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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COVID19로 인한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은 온

라인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내 대표 패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 W컨셉, 지그재그, 에이

블리, 브랜디의 5대 플랫폼의 2020년 거래액은 전년 

대비 40%가 증가하여 3조 2,500억 원에 이르렀다(Hong, 

2021). 이러한 패션 온라인 플랫폼들은 신기술과 빅데

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전략

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기술(AI: Artificial In-

telligence)을 이용한 서비스는 데이터에 기반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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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가치를 부

여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는(Abdullah et al., 2013),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함으

로써 소비자에게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Kim & Lee, 2018).

최근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최적의 가격을 제시

해 주는 전략은 항공권, 호텔 숙박을 비롯한 신발, 의

류 쇼핑 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플랫폼에 도입되고 

있다(Ju, 2020). 우버(Uber)의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가

격 자율 조정에 의해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더 높은 

서비스 요금을 부가하기도 하며, 2018년 설립된 럭셔

리 브랜드 온라인 플랫폼 ‘트렌비(tren:be)’는 자체 개

발한 AI 로봇 ‘트렌봇’을 통해 전 세계 온 · 오프라인 

쇼핑몰을 분석하여 최적의 가격을 찾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AI 알고리즘

을 활용한 자동 가격설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기

술적으로 가격을 자율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

는데(Choi, 2017; Gal, 2019), 소비자에게는 구체적으

로 어떠한 논리 및 변수가 활용되어 개발된 AI 알고리

즘이라는 것은 공개되지 않는다(Ju, 2020). 온라인 상거

래 업체의 재고 상황과 소비자의 구매 동향을 고려하

여 최적의 가격을 결정하여 제시함으로써(Choi, 2017)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때 

제시되는 가격은 AI 알고리즘에 의해 최저 가격뿐만 

아니라 인상된 가격도 포함될 수 있다(Ju, 2020). 기업

의 입장에서 재고를 고려하여 색상 및 사이즈별 가격

차이를 둠으로써 재고 회전율을 높이고 이윤을 상승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고, 소비자 입장

에서는 동일 제품의 최저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에서 쇼핑 편의성이 증대된다(Kim & Lee, 2018).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가

격설정은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적 가격전략(dynamic 

pricing)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는 동일 제품에 대해 발

생하는 가격의 차이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Kimes, 2002;  Lee et al., 2011; Xia et al., 2004). 온

라인 의류 구매 상황에서도 이러한 동적 가격설정으

로 인한 개인 간 가격의 차이(inequality)는 판매자에 대

한 신뢰를 감소시킬 수 있다(Garbarino & Lee, 2003). 

특히 가격차이로 인한 불공정성 지각은 거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Austin et al., 1980; 

Gelbrich, 2011; Xia et al., 2004), 나아가 부정적 감정은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Folkes et al., 1987). 무엇

보다도 소비자는 불공정한 거래 상황을 초래한 대상

을 다른 비교 구매자나 거래에 대한 제품보다는 판매

자로 볼 수 있어(Xia et al., 2004), 판매자에 대한 부정

적인 감정과 불평 등의 부정적인 행동의도를 가질 수 

있다(Folkes, 1988).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패션 온

라인 플랫폼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최적화 가격

설정 전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는 단기적으로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Kimes, 2002), 장기적

인 관점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패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AI 

알고리즘 가격설정 전략에 있어 가격 공정성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매커니즘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

요가 있다.

가격차이로 인한 가격 공정성 지각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효과적인 멀티채널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온 · 오프라인 채널 간 가격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설명하는데 집중되어 있다(Fassnacht & 

Unterhuber, 2016; Vogel & Paul, 2015; Wolk & Ebling, 

2010). AI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설정은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가격차이가 나는 동일 제품이 실시간으로 제시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쌍방권한원칙(dual en-

titlement principle)에 따르면 판매자의 입장에서 정당

한 비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는 소비자

에게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Kahneman et 

al., 1986b). 그러나 기대되지 않은 가격차이가 발생하

고, 판매자가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인식

한다면, 소비자는 가격차이의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

는 것으로 간주한다(Bolton et al., 2003; Vaidyanathan 

& Aggarwal, 2003). 나아가 가격차이에 대한 제시된 

증거가 없다면 판매자에 대한 책임 귀인은 더 강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격 공정성 평가에 있어 가격차이에 

대한 근거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에 따르면 가격 불공정성

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주관적이며 소비자 자신의 이

익에 의해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Oliver & Swan, 1989). 

