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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모바일 커머스 시장은 더욱더 치열한 경쟁 속에 있으며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세페이지는 대부분 

비슷한 형태와 구성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상세페이지의 상품 설명 영역의 정보 구성 

방식 (이미지 중심 vs 텍스트 중심)과 제품 유형 (탐색재 vs 경험재)에 따라 소비자들의 정보 인식이 달라져 제품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정보 탐색이 쉽고 품질 예측이 가능한 탐색재(Search Goods)의 경우는 이미지(Image) 
중심 정보 구성 방식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상품의 품질을 예측 불가능한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경우에는 텍

스트(Text)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에서 제품 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Higgins의 자

기조절초점(Self-Regulatory Focus) 이론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제품 유형과 정보 구성 방식 간의 일

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향상초점(Promotion Focus) 성향의 소비자는 제품 유형과 정보 구성 방

식 간의 일치 효과가 나타났으며, 예방초점(Prevention Focus) 성향의 소비자는 제품 유형과 정보 구성 방식 간의 일치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향상초점 성향의 소비자는 경험재에 대하여 이미지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에서, 탐색

재에 대해서는 텍스트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에서 더 긍정적인 제품 태도를 가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예방초점 성향

의 소비자는 탐색재 및 경험재에 대하여 이미지 중심 또는 텍스트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을 제시하더라도 제품 태도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몰 상세페이지 상품 상세 영역에서 정보 구성 방식을 제품 

유형과 소비자 성향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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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1년 8월 통계청 온라인 동향 보고서에 따

르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1조 4,585억 원으로 

2020년 동월 대비 22.8%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과 디지털 네이티브 

MZ (Millenial Z generation) 세대가 소비 주역으

로 자리매김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모바일 커머

스 업계는 치열한 경쟁 속에 시장을 선점하고자 

인프라 등 외형적 시설 투자는 물론 소비자를 끌

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많은 투자

를 하고 있다. 심지어 인공지능 기술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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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분석을 통해 개인화 큐레이션, 추천 기능을 

적용하여 소비자 중심의 세 한 마케팅을 진행

한다(Park and Lee, 2020).

닐슨 코리아 2020 전자상거래 보고서에 따르

면 10대~20대는 전문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

며, 30~ 40대 이상에서는 종합쇼핑몰, 홈쇼핑몰, 

오픈마켓을 여전히 사용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는 MZ세대가 소비의 주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와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Lee, 2021) 및 비주얼 커머스가 주목을 

끌고 있다. 실재감이 느껴지는 영상을 통해 보고, 

듣고, 체험하는 쇼핑몰의 형태로 비대면의 제약

사항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MZ세대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 쇼핑몰의 형태는 더욱 더 다양

한 서비스의 형태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소비자가 쇼핑몰을 방문해서 상품 구매 후 다

시 방문하게 만드는 요인은 해당 쇼핑몰 이용 경

험이 만족스러웠다는 것은 분명하다. 쇼핑몰 이

용에 관련한 소비자 만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

펴보면, Jo et al.(2013)은 쇼핑 활동에 몰입과 집

중을 높아지면 재방문 확률이 높아지고 쇼핑의 

즐거움과 효용 충족 성향이 높아질수록 재이용 

의도는 높아진다고 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인

터넷쇼핑몰에서 쾌락적 쇼핑가치가 고객만족에 

유의한 것을 입증한 선행 연구도 있다(lee et 

al.,2020). Jung (2019)은 모바일 쇼핑몰에서 심미

적 UI 디자인 구성 요소가 구매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감성적 가치에 기반

한 만족이 소비자 만족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Lin (2007)이 언급한 사용자에게 만족과 영향을 

주는 쇼핑몰 품질은 시스템의 품질, 서비스의 품

질, 정보의 품질이 있다. 시스템의 품질과 서비

스 품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품질 측정 도구 

개발에 관련한 연구가 많다 (Jarvenpaa and Todd, 

1997; Olsina et al., 1999; Wolfinbarger and Gilly, 

2003).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 또한 서비스 품질

과 시스템 품질 요소를 대상으로 사용자의 만족

에 관한 연구의 사례이다. 그러나 정보의 구성 

방식이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켜 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관계성을 밝힌 선행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Woo(2003)은 상품 가격, 상품 품질, 상품 

이미지와 상품 업데이트와 같은 상품 자체에 관

한 정보가 상품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Lee(2015)의 제품 정보 설계 타당성 검

토에 관한 연구에서는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모바일 커머스의 정보 제공 측면에서 정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영역은 상품 정보가 제공되

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있다. 상품에 대한 구체적

이고 세부적인 설명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다. 

