=.651)과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γ=.385)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 가설 1-2a, 1-2b가 채택되었다. 영향력의

경우, 다양성 지각은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보다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인지과부하 역시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γ=−.257)

과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γ=−.575) 모두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 2-2a과 2-2b가 채택되었

다. 인지과부하는 다양성 지각과 달리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에 더 큰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품이 다양하다고 느

낄수록 쾌락적이라고 지각하며, 인지적으로 과부하를 덜

느낄수록 실용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는 제품 다양성이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며,

인지과부하를 덜 느껴 정보 처리가 용이한 것은 실용적

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

구와 같은 맥락이다(Chang, 2011).

둘째,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과 실용적 쇼핑 가치 지

각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두 경로에서 모두 유의하게 정적인 관계가 확

인되어 가설 3-2a과 가설 3-2b가 채택되었다. 이 두 차원

의 쇼핑 가치는 쇼핑몰 사이트에 대한 선행변수들(다양

성 지각과 인지과부하)과 태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β=.715)이 실용

적 쇼핑 가치 지각(β=.279)보다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용자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하려면 쾌

락적 쇼핑 가치 지각과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 모두 신경

써야 하고, 특히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의 영향이 크다

는 점에 염두를 두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수의

제품을 진열하여 보여줄 수 있으나, 이용자가 정보를 처

리할 때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

여 제시하는지는 쇼핑몰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

제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수

Fig. 4. Summary of S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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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일하더라도 어떻게 제품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소

비자가 지각하는 다양성의 수준은 다를 수 있어, 제시

하는 방식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내에서 제품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에 따라 이용자들의 지각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해 보고자 하였다. 실험 연구를 통해 가설 검증이 수행

되었으며,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 분류 방법인 분류 기준과 구조에 따른 소

비자들의 다양성 지각과 인지과부하, 쇼핑 가치 지각, 사

이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류 기준과 분

류 구조의 주효과를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분류

기준의 경우 다양성 지각,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 그리

고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대한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분

류 구조의 경우 다양성 지각, 인지과부하,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대한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제품이 품목, 즉 분류학적으로 분류되는 경

우보다는 제품 착용 목적에 의해 분류될 때 이용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품이 더 다양하다고 느

끼며, 쇼핑 경험을 즐겁다고 생각하였으며, 인터넷 쇼핑

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분류 구조는 4×12

인 경우보다 12×4인 경우 제품이 더 다양하다고 지각하

였고, 인지과부하를 덜 느꼈다. 또한 12×4인 경우에 실

용적인 쇼핑 가치를 더 느끼며, 인터넷 쇼핑몰 태도 역

시 우호적이었다. 첫 번째 계층 수준에서 범주의 수를 넓

게 펼쳤을 경우 제품의 다양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이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다양성 지각과 인지과부하에 대해 어느 정

도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특히,

제품의 착용 목적에 의해 12×4 구조로 제품을 분류할 경

우 다양성 지각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학

적인 방법으로 12×4 구조로 제품을 분류할 경우 피험자

들이 인지과부하를 적게 느낀다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경로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다양성 지각이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과 실용적 쇼핑 가

치 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지과부하가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과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다양성 지각은 쾌락적

쇼핑 가치 지각에, 인지과부하는 실용적 쇼핑 가치 지각

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제품 다

양성이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며, 인지과부하를 덜

느껴 정보 처리가 용이한 것이 실용적인 측면과 관련되

는 결과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쾌

락적 쇼핑 가치가 실용적 쇼핑 가치보다 좀 더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터넷 쇼핑몰은 가격 할인이

나 실용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결

과에서 나타나듯이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구매 행동을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쾌락적인 요소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의류 산업 또는 시장에서 실무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에 근거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또

는 개인은 분류 방식을 하나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분류 기준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이 가

진 정체성에 따라 제품을 분류학적으로 분류할지, 목적

-유도적으로 분류할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인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주 경로로 하는

브랜드가 재고 소진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하고

있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제품을 찾도록 제

품의 품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학적으로 분류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는 큐레이