즉 동등한 크기를 가진 가격 불평등일지라도 이 불평

등이 소비자에게 손해일 때는 이득일 때보다 더 불공

정하다고 지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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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 AI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설정으로 동일 

제품에 가격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격차이에 대한 

근거정보제공 여부가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 지각과 

플랫폼 이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가격차

이가 손해 혹은 이득에 따라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

질 수 있는지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는 점에서 AI 알고

리즘으로 제시된 가격설정으로 평가하는 가격 공정성 

평가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개인 특성이 중요하게 반

영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Hoffman et al., 1999; 

Kim & Lee, 2019; Lee et al., 2016) 새로운 기술이 적용

된 서비스의 사용에 있어 소비자의 기술에 대한 불안

감은(Parasuraman, 2000) 주요 영향 요인이 됨을 밝히

고 있다. 특히나 기술 기반의 온라인 거래에서는 소비

자의 이러한 특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다(Hoffman et 

al., 1999; Lam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 알

고리즘 가격설정 또한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라는 측

면에서 이것이 적용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가격 공

정성 및 행동의도 평가에 있어 그 역할에 주목하고 조

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AI 알고리즘

을 도입한 가격설정으로 인한 가격차별 전략이 가지

는 마케팅 효과의 기제를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

를 마련하고자 하며,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AI 알고리즘 가격설정과 가격차이

AI 알고리즘은 특정 목적에 맞게 다듬어진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추론방식을 의미한다(Jung, 

2020).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AI 알고리즘을 활용

하여 소비자 수요와 공급 변동에 맞춘 최적의 제품가

격을 결정하기도 한다(Choi, 2017). 수요가 높은 제품 

또는 성수기의 서비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과 같

이 수요와 공급, 구매 특성 등에 따라 개인 간 동일 제품 

혹은 서비스의 가격이 유동적으로 달라지는 동적 가격

전략은 온라인 시장에서 강화되었다(Xia et al., 2004). 

AI 기술을 토대로 가격결정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전

체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Dutta 

et al., 2003; Gal, 2019), 동시에 같은 상품 혹은 서비스

에 대한 차등화된 가격 즉, 가격차이(price inequality)

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가격차이

의 원인에 대한 추론과 가격정보처리에 어려움을 겪

을 수도 있다.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은 동일 상품의 최저 가격을 

제시로 인한 가격 하향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 또한 발

생할 수 있다(Ju, 2020). 최근 많은 연구들이 AI 알고리

즘 가격설정으로 인한 거래에서의 불공정을 막기 위

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나 법적 고려사항

에 논의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Choi, 

2017; Gal, 2019; Gerlick & Liozu, 2020; Ju, 2020). 선행

연구에서는 동일 제품 혹은 동일 제품의 사이즈와 같

은 속성에 따라 가격차이가 존재할 때 상대적으로 높

은 가격으로 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구매

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Anderson & Simester, 2008). 

뿐만 아니라 Fassnacht and Unterhuber(2016)는 동일 

제품의 가격차이가 온·오프라인 채널 유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하였는데, 온라인에서

의 제품가격이 15% 더 높은 경우에 불공정하다는 지

각이 가장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Vogel and Paul(2015)

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제품가격이 오프라인 제시 

가격보다 더 저렴할 때, 가치 지각과 재구매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가격차이가 발생할 때 비교의 대상이 되는 준거거

래와의 유사성이 낮으면 대조효과(contrast effect)가 

발생하여(Mussweiler, 2003), 두 거래 간의 특성차이가 

가격차이의 이유로 간주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가

격차이를 납득하게 된다(Xia et al., 2004). 그러나 준거

거래와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에는 동화효과(assimila-

tion)가 발생하여, 소비자는 동등한 가격을 기대할 권

리가 있다고 믿게 되며 가격차이를 불공정하다고 판

단하기 쉽다(Monroe & Xia, 2005; Mussweiler, 2003). 

즉 동일한 제품에 대해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에 의해 

가격차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격 공

정성이 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가격 공정성 지각

1) 가격 공정성

공정성(fairness)이란 어떠한 성과나 그 성과에 도달

하기까지의 절차가 타당한지, 허용 가능한지, 정당한

지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된다(Bolton et al., 2003). Xia 

et al.(2004)은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 지각이 판매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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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비교 상대자의 가격 간의 차이가 타당한지(rea-

sonable), 허용 가능한지(acceptable) 또는 정당한지(jus-

tifiable)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및 평가로 규정하였다.

가격 공정성 지각은 가격비교를 통해 유발된다(Mon-

roe & Xia, 2005).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성 지각은 

개인이 본인의 결과를 비교대상의 결과와 비교할 때

에 나타나는데, 이때 비교대상은 나 자신, 다른 소비자, 

기업이 될 수 있다(Adams, 1965; Xia et al., 2004). Fein-

berg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가격 공정성

을 판단할 때, 소비자가 과거에 지불했던 가격뿐만 아

니라 타인이 제공받은 가격에도 영향을 받음을 확인

하였다.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는 소비자가 가격정보

에 대한 수집이 쉬워 동일 제품에 대해 자신이 지불한 

가격이 타인과 비교하여 많거나 적은지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소비자는 거래를 통해 자신의 이득을 최대

화하고 최저가로 지불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Or-

dóñez et al., 2000), 타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낮은 가격 공정성을 지각할 수 있다.