Lee(2015)는 상품 상세페이지는 메인 페이지와 

함께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당 

영역에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고 

구매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상품 상세페이지는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영

역이므로, 보통 소비자들은 상세페이지에서 상

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구매 결정에 도움을 

받는다.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을 돕기 위해 제공

되는 또 하나의 다른 정보 영역은 다른 소비자들

이 작성한 상품에 관련한 리뷰 영역이라 할 수 

있다. Yang and Mai(2010)는 온라인 리뷰는 소비

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며, Baek et al.(2011)

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로만 상품에 대

한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워, 소비자들의 리

뷰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여 상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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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Choi et al.,2022)

는 리뷰의 양과 리뷰 내용 속 감성(긍정/부정) 의 

정도가 매출에 영향력 높인다고 확인 하였으며 

또한 Chung and Park (2013) 은 자기조절초점의 

소비자 성향에 매칭되는 리뷰 형식이 있음을 밝

혔다.

소비자 리뷰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많지만, 판

매자에 의해 제공하는 상품 상세 영역의 정보 구

성 방식이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리뷰 영역은 

소비자들에 의해 정보가 생성되는 측면이며, 상

품에 대한 상세 정보 영역은 판매자에 의해 구성

되어 제공되는 영역이므로 판매자는 상품에 대

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소비자에게 맞는 적

절한 형태로 정보를 구성해서 제공해야만 정보

의 이해성이 높아져 정보의 품질이 높다고 인식

할 것이며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결국은 소비자

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Park et 

al.(2016)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만족과 

연관된 불일치 이론에서 확장된 두 가지 기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규범적 품질은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에 대한 기대이며, 

예언적 기대는 “어느 정도 일 것이다”와 같은 의

미로 형성된 기대를 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

범적 기대와 예언적 기대를 상품 상세페이지에

서 제공되는 정보 영역과 매칭시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규범적 기대 형성을 다른 사용자들

의 상품 리뷰 정보를 통해 지각된 기대 수준 형

성에 도움을 받고, 예언적 기대 형성은 소비자의 

기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

품의 정보 구성을 통해 기대 수준 형성에 도움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모바일 쇼핑몰의 상품 상세페이지의 

역할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 획득을 통해 기

대 형성에 영향을 받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성이라는 정보 품질을 향상시켜 구매로 이

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페이지이며, 

소비자는 해당 정보를 통해 기대 형성과 구매 결

정을 확정한다고 볼 수 있다. UX전문 업체인 

Nielsen Norman Group의 Salazar(2022)는 전자 상

거래에서 제품 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소비자가 

구매 결정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고 언급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판매자에 의해 제

공되는 상품 정보의 구성 형태를 어떤 기준과 어

떤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해야 소비자

의 제품 태도에 긍정적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

인하고자 한다. Oh(2014)가 언급한 ‘정보제공성’ 

이라는 4가지의 특징 중 ‘정보의 이해 가능성’이

라는 하나의 특징은 정보 품질 향상의 요인으로 

매칭시킬 수 있다. 즉 상품 정보가 정확하고 완

전하다고 가정할 때 판매자가 상품 상세페이지

의 상품 정보를 어떻게 구성하여 표현하느냐는 

상품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판매자는 상품에 

대한 정보 구성을 이미지와 텍스트를 조합하여 

구성하게 되는데 이미지의 비중을 높이고 감정

적 접근을 위한 판매 전략으로 제공하느냐 이미

지를 기반으로 하되 텍스트 비중을 좀 더 높여 

설득과 이성적 접근을 위한 판매 전략으로 제공

하느냐는 분명 제품 형태와 소비자의 성향에 따

라 다르게 인지될 것이다. 그렇기에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형태와 구성 방식은 달라져야 하며 제

품 유형의 구분과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이성적 

또는 감성적 접근 전략으로 이미지 및 텍스트의 

비중을 조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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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재 및 경험재를 대

상으로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상세 설명 영역

의 정보 구성 방식을 이미지 비중이 높은 형태와 

텍스트 비중이 높은 정보 구성 방식으로 제시하

여 제품 유형과 정보형태 구성이 제품 태도에 영

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Higgins 

et al.(1997)의 조절초점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을 기반한 제품 유형과 정보 구성 방식 간

의 일치 효과가 소비자의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향상초점(Promotion 

Focus) 성향의 소비자는 경험재에 대하여 이미

지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에서 일치 효과가 나

타나고, 탐색재에 대해서는 텍스트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에서 일치 효과 나타나서 제품 태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며, 예방초점

(Prevention Focus) 성향의 소비자는 제품 유형이

나 정보 구성 방식 다르게 제시해도 일치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아 제품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

으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

려고 한다. 