션 쇼핑몰의 경우에는 판매보다는 이용자들이 긴 시간

쇼핑몰에 체류하며 브랜드 또는 광고에 노출되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품 착용의 목적에 의해 제품을 분

류하여 쾌락적인 쇼핑 가치를 지각하도록 하는 것이 좋

을 것이다. 한편 분류 구조의 경우 전반적으로 4×12 구

조에 비해 12×4 구조로 제품을 분류하여 제시한 인터넷

쇼핑몰이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용자가 인터넷 쇼핑몰에 접

속하여 처음으로 보게 되는 범주인 첫 번째 계층 수준

에서 많은 수의 범주를 제공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 그간 잘 다뤄지지 않은 인

터넷 쇼핑몰의 제품 분류 방식에 대하여 탐구함으로써

추후 관련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제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식료품점, 서

점 등을 배경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의류 제품은

다른 제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의류학 분야에

서 별도로 연구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오프라인 유통 업

체의 부진 속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오늘날 유통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본 연구와

같이 인터넷 쇼핑 환경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분류 구조와 함께 분류 기

준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여 다양성 지각과 인지과부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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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방법이 적절하다고 판

단하여, 시나리오와 더불어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제작

하여 자극물로 제시하는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실험 연구로서의 의의가 큰 반면, 실험 연구

로서 가지는 한계점도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고, 후속연

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자극물 설계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계층에서만 분류학적 분류와 목적별 분류 방식으

로 구분되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목적별 분류 방식의

경우 두 번째 계층에서도 목적별 분류 방식으로 자극물

을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제품의 분류 기준을 분류학적 기준과 착용 목

적이라는 두 가지 분류 기준을 사용하였는데, 후속연구

에서는 본 연구에서 연구하지 않은 다른 분류 기준에 의

해 제품을 분류할 때 이용자의 반응과 인터넷 쇼핑몰 태

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험 통

제의 문제에 있어, 4개 자극물 유형에 제시한 총 상품의

종류 및 개수를 동일하게 제시하고, 최소한의 체류 시간

을 부여하고, 자극물 조작 점검 문항들을 활용해 관련 영

향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의류 제품 간의 보완적 관계

에 대한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실험 당시의 쇼핑 욕구와 관심 있는 제품 등에 대

한 문항을 더 추가하여 실험 오류를 최대한 배제하는 노

력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의류 전문쇼핑몰의 차이가 존재

하는 상황에서 여성 의류 전문쇼핑몰에 대해 20~30대 여

성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므로, 향후 연구대상을

달리한 실증 연구가 추가됨으로써 인터넷 패션쇼핑몰

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결과들이 더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매체를 이용한 쇼핑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

릿 PC의 경우 컴퓨터 모니터에 비해 화면의 크기가 현

저하게 작은데, 이 경우 분류의 구조가 깊거나 넓은 것

에 대해 어려움을 더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Ziefle(2010)

등이 언급했듯이 작은 화면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를 접

할 때에는 더 읽기 쉬워야 하며 충분히 큰 글자 크기로

보여져야 하므로 화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분류의 구

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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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Product categories for stimulus 1

Taxonomic  4×12

Top

Plain t-shirts

Outwear

Half coats

Striped t-shirts Long coats

Polo shirts (collared shirts) Trench coats

Sweat shirts Padding coats

Sleeveless shirts Short jackets

Short sleeve shirts Long jackets

Long sleeve shirts Safari jackets

Sleeveless blouses Leather jackets

Short sleeve blouses Tweed jackets

Long sleeve blouses Tailored jackets

Printed shirts & blouses Varsity jackets

Sweaters Cardigans

Bottom

Jeans

Accessories

Backpacks

Shorts Shoulder bags

Trousers & leggings Tote bags

Training pants Clutches

Mini skirts Heels

Long skirts Flat shoes

Flared skirts Sneakers

Printed skirts Boots

Knit skirts Caps & hats

Jumpsuits Hair accessories

Mini dresses Jewelry

Long dresses Sun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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