가격비교는 동등(equality), 손해인 차이(disadvanta-

ged inequality), 이득인 차이(advantaged inequality) 세 

가지 유형의 상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가격이 동등

한 상황보다 소비자가 가격 차이 즉, 불평등을 지각할 

때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거나(Garbarino & Lee, 

2003), 거래에 대한 공정성 평가가 낮아지거나 불공정

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Xia et al., 2004). 특히 이득

인 불평등의 상황에서도 불공정성 지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2) 가격차이에 대한 근거정보제공과 가격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교환 

관계에 있는 개인이 해당 관계에 투자한 만큼 그에 상

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공정성을 판단

하는데 있어서 보상의 분배 결과만을 고려한다는 한

계로 결과가 주어지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절차적 공정성이 제안되었다

(Leventhal, 1980). 즉, 절차적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사

람들이 결정의 과정 및 절차가 공정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한 절차에 의해 도출된 결과 역시 공정하다고 

판단하며 결과에 만족한다(Lind & Tyler, 1988). 판매

자와 소비자 각각 모두 기본적인 이익과 가격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는 쌍방권한원칙 역시 정당한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차이는 소비자에게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Kahne-

man et al., 1986b).

소비자들은 동일 제품에 대해 가격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며 대체로 외적 귀인, 즉 판

매자로 귀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격차이에 대한 

판매자의 동기가 가격 공정성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Campbell, 1999),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가

격 상승 시 이에 대한 정당성이 제시될 때는 가격의 공

정성을 지각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Bolton et al., 

2003; Campbell, 1999; Homburg et al., 2005). Hwang 

(2011)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손해인 가격변동의 

상황에서 판매자와의 과거 거래 경험, 소비자의 과거 

쇼핑 경험뿐만 아니라 가격변동에 대한 정보제시가 가

격 공정성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

다. Park(2008)의 연구에서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될 때 

고객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

가 제시되어 기업 노력에 대한 소비자의 호혜성(recipro-

city) 지각 수준이 높으면 가격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

과는 약화됨을 확인하였다. Ferguson and Ellen(2013)

은 커피 제품의 가격 상승에 대한 공정성 지각을 실험

하였는데, 가격 상승에 대한 이유를 기업이 적극적으

로 제공하였을 때 기업 외부로부터 가격 상승 이유가 

제공될 때보다 더 공정성을 높게 지각함을 확인하였

다. 또한 가격 상승의 변동폭이 작은 상황에 비해 변동

폭이 큰 상황일 때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

게 제공하는 조건에서 가격 공정성 지각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판매자가 가격 상

승과 같은 가격 변동 상황에 대한 근거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가격의 공정성 지각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Schein, 2002; Xia et al., 2004).

 

3) 가격 공정성과 지속이용의도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플랫폼 선

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택 전환을 쉽게 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고객 유지율이 기업의 이윤에도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는

데, 특히 가격 공정성 지각은 제품이나 판매자에 대한 

태도, 구매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제가 될 수 있

다(Campbell, 1999).

가격 공정성 지각이 제품과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Cǎtoiu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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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은 피트니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특정 서비스 할

인을 제공한 경우 소비자의 가격 공정성 지각이 가치 

지각을 매개로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

인하였다. 또한 가격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됨

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들이 보고 되었는데, 특

히 가격 인상 시 불공정성을 지각할 경우 부정적 감정

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구매의도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침을 확인하였다(Campbell, 1999; Kahneman et 

al., 1986a; Kim & Kim, 2010; Lee et al., 201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속이용의도는 소비자가 특

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경험한 이후에도 장기적이

고 지속적으로 갖는 이용의도라는 측면에서(Jahanmir 

et al., 2020), 본 연구는 AI 알고리즘에 따른 가격차이

가 존재하는 가격제시 상황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온

라인 플랫폼에 대한 긍정적인 지속이용의도를 형성하

게 하는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적 역할을 이해하고

자 한다.

 

3. 가격차이: 손해 vs. 이득

Oliver and Swan(1989)에 따르면 가격 공정성에 대

한 판단은 주관적인데, 소비자는 자신의 이익 여부에 

따라 공정성을 판단하려고 한다. 즉, 소비자는 상대방

에 비해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자신의 결과를 최대

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동등한 크기를 가진 가격 불평

등에 대해서 그 불평등이 소비자에게 이익일 때는 공

정하게 지각하는 반면, 불평등이 소비자에게 손해일 때

에 이득일 때보다 더 불공정하다고 판단한다(Ordóñez 

et al., 2000).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의 가치 함수를 살펴보면, 

손실(loss) 영역의 기울기가 이득(gain) 영역보다 더 가

파르다. 즉, 소비자의 손실 회피 성향이 반영되어 똑같

은 금액이더라도 이득보다는 손실에서 심리적 영향

력이 더 크고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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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a)은 가격변화에 대한 공정성 지각에도 이러한 

손실 회피 성향이 반영된다고 언급하였는데, 소비자

가 동일 차종에 대해 $200 할인하던 가격을 정가로 환

원했을 때보다, 정가에서 $200로 인상하였을 때 더 불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이득의 감

소보다는 손해의 발생이 불공정성 지각에 크게 작용하

였는데, 이는 가격의 차이가 손해인지 이득인지가 가

격 공정성 지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Kim and Kim(2010)의 연구에서는 구매 후 가격할인으