2. 이론  배경  가설

2.1. 모바일 쇼핑몰 상세페이지 정보 구성 

모바일 쇼핑몰에서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판매

자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 상세 영역은 상품에 대

한 설명과 상품 이미지, 그래픽 이미지, 설득 메

시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준다.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 정보는 구체

적으로 상품에 대한 특징과 장점을 부각하고 기

능 및 사용 방법 등 해당 상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마케팅 측면의 판매전략도 함께 

반영된다. 그러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 정

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매력적인 상품으로 어

필할 수 있도록 디자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시각적 장치를 활용하여 상품 구매로 이

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소비자가 어떤 동기로 쇼핑몰로 진입을 하면 

다양한 탐색을 거쳐 정보 습득 및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품 상세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소비자들은 주로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해당 상품을 

사용한 다른 소비자들의 작성된 상품 리뷰 정보

를 확인한 후 제품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면 

구매 고려를 위해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거나, 바

로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상세페이지는 정보 획득

이 가능한 곳으로 판매자에 의해 상품에 대한 자

세한 정보를 제공받는 영역과 다른 사용자의 사

용 후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영역 이 두 가

지 정보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페이지라고 말할 수 있다. 

모바일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일반적인 영

역 구성은 대부분 상단 영역에서는 해당 상품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노출되고 해당 이미지 하단

으로 가격 및 할인율, 쿠폰 및 혜택 정보에 대한 

부가 정보 영역이 주로 배치한다. 그 다음은 상

품 상세페이지의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는 상

품 상세 영역으로 판매자가 상품에 대한 특징 및 

장단점을 이미지 또는 텍스트 활용하여 콘텐츠

를 정보화 하여 구성한다. 상품 후기, 상품 Q&A

는 같은 정보는 쇼핑몰의 페이지 구성 전략에 따

라 상품 상세 영역 위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같은 위치에 탭(Tab)으로 분리하여 페이지화 하

거나 내용이 길어진 경우에는 앵커(Anchor) 처리

를 통해 페이지 내에서 해당 정보로 이동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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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구성된다. 상세페이지 하단 영역에는 

추천 상품 또는 쇼핑몰 운영 기준에 따라 상품들

이 조건과 규칙에 따라 노출되어 소비자들의 관

심 유도하거나 다른 상품 페이지로 이동을 유도

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

는 추천 상품 및 연관 상품을 상단에 상품 가격 

정보 하단에 바로 배치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판매자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 상세 정보 영역 

외 또 소비자 리뷰 영역은 쇼핑몰의 운영 정책에 

따라 영역에 대한 비중이 높거나 작을 수는 있지

만, 소비자 리뷰 영역은 반드시 존재한다. 상품

에 대한 소비자 리뷰 정보는 구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작성한 상품 

리뷰가 소비자의 제품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

는 정보라는 것은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Chatterjee, 2001; Zhu and Meyers-Levy, 2007). 

특히 Chung and Park(2013)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뷰를 조절초점이론을 적용하여 향상초점 소비

자는 감성 중심의 리뷰에서 예방초점인 소비자

는 이성 중심의 리뷰에서 더 좋은 제품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리뷰 정보 

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또 다른 영역은 

상품 상세 설명 영역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Szymanski and Hise (2000)는 온라인 커머스

에서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상품의 구색이나 정보에 해당하는 Merchandising이

라고 언급했고, Woo(2003)은 상품 자체 정보가 

상품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의

했다. Lee(2015)는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상품 상세페이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고 해당 상품의 구

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상

품에 대한 정보와 특장점 등을 판매자는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상품 설명 영역의 내용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

되는데 상품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

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의 적절한 형태

와 표현이 필요하다. 정보를 제대로 구성해야 소

비자들은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그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Oh(2014)에 

따르면 ‘정보제공성’은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정보에 대한 이해 가능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

성이라고 언급했는데, 모바일 쇼핑몰에서 정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에 대한 이해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가정할 때 정보의 

이해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조합과 비중 조절을 통한 제대로 

된 정보 구성이 되어야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아지면서 정보의 품질에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정보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매자는 상품에 대한 콘텐츠 및 정보

가 제대로 구성되도록 해야함은 물론 상품에 대

한 정보 소구 전략도 필요하다. 여기서 소구

(Appeal)란 광고 및 브랜드를 접한 수용자에게 

구매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소구는 이성적 소

구와 감성적 소구로 구분되기도 하고(Hartman, 

1968) 사실적 정보들을 명료하고 논리적인 방법

으로 제시하는 정보형 소구와 구체적인 정보와 

기능적인 가치 및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를 활용

하여 이미지나 분위기에 호소하는 감성형 소구

로 구분한다(Lee et al., 2020). 미디어나 광고에

서 쓰이는 메시지 소구를 모바일 쇼핑몰 상품 상

세페이지의 상품 상세 영역에 대비시켜보면 상

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특징 설명을 포함한 

상품 상세 정보와 판매자의 메시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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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메시지 소구란 결국 정보 소구라는 말로 대

체할 수 있다. 모바일 쇼핑몰 상세페이지에서 이

러한 콘텐츠 소구 전략은 제품 유형에 따라 정보 

구성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콘텐츠 소구 전략의 정보 표현 도구는 이미지

와 텍스트가 중심이다. 감성형 소구에 치중한다

면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시각적 장치에 비중을 

두는 전략이 있으며, 이성적 소구에 치중을 한다

면 이미지를 결합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텍스

트 정보에 치중을 두는 것이 콘텐츠 소구 전략 

즉 정보 구성 방식 소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Chae and So(2000)는 콘텐츠에 대하여 이미지와 

텍스트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는데 이미

지의 부각은 시각적 자극을 강화하여 정보 인지 

차원에서 논리성보다는 감성을 강조하는 방향이

며, 텍스트의 부각은 정보 인지 차원에서 논리성

을 강조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처럼 이미지를 중심으로 상품 정보를 배치

하느냐 텍스트를 중심으로 상품 정보를 배치하

느냐는 감성적 측면의 접근과 논리 및 사고적 측

면의 접근으로 서로 다른 인지적 반응을 예견할 

수 있다. 상품 상세페이지의 구성은 상품 정보의 

품질을 상승시키고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으

로 어필되어 구매 결정으로 이어지게 해야 하므

로 제품 유형에 따라 정보 구성 방식에 활용되는 

이미지 및 텍스트의 활용 및 비중 조절이 중요하

며, 상황에 맞게 정보 구성 방식의 전략을 다르

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정보 구성 방식이 제품 유

형과 소비자 성향에 따라 세분화되어 제공된다

면 소비자에게는 정보에 대한 이해 가능성이 높

아지는 요소가 되어 정보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

지게 될 것이다.

2.2. 제품 유형과 정보 제공의 요성

제품을 분류하는 기준은 물질적 형태, 구매 욕

구, 구매 목적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제품을 분류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물질적 형태의 유무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유형 제품과 서비스에 해

당하는 무형 제품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구매 

욕구에 따라서 기능적, 감각적, 상징적 제품으

로 분류하기도 하며, 구매 목적에 따라 크게는 

소비재 또는 산업재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Nelson(1970)은 경험재와 탐색재로 분류하였는

데 탐색재(Search Goods)는 정보와 비교를 통하

여 제품의 특성 및 품질을 쉽게 판단 또는 측정

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하며, 경험재(Experience 

Goods)는 경험을 통해서만 해당 제품의 특성 및 

품질을 알 수 있는 제품이라 하였다. 탐색재로 

대표되는 제품들은 주로 전자제품, 가구, 컴퓨터 

기기 등이며, 해당 제품들은 사양 정보 및 간단

한 검색을 통해서 품질에 대한 대략의 정도를 가

늠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재는 직접 구매를 해서 경험이나 

사용을 해야만 품질 및 특성을 알 수 있으므로 

주로 향수와 같은 화장품, 식품, 의류 등이 해당

한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탐색재 판매보다 경

험재 판매가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탐색재를 경

험재로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려는 다양한 전략을 

펼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연예인 및 유명인을 

모델로 세우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내

세우거나 온라인 리뷰 등을 통해 품질에 대한 의

구심을 해소해 불안감을 낮추므로 경험재와 같

은 인식으로 판매를 촉진하는 하고 있다. 특히, 

경험재 구매 결정에서 상품 리뷰는 소비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 중의 하나이다. Hennig-Thurau 

et al.(2004)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매 결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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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

향이 크다고 했다. Lee and Kwahk(2014)는 소비

자가 구매 결정을 할 때 온라인 구전은 신뢰 형

성과 구매 의도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빅데이터의 발전과 함께 기업은 소비자

들의 불만과 의견을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과 같은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의 방향성을 결정

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다(Kim and Kim, 2014). 