로 가격변화가 일어났을 때 기존 구매자들의 공정성 

지각을 측정하였는데, 가격의 공정성을 지각하는 인

지적 반응 단계에서는 가격변화에 대한 동기 추론이 

공정성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긍정적 동기 추론

이 일어나면 가격할인으로 과거 거래에서의 손실 상

황에서도 가격변화에 대한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한편,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진보된 기술을 토대로 

소비자들은 더 쉽게 타인이 지불해야하는 가격과의 비

교가 가능해졌다. 가격의 공정성은 가격의 상대성에 

의해서 인식된다는 점에서(Feinberg et al., 2002), 자신

의 거래에서 자신의 가격이득을 최대화 하려고 노력

한다(Oliver & Swan, 1989). Lee et al.(2011)의 연구에

서는 온라인 동적 가격 상황에서 가격결정에 판매자

보다 구매자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

는 통제감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에게 더 이득이라

는 관계 지각(advantageous lateral consumer relation-

ship)이 가격 공정성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주요 변인임을 밝히고, 가격 공정성 지각은 순차

적으로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

다. 즉, 이득인 가격제시 상황은 가격 공정성 지각을 높

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에 따라 동일 제품의 가격차이가 

존재할 때, 가격차이에 대한 근거정보제공이 가격 공

정성을 매개로 플랫폼의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가격차이가 이득인지 손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전망이론을 근거로 소비자

들은 손해인 상황에 대해 이득 상황보다 더 큰 심리적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근거정보제공이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는 손해인 상황에서는 이

득인 상황에 비해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가격차이의 근거정보제공이 가격 공정성 지각

을 매개로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

차이(이득 vs. 손해)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구

체적으로 가격차이가 자신에게 이득인 상황에

서(vs. 손해인 상황보다) 근거정보제공이 가격 

공정성 지각을 매개로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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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4. 기술 불안감

기술 불안감은 기술에 대한 불신과 기술이 올바르게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의미한

다(Parasuraman, 2000). 불편감(discomfort)과 함께 기

술 준비도의 저해 요인에 해당하며, 두 요인이 높은 성

향의 사람은 기술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Lin & 

Hsieh, 2007). 불안감은 기술 기반으로 한 거래에 대한 

신뢰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기술 

자체가 편안하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불

편감과는 차이가 있다.

불안감은 정상적인 정서 반응으로 여겨지며, 부정

적인 사건으로 인해 개인에게 손실을 가져다 줄 때에 

가중될 수 있다. Lam et al.(2008)은 온라인 거래에 대

한 불안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인터넷을 수용하기까

지 더 오래 걸리며 수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패션 맥락에서는 기술 불안 성

향이 높은 집단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위험 

지각이 높았으며, 이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6). 또한 Kim and Lee 

(2019)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패션 매장의 셀프 서비

스 테크놀로지를 유능하다고 지각할지라도 기술 불안

감이 높은 집단일 경우에는 구매의도가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온라인 상의 거래에 대한 불안감은 전자상거래의 사

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Hoffman et al., 1999), AI 

알고리즘을 사용한 가격설정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있

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가격이 공

정한지에 대한 염려를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가격차

이가 발생하였을 때, 기술 불안감이 높은 소비자일수

록 가격차이에 대한 근거정보가 제공될 때 가격 공정

성 지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이 도입된 온라

인 플랫폼에서 AI 서비스로 인해 가격차이가 발생하였

을 때, 가격차이 근거정보제공과 지속이용의도의 관

계에 있어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기술에 대한 불안감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H2. 기술 불안감이 높은 소비자일 때(vs. 낮은 소비

자일 때) 가격차이의 근거정보제공이 가격 공

정성 지각을 매개로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은 강화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및절차

1. 실험 자극물

본 연구는 전 세계 여러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패션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다수 웹사이트의 가격

정보와 제품의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저가

를 제공하고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정해주는 AI 알고

리즘 가격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설계하였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실증적 실험 설계를 위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 미등록 된 쇼핑몰 

상호명 ‘MYTRENDI’를 사용하여 가상의 패션 온라

인 플랫폼을 자극물로 제작하였다. 자극물을 선정하

기 위해 먼저 자극물에 사용한 제품은 20대, 30대 남녀 

피험자 31명을 대상으로 운동화, 구두, 슬리퍼를 포함

한 신발 제품 총 12개 이미지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Perceived 

price fairness

Information 

provision

Price inequality

(loss vs. gain)

Technology 

insecurity

Continuous 

use intention

H1

H2

Fig.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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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택 빈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난 운동화(51.6%)를 선택하여 본 실험에 

자극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

구 대상자가 관여도를 가지는 제품군을 선정할 수 있

었고 이후 실험에서 운동화 종류로 자극물을 한정함

을 통해 제품의 카테고리에 따른 효과를 배제할 수 있

었다. 이후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20개의 

운동화 제품 이미지를 웹페이지 내에 제시하였다. 각 

제품은 알파벳과 색상명으로 조합된 가상의 제품명으

로 제시되었으며(ex. Product A-White), 실험 조건 외

에 외적 단서는 모두 통제되었다.