상품 리뷰에 대한 정보 외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영역

이 또한 상품 상세페이지에 존재하며 해당 정보 

또한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

품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Nelson(1970)은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정보 제공은 

경험재에서 탐색재로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불안감

을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그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 

정보에 소비자는 많이 의존하며(Kim et al., 

2010) 또한 Fung and Lee(1999)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만족으로 이어질 때. 해당 

쇼핑몰의 신뢰감도 형성된다고 했다. 

2.3. 정보 표  요소 이미지와 텍스트

Oxford Languages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이

미지(Image)는 심상(心象)으로 정의되고 어떤 사

물이나 대상에게 받는 인상이라고 한다.

Lippmann(1965)은 어떤 대상에 대한 자신의 머

릿속에 그리는 상상의 그림이라고 하였다. 즉 이

미지란 같은 사물이나 대상이라 할지라도 받아

들이는 사람마다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의

미이다. 개념적 정의는 이렇지만, 보편적으로 IT

분야에서 통용되는 이미지라는 뜻은 2차원 평면 

위에 그려진 시각적 표현물을 말한다. 즉 디지털

카메라의 포토 및 컴퓨터 디자인 그래픽 도구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웹사이트는 물론 모바

일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IT 서비스에서 정보 콘

텐츠를 표현하거나 구성할 때 핵심 재료로 사용

하고 있다. 특히 커머스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를 

돋보이게 하려고 품질 높은 사진과 그래픽을 이

용한 고 퀄리티의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 많은 노

력을 하고 있으며, 이미지를 어떻게 조합하고 매

력적으로 디자인하느냐 따라 상품이 제대로 주

목받기도 하고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므

로 이미지 사용과 활용은 판매 전략의 중요한 요

소로 인식되고 있다. 

텍스트(Text) 또한 이미지와 모바일 쇼핑몰 상

품 상세페이지에서 정보 구성 재료로 함께 쓰이

고 있다. 텍스트의 어원적 의미는 라틴어 textum

로 ‘엮는다’ 라는 뜻이다. 즉 단어를 엮게 되면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텍스트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사전의 의미로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소통을 위해 생산하는 인공물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Oh(2005)은 텍스트는 수용

자의 개인 지식이나 문해 능력에 따라 다르고 수

용자의 읽기 형태에도 관련이 있으며, 동일한 텍

스트라도 수용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상품 상세 설명을 

동일 텍스트 또는 이미지로 제시하더라도 소비

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자신들의 경

험과 사고, 관심과 흥미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

되는 것이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Lee(2010)은 브랜드 아이덴티

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미지와 텍스트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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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조화와 사용을 통해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Chae(2010)의 디자인 잡지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순차적으로 

배치된 정보 전달 구성이 효율적으로 조직된 사

례를 보여주었다. Freedman(2006)의 저서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 두 가지 요소가 조화와 융합을 

할 때 정보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

다고 언급했다. 

모바일 상세페이지에서 상품 설명이 제공되는 

영역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배치하느냐는 판매자 관점에서 판매 전략에 매

우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미지의 비중을 높이

고 감정적 접근을 위한 판매 전략을 펼치느냐 이

미지를 기반으로 하되 텍스트 비중을 좀 더 높여 

사고와 이성적 접근을 위한 판매 전략을 펼치느

냐는 분명 제품 유형의 속성과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이다.