가상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순차적

으로 쇼핑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설계하

였다. 먼저 홈페이지 접속 시 메인 화면에서 AI 알고리

즘에 의해 패션 제품 판매가가 수집, 분석되며 최저가 

추천 서비스가 이루어짐을 제시하였으며, 실험 참여

자로 하여금 시나리오에 따르게 하였다. 다음으로 ‘슈

즈(shoes)’ 카테고리 페이지로 접속하여 동일하게 제

시된 20개의 운동화 제품들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

으며, 마지막으로 단일 제품의 가격 및 상세정보를 시

나리오에 의해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험 

참가자가 직접 제품을 선택하는 행동은 통제되었으

며, 동일한 자극물에 노출되도록 선행연구(Lee & Ahn, 

2018)를 토대로 제작하였다. 최종 제품의 상세페이지

에서 노출된 제품은 1차 예비조사에서 가장 선택률이 

높았던 화이트 운동화 제품으로 해당 이미지를 자극

물에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시나리오로 구성된 실험 

자극물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2차 예비

조사를 통해 실험의 몰입도를 확인하였다. 1차 예비조

사와 동일하게 20대, 30대 피험자를 모집하였으며, 

31명을 대상으로 ‘자극물에서 제시된 패션 온라인 플

랫폼은 실제로 쇼핑하는 기분이 들게 한다’의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4.9점으

로 나타나 시나리오를 통한 쇼핑 몰입도가 높음을 확

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시나리오 페이지당 최소 10초 이상 머물러

야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자극물

로 제시된 정보들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유도하였다. 

가상의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제품을 선택하거나 이전 

페이지의 이동과 같은 행동은 모두 통제되었으며, 동

일한 쇼핑 시나리오의 절차에 따라 일련의 경험이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실험 조작이 이루어진 제품 상세페이지는 가격차

이(손해 혹은 이득)와 근거정보제공의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자극물로 구성되었다. 실험 참가자에

게는 모두 동일한 제품에 대해 자신의 사이즈를 포함

한 총 6개의 사이즈 옵션이 제시되었다. ‘내 사이즈 발

견’이라는 표시로 자신의 사이즈 제품임을 조작화하

였고, 특정 사이즈의 치수는 제시하지 않고 통제하였

다. 또한 재고가 반영된 가격설정이라는 점에서 1번

과 6번째 제품은 ‘품절’로 동일하게 표시하였으며 동

일한 제품이더라도 사이즈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음

을 지각하도록 하였다. 가격차이는 내 사이즈에 해당

하는 제품의 가격이 나머지 다른 사이즈와 비교하여 손

해인지 혹은 이득인지 여부로 조작화되었는데, Fass-

nacht and Unterhuber(2016)의 연구에서 온 · 오프라인 

채널 간 5%, 15%의 가격차이가 있을 때 가격 공정성 

지각이 유의하게 낮아짐을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격차이를 10%로 설정하였다. 손해의 

경우 <Fig. 2(a)>, <Fig. 2(c)>와 같이 사이즈의 제품가

격이 10만 원으로 나머지 사이즈의 가격인 9만 원보다 

1만 원이 더 비싸도록 하였으며, 반면 이득의 경우에

는 내 사이즈의 제품가격이 9만 원으로 나머지 사이즈

의 제품가격인 10만 원보다 1만 원이 더 낮은 가격으로 

설정하였다(Fig. 2(b)), (Fig. 2(d)). 또한 가격차이 근

거정보제공 여부는 제시된 가격차이에 대한 추가 정

보를 제공 유무로 조작화하였는데, 정보제공의 경우 

<Fig. 2(c)>, <Fig. 2(d)>와 같이 1만 원이 더 비싼 제품 

옵션에 대해 ‘재고부족’이라는 설명이 추가되었으며, 

‘제품 상세페이지에서 보셨던 가격과 다른가요? 가격

이 다른 이유를 확인하세요’라는 설명을 추가하고 이

를 클릭 시 해당 플랫폼의 가격책정 방법에 대한 설명

을 제시하였다. AI 기술을 이용한 최저가를 추천해준

다는 점과 재고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을 이유로 설정하였다. 근거정보 미제공의 경우, 앞서 

서술한 설명을 제외하였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자극

물이 종료되도록 하였다.

자극물의 조작화 검증을 위해 4개의 자극물 유형에 

무작위 할당하여 동일하게 2차 예비조사에서 확인하

였다. 가격차이(t패션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거래는 나에게 손해이다

(1점)-이득이다(7점)=‒2.0804, p=.047), 근거정보제공 여부(t

패션 온라인 플랫폼은 가격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2.474, p=.019)

에 따라 자극물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이후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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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ss - Information not provided 

    

(b) Gain - Information not provided

(c) Loss - Information provided

(d) Gain - Information provided
 

Fig. 2. Stimuli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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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본 연구 모델에서 제안된 가격차이는 손해와 이득

으로, 가격차이 근거정보제공 여부는 제공과 미제공

으로 실험 자극물로 조작되었으며, 가격 공정성 지각, 

지속이용의도, 기술 불안감은 다문항의 7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되었다.