결국은 이성적 또는 감성적 접근 방법을 결정

하고 이미지 및 텍스트의 비중을 조정하여 다르

게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의 부각은 시각적 자극

을 강화하여 정보인지 차원에서 논리성보다는 

감성을 강조하는 방향이며, 텍스트의 부각은 정

보 인지 차원에서 논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이라

고 하였다(Chae and So, 2000). 이처럼 이미지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배치하느냐 텍스트를 중심으

로 콘텐츠를 배치하느냐는 감성적 측면의 접근

과 논리 및 사고적 측면의 접근으로 서로 다른 

인지적 반응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품 

상세페이지의 상품 상세 정보 영역의 정보 구성 

방식은 제품 유형에 따라 정보 구성 방식에 활용

되는 이미지 및 텍스트의 비중 조절이 중요하며, 

소비자 성향에 맞는 정보 구성 방식을 다르게 해

야 한다. 이렇게 정보 구성 방식이 제품 유형과 

소비자 성향에 따라 세분화되어 제공된다면 소

비자에게는 정보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가 되어 정보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4. 조 이론

Higgins et al.(1997)에서 소개된 조절초점이론

(Regulatory Focus Theory)은 인간 근원적 동기 이

론이며 조절초점에는 향상초점(Promotion Focus)

과 예방초점(Prevention Focus)이라는 두 가지 상

반된 성향으로 나뉘어진다. Higgins(2002)는 향

상초점 성향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위

해 목적으로 접근하며 예방초점 성향은 위험 예

방과 회피 동기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절

초점이론은 소비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론이며 소비자의 인지적 정보 

처리를 설명한 이론이기도 하다(Higgins, 1997).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향상초점과 예방초

점은 매우 중요한 조절 변인이다(Higgins, 1997; 

Brockner and Higgins, 2001; Avnet and Higgins, 

2006; Zhu and Meyers-Levy, 2007)에 따르면 향

상초점 성향의 사람은 진보, 성취, 쾌락을 추구

하며, 목표를 위해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고 예방초점 성향의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

하므로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가 중요한 행동의 

근거가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Avnet and Higgins(2006)은 조절초점 적

합성(Regulatory Fit)을 개념화하였는데 향상초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창의, 희망, 이상 등과 같

은 감정적인 정보나 수단에 적합성(Fit)을 나타내

며 예방초점은 이성적, 안정적, 책임 등과 같은 

정보에 적합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지닌 조절초점과 일치되는 조건 및 정보가 제시



이미지 기반의 경험재, 텍스트 기반의 탐색재: 조절초점에 따른 제품 정보 구성 방식과 제품 유형의 일치 효과

83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내용별 성향별 특징

Higgins (1997)

- 향상초점: 쾌락을 추구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접근 전략 사용

- 예방초점: 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손실을 피
하려는 회피 전략 사용

향상초점 쾌락추구

예방초점 손실회피

Crowe and Higgins 
(1997)

- 향상초점: 자신의 욕구, 희망과 관련된 제품 속
성에 긍정적 측면을 받아들이는 성향

- 예방초점: 책임, 안전과 관련된 속성에 부정적 
측면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성향

향상초점
자신의욕구, 희망, 
긍정적, 위험감수

예방초점
책임, 안전, 부정적 측면 

민감

Idson, Liberman, and  
 Higgins (2000)

- 향상초점: 발전, 이득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
- 예방초점: 안전, 손실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

향상초점 발전, 이득

예방초점 안전, 손실

Friedman and Foster 
(2001)

- 향상초점: 문제를 직면하면 능동적이며 적극적
인 모습과 창의적 사고가 향상 

- 예방초점: 위험을 회피하려 하여 창의적 사고
가 저하

향상초점
적극적, 능동적, 창의적 

사고

예방초점
위험회피, 창의적 사고 

저하

Avnet and Higgins 
(2006)

- 향상초점: 제품에 대한 느낌을 더 중요하게 생각
- 예방초점: 제품에 대한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

향상초점 느낌

예방초점 이유

Zhu and 
Meyers-Levy (2007)

- 향상초점: 진보, 성취, 쾌락을 통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적이며, 적극적인 태도

- 예방초점: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전을 추구

향상초점 진보, 성취, 쾌락, 도전

예방초점 안전, 위험회피

<Table 1> 조절초점이론에서 성향별 특징

되면, 그 정보나 조건을 더 잘 수용하게 된다

(Higgins et al., 2010). 이러한 조절초점 적합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품 유형과 모바일 상

품 상세페이지 정보 구성 방식의 측면에서 생각

해 보면 향상 초점화된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상

상, 이상, 창의, 느낌에 치중하므로 그에 맞는 일

치되는 정보 구성 방식이 제시된다면 조절 일치

가 되어 정보를 수용하게 될 것이며, 예방 초점

화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보에 대하여 이성적, 

안정적 느낌에 치중하므로 그에 맞는 일치되는 

정보 구성 방식이 제시된다면, 조절 일치가 생겨 

정보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2.5. 제품 유형, 정보 구성 방식, 조  

간의 상호작용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에 관심이 

생기거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진입하는 상세

페이지는 두가지 영역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다른 소비자들에 의해 작성된 

상품 리뷰 영역에서의 정보 획득과 판매자에 의

해 제공되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다양

한 이미지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의 장단점을 파악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해야 할 이유와 가치를 찾

는다.

온라인 리뷰 영역 외 판매자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 상세 영역에 대한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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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본 연구의 핵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유형(탐색재 vs 경험재) 및 정보 구성형태 (이미

지 기반 vs. 텍스트 기반)와 조절초점이론(향상

초점 vs 예방초점)에 따라 제품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품 유형은 Nelson(1970)의 연구에서 언급한 

경험재와 탐색재로 분류하였는데, 탐색재와 경

험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탐색재(Search 

goods)는 정보와 비교를 통하여 제품의 특성 및 

품질을 쉽게 판단 또는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

며, 대표되는 제품들은 주로 전자제품, 가구, 컴

퓨터 기기 등이다. 경험재(Experience goods)는 

직접 구매를 해서 경험이나 사용을 해야만 품질 

및 특성을 알 수 있는 제품으로 주로 향수와 같

은 화장품, 식품, 의류 등이 해당한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탐색재 판매보다 경험재 판매가 유

리한 측면이 있고, 탐색재를 경험재로 소비자에

게 인식시키려는 다양한 전략을 펼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연예인 및 유명인을 모델로 세우거

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내세우거나 온라

인 리뷰 등을 통해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불안감을 낮추므로 경험재와 같은 인식으로 판

매를 촉진하는 하고 있다. Hennig-Thurau et 

al.(2004)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매 결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

이 크다고 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쇼핑몰에

서 제공하는 상품 정보에 소비자는 많이 의존

하며(Kim et al., 2010), 또한 Fung and Lee(1999)

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만족으

로 이어질 때 해당 쇼핑몰의 신뢰감도 형성된

다고 했다.

정보 구성 방식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활용하

여 구성하는데 이미지와 텍스트의 상호 관계성

에 대하여 Lee(2010)와 Freedman(2006)은 이미지

와 텍스트 두 가지 요소가 조화와 융합을 할 때 

정보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했

다. 이미지의 비중을 높이면 감정적 접근이 가능

하고 텍스트 비중을 높이면 합리적 사고와 이성

적 접근을 강화될 것이다. Chae and So(2000)에 

따르면, 소비자의 정보 인식 관점에서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은 소비자의 시각적 감각을 자극시

켜 논리성보다는 감성을 강조하며, 텍스트를 부

각하는 것은 논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이라 주장

하였다.  

Yang and Kim(2018)는 인터넷 쇼핑몰 환경에

서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적 텍스트로 대안 제시 

형태를 구분하고, 소비자들의 인지적 과부하 차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언어

적 텍스트를 제시하는 것 보다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덜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미지 비중을 높여 이미지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하면 흥미, 관심 등 감성적 

정보 인지가 되고 텍스트 비중을 높여 텍스트 중

심으로 정보를 구성하면 신뢰, 믿음, 전문성 등

의 사고 및 논리적 측면의 정보 인지가 강조되어 

이미지와 텍스트 비중 조절을 통한 정보 구성 방

식에 따라 서로 다른 인지적 자극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험재는 이미지의 비중이 높은 정보 구

성에서 시각적 자극 및 감정적 접근으로 정보 소

구가 되어 이미지 비중이 높은 정보 구성 방식이 

인지적 일치(Cognitive Fit)이 일어나며, 탐색재의 

경우 텍스트 비중이 높은 정보 구성 방식에서 텍

스트 설명에서 의하여 이성적 접근에 의한 정보 

소구가 되어 텍스트 비중이 높은 정보 구성 방식

에서 인지적 일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1: 경험재의 상품 상세페이지는 이미지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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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제시될 때가 텍스트 부각 형태로 제

시될 때보다 소비자들은 제품 태도가 높아

질 것이다.

H2: 탐색재의 상품 상세페이지는 텍스트 부각 

형태로 제시될 때가 이미지 부각 형태로 제

시될 때보다 소비자들은 제품 태도가 높아

질 것이다.