가격 공정성 지각은 Lee et al.(2011)의 연구에서 사

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나

리오 속 제시된 가격은 합리적이다’, ‘시나리오 속 제시

된 가격은 지불할 만하다’, ‘시나리오 속 제시된 가격은 

공정하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지속이용의도는 

선행연구를 토대로(Bhattacherjee, 2001; Jahanmir et al., 

2020) ‘가까운 미래에 해당 플랫폼을 다시 사용할 의향

이 있다’, ‘해당 플랫폼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용해보고 

싶다’, ‘해당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 같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술 불안감은 Parasura-

man(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토대로 ‘온라인

으로만 처리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

는다’, ‘온라인 상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안전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인터넷을 통해 보낸 정

보를 다른 사람들까지 볼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의 3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외 표본 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인구통계적 

특성, 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경험을 선다형으로 측

정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가상의 패션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접적

인 쇼핑 경험을 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

로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패션 쇼핑이 이루어지는 

20대와 30대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020년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의 패

널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43부의 응답표본

을 수집하였고 이 중 실험 자극물의 상세페이지에서 

제시된 제품의 가격을 확인하는 선별 문항에 답하지 

못한 불성실한 응답 87부를 제외하고 최종 257명의 응

답치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4개의 자극물 유형에 무작위로 할당되었

고, 전체 응답자는 20대 49.8%, 30대 50.2%로 분포되

었으며, 성별은 남성 45.9%, 여성 54.1%로 고루 분포

되었다. 직업은 일반 사무직이 54.1%로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학생 17.5%, 전문직 11.3% 순으로 나타

났다. 자극물 유형 간 응답자의 연령(χ2=.355, p=.949), 

성별(χ2=.573, p=.903), 직업(χ2=19.986, p=.522)의 분

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한 응답자의 66.5%는 패션 온라인 플랫폼 사용 경험이 

있었으며, 자극물 유형 간 온라인 플랫폼 경험 유무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χ2=.159, p=.984) 응답

자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4. 조작화 검증

자극물의 조작 검증을 위해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가격차이의 손해와 이득의 차이는 ‘패션 온라인 플랫

폼이 제공하는 거래는 나에게 손해이다(1점)-이득이

다(7점)’ 문항을 7점 의미미분 척도로 측정하여 비교

하였으며, 근거정보제공 여부는 ‘패션 온라인 플랫폼

은 가격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의 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조작화된 두 유형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독립표본 t검증 결과, 가격차이(mean손해

=4.213, mean이득=4.623, t=‒2.624, p=.009), 가격차

이에 대한 근거정보제공(mean미제공=3.555, mean제공

=4.279, t=‒4.354, p=.000)에 대한 지각이 유의하게 차

이가 나타나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검증하였다.

 

IV. 결과및논의

1.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가설 검증을 위해 먼저 연구모델에 투입된 다문항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 

가격 공정성 지각(α=.921), 지속이용의도(α=.956), 기

술 불안감(α=.762)의 신뢰도 계수가 .700 이상으로 내

적일관성이 만족되었다. 모든 다문항 변수는 합산 평

균하여 이후 분석에 사용되었다.

 

2. 가설 검증

1) 손해와 이득의 가격차이의 조절된 매개효과

근거정보제공이 가격 공정성 지각을 매개로 지속이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격차이에 의한 조절

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effect)를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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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먼저 근거정보제공이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인

과적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독립변수인 근거정보제

공은 제공 시 1점, 미제공 시 0점으로 처리되었다. 회귀

분석결과, 인과적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F=2.640, 

p=.105). 다음으로 근거정보제공과 지속이용의도 사

이의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7)의 SPSS Process Macro 3.4의 4번 모델

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실시하였다

(5,000 샘플, 95% 신뢰도). 분석결과 근거정보제공이 가

격 공정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coefficient 

=.275, 95% CI=[.005 to .546]), 지속이용의도에 근거정

보제공의 인과적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coeffici-

ent=.048, 95% CI=[‒.177 to .274]), 가격 공정성 지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여(coefficient=.701, 95% 

CI=[.599 to .803]), 근거정보제공이 가격 공정성 지각

을 매개로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간접경로가 유의함

을 확인하였다(effect=.193, CI=[.001 to .399]).

손해와 이득의 가격차이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17)의 SPSS Process Macro 3.4의 

7번 모델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5,000 샘플, 95% 신뢰도). 조절변수인 가격차이는 이

득의 경우 1점, 손해의 경우 0점으로 처리되어 투입되

었다. 분석결과, 가격차이(손해/이득)에 의해 조절된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효과

의 계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는 .376으로 간

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

이 LLCI=.024, ULCI=.755로, 신뢰구간에 0.000이 포

함되지 않아 가격차이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거정보제공 여부가 지속

이용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coeffi-

cient=.048, 95% CI=[‒.1773 to .274]), 근거정보제공 여

부와 가격차이의 상호작용(coefficient=.537, 95% CI= 

[.018 to 1.055])이 가격 공정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가격 공정성 지각이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coefficient=.701, 95% CI= 

[.590 to .800]), 가격차이(손해/이득)에 의해 조절된 가

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경로가 확인되었다(Fig. 3).

손해와 이득의 가격차이에 따라 조건적 간접효과

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Table 1>, 가격차이가 손

해의 경우에는 근거정보제공이 가격 공정성 지각을 매

개로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

나(effect=.004, 95% CI=[‒.264 to .274]), 가격차이가 

이득인 경우 가격 공정성 지각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

과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effect=.381, 95% CI=[.135 

to .664]). 이와 같은 결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시된 

제품들의 가격의 차이가 존재할 때, 가격차이가 손해 

혹은 이득에 대한 지각에 의해 가격차이 근거정보제

공이 공정성을 매개로 플랫폼의 지속이용의도에 미치

Perceived 

price fairness

Information

provision

Continuous 

use intention

Price inequality

(loss vs. gain)

.537*

.006 .701***

.048

0: not provided

1: provided *p<.05, ***p<.001

0: loss

1: gain

Fig. 3.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price inequality.

Price inequality Effec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Loss .004 ‒.264 .274

Gain .381 .135 .664

Table 1.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of information provision on continuous use intention: loss vs. gain of price in-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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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력이 조절됨을 의미한다. 특히 이득으로 지각

되는 상황에서, 가격차이의 근거정보가 제공되면 가

격 공정성을 높게 지각하여 플랫폼의 지속이용의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망이론을 토대로 

소비자들은 손해인 상황에서 가격 공정성에 대한 지

각의 부적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안한 연

구들과 비교하여(Garbarino & Lee, 2003; Xia et al., 

2004), 가격차이에 대한 근거정보제공이 가격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는 손해의 경우 이득인 상

황에 비해 약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추론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근거정보제공 여부가 가격 공정성 지각을 매개로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기술 불안감의 조절

효과

근거정보제공이 가격 공정성 지각을 매개로 지속이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술 불안감에 의한 조절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하게 Hayes(2017)

의 SPSS Process Macro 3.4의 7번 모델을 이용하여 부트

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5,000 샘플, 95% 신뢰도).

분석결과, 기술 불안감에 의해 조절된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index of moderated mediation=.192, bootSE= 

.106, 95% CI=[.003 to .413]). 구체적으로 근거정보제

공 여부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유의하

지 않았으며(coefficient=‒.863, CI=[‒1.954 to .228]), 

근거정보제공 여부와 기술 불안감의 상호작용이 가

격 공정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coefficient= 

.276, CI=[.025 to .526]). 또한 가격 공정성 지각이 지속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coef-

ficient=.696, CI=[.586 to .807]), 기술 불안감에 의해 

조절된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경로가 확인되었다

(Fig. 4).

근거정보제공이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기술 불안감에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 불

안감의 평균값과 평균값±표준편차 값의 수준에서 간

접효과를 확인하였다(Table 2). 분석결과, 기술 불안감

이 낮은 수준에서(Mean ‒1 S.D.=3.009) 가격 공정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effect= 

‒.022, 95% CI=[‒.327 to .275]), 기술 불안감이 평균 이

상 높은 집단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기술 불

안감이 높으면, 가격차이에 대한 근거가 제공될 때 정

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보다 가격 공정성을 더 높게 

지각하여 지속이용의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

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Perceived 

price fairness

Information

provision

Continuous 

use intention

Technology

insecurity

.276*

-.863 .696***

.038

0: not provided

1: provided *p<.05, ***p<.001

Fig. 4.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technology insecurity.

Technology   insecurity Effec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Mean ‒1 S.D. (3.009) ‒.022 ‒.327 .275

Mean (4.196) .205 .000 .429

Mean +1 S.D. (5.383) .434 .103 .814

Table 2. Indirect effects of information provision on continuous use intention at the values of technology in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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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공정성 지각을 중심으로 패션 온라인 플

랫폼에서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으로 인한 가격차이

에 대한 정보제공이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미칠 수 있

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제품

의 가격차이가 손해인지 이득인지, 또한 소비자의 특

성인 기술 불안감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AI 알고리즘으로 인해 야기된 가격차이는 소

비자로 하여금 가격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일 제품에 대해 가격차이가 존재할 

때, 가격차이에 대한 근거정보가 제시된다면 제품의 

지각된 가격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I 알고리즘을 토대로 한 동적 

가격전략은 소비자로 하여금 가격변화에 대한 동기 

추론이 일어날 수 있으며, 가격차이가 발생할 때 근거

정보가 제공됨으로 인해 긍정적 동기 추론이 가능하

다(Bolton et al., 2003; Campbell, 1999; Homburg et al., 

2005.; Kim & Kim, 2010). 결과적으로 근거정보제공

으로 인한 긍정적 동기 추론은 공정성 지각을 유도할 

수 있으며, 가격이 인상되는 가격변화 상황에서도 정

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때 공정성이 높

아짐을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Ferguson 

& Ellen, 2013; Park, 2008; Schein, 2002; Xia et al., 

2004). 특히 가격차이에 대한 근거정보제공과 소비자

의 긍정적 행동 사이에 가격 공정성 지각의 매개적 역

할이 중요함을 확인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AI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가

격제시는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옵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즉, 소비자는 가격의 공정성 지

각 시 다른 소비자가 지불할 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상

대적 이득 혹은 손해를 지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가격 

공정성을 판단하게 된다(Feinberg et al., 2002). 본 연

구에서는 가격차이가 이득인 조건에서 가격차이에 

대한 근거정보제공이 가격 공정성 지각을 매개로 행

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된 반면 손해인 조건에

서의 공정성 매개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러 선행

연구들이 가격차이로 인한 발생하는 인상된 가격 혹

은 구매 후 가격 인하의 가격 불평등으로 인한 불공정

성 지각에 대한 설명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Camp-

bell, 1999; Kahneman et al., 1986a; Kim & Kim, 2010; 

Lee et al., 2011), AI 알고리즘 기술이 온라인 플랫폼의 

가격전략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긍정적인 가격 공정성 지각을 유도하는 가격제시 상

황의 기제를 설명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

익에 편향되는 경향을 보이며(Oliver & Swan, 1989), 

동적 가격전략에서 자신의 이득이 공정성 지각에 유

효할 수 있음을 설명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Lee et 

al., 2011). 가격에 대한 공정성 판단은 가격이 높거나 낮

음으로 인한 양방향의 차이를 모두 기반으로 하며, 가

격이 동일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가격차이의 정당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AI 기술을 적용한 패션 온라인 플랫폼에서 쇼

핑 시 가격차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주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기술 불안감의 효과를 검증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기술 불안감이 높은 소비자들의 

기술 및 서비스 이용의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언급하

였는데(Kim & Lee, 2019; Lee et al., 2016), 기술 불안감

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AI 기술을 통해 제시되는 가격

차이에 대해 근거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공정성 지

각을 높여 긍정적 이용의도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주요한 소비자 특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넷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가상의 패션 온

라인 플랫폼에서 간접적인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극물을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이는 가격 공정성 지

각 및 플랫폼 지속이용의도의 측정을 토대로 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가상의 쇼핑을 실험

하는 과정에서 자극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 혹은 

선호에 따라 소비자 평가 및 행동의도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선호

를 고려한 자율적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실험 설계를 

계획하거나 혹은 소비자의 관여도 및 선호를 통제변

수로 도입하여(Lee & Ahn, 2018) 결과를 검증할 필요

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재와 필수재 혹은 쾌락재와 

실용재 같은 제품의 유형별 효과를 고려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격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마케팅 환경 요소와 소비자의 특성을 규명함으

로써 실무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먼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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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지각은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특히 이득인 가격차이 조건에서는 가격차이에 대

한 근거정보가 제공될 때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어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가격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가격의 차이가 커

지면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낮아짐을 언급하였는데

(Ferguson &  Ellen, 2013),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에서

는 손해 혹은 이득의 가격변화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

일 있도록 가격변화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정보를 제

공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 불안감은 기술 사용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소비자 개인 특성으로서, 새로운 AI 기술

의 도입으로 쇼핑 서비스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기

술 불안감이 높은 소비자에 대한 전략이 요구된다. AI 

알고리즘에 의한 동적 가격설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차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다면 가격 공

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AI 알고리즘 

가격설정에서 손해인 가격차이 경우에는 가격차이에 

대한 근거정보제공이 가격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여러 선

행연구에서 가격차이가 이득보다는 손해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비자들의 

가격 불공정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는 점을 볼 때(Kahneman et al., 1986a; Ordóñez et al., 

2000), 손해인 가격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최근 우리 시장의 주도

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상품 노출을 결정하

는 알고리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

어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Nam, 2020). 본 연구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차이

라는 정보의 제공이 손실 상황에서 공정성 지각을 유

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러한 결과의 바

탕에는 실제 시장에서의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와 낮은 신뢰도가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보다 투

명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될 

때, 소비자의 공정성 지각이라는 중요한 자산을 매개

로 소비자의 우호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가격차이의 수준이 불공정성

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격 공정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특성뿐

만 아니라 구매자의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인한 불

공정성의 수용과 구매 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

다(Herrmann et al., 2007). 가령 의류 제품과 같은 물질

재의 구매와 달리 항공권 구매와 같은 서비스 맥락에

서는 손해의 가격차이 조건에서도 소비자들은 가격차

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제품의 대체 불

가능성과 같은 가격 공정성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새

로운 변수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술 불안감은 전자상거래 기술에 대

한 소비자의 불신 성향에 한정되어 측정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맥락에 따라 포괄적 범위의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측정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

다.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소비자 개인의 태도와 인

식이 다양하므로 기술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소비자 

성향 변수를 도입하여 AI 알고리즘으로 인한 가격차

이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 

도출에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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