조절초점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은 소

비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론이며 소비자의 인지적 정보 처리를 설명한 

이론이기도 하다. 조절초점에는 향상초점

(Promotion Focus)과 예방초점(Prevention Focus)

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성향으로 나뉘는데 향상

초점 성향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위해 

목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예방초점 성향은 위험 

예방과 회피 동기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향상초

점 성향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위해 목

적으로 접근하며 예방초점 성향은 위험 예방과 

회피 동기를 가진다고 하였다 (Higgins, 2002).

또한 조절초점 적합성에 따르면 향상초점 성

향이 강한 사람들은 창의, 희망, 이상 등과 같은 

감정적인 정보나 수단에 적합성이 나타나며 예

방초점 성향이 강한 사람은 이성적, 안정적, 책

임 등과 같은 정보에 적합성을 나타낸다고 하였

다(Higgins, 2006). 또한 자신의 조절초점 적합성

을 경험하는 순간 해당 상품에 대한 제품 태도는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조절초점 

적합성과 구매 의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Kang 

and Han(2017)에 의하면 조절초점 적합성은 동

일한 사건, 매체 등 에서도 개인의 조절초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지각하게 되어, 각기 다른 행

동의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고 해석했다. 즉 자신

의 성향과 일치되는 조건 및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해당 정보나 조건을 더 잘 수용하게 된다

(Higgins, 1997; Higgins, 2000). 

이러한 맥락으로 향상초점의 소비자는 상세페

이지 정보 구성 방식을 상상 가능한 느낌을 기반

하여 이미지 비중이 높은 정보 구성 방식으로 경

험재를 제시하면 감정적인 정보에서 자신이 얻

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득을 더 수월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탐색재에 대하여는 텍스트가 좀 

더 부각된 정보 구성 방식으로 제시하면 텍스트 

정보에 의해 좀 더 구체적이고 이성적으로 제품

의 속성이나 이점을 더 수월하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예방초점 성향이 강한 소비자의 경우에

는 제품의 구매시 제품 구매에 따른 위험요소들

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 

상세페이지를 통해서는 제품 구매의 위험이나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 보통 이

런 정보는 제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의 리뷰를 

통해 얻게 되므로, 판매자가 제품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구성을 하더라도 예방초점 소비

자는 무차별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제품 상세페이지의 제품유형과 정보구성의 

인지적 일치 효과는 예방초점이 아닌 향상초점 

소비자에게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3: 제품 유형과 정보 구성 방식 간의 일치 효과

는 소비자의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H3-1: 향상초점 성향의 소비자는 경험재에 대

하여 텍스트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보다 

이미지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에서 제품 

태도가 더 높을 것이다.

  H3-2: 향상초점 성향의 소비자는 탐색재에 대

하여 이미지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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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제품 유형별 자극물

다 텍스트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에서 

제품 태도가 더 높을 것이다.

H3-3: 예방초점 성향의 소비자는 탐색재 및 경

험재에 대하여 이미지 중심 또는 텍스트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을 제시하더라도 

제품 태도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3. 연구설계  방법

3.1. 실험설계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Information Composition: Text vs. Image) x 

2(Goods: Experience vs. Search) x 2(Regulatory 

Focus: Promotion vs. Prevention) 3-way ANOVA 

실험을 설계하였으며, 분석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이 실시되었고 모든 실험 

참가자들은 네 개 중 하나의 실험에 무작위로 배

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설문에서 제시되는 자극

물을 확인하고, 조작 점검 및 가설 검증을 위한 

문항들에 답을 하였다. 실험대상자는 국내 1위 

조사 회사의 온라인 패널로 전체 실험 참가자는 

총 276명이며,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266부가 분

석에 활용되었다. 최종 설문 응답자들의 나이는 

평균 34.6(SD=8.56)세, 남성이 132명(49.6%), 여

성이 134명(50.4%)인 특징을 가졌다. 응답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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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가 평소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 쇼핑

을 즐겨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8.3%가 스마트폰

을 통해 쇼핑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

여,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적정성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의 실험 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실험 참가자들은 가장 먼저 설문의 목적과 일반

적인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 이어서 

각 조건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상품 상세페이지

에 대한 자극물이 제시되었고, 제품에 대한 태도, 

조작 점검, 일반적인 사항의 순서로 되어 있는 

설문집에 답을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모바일 쇼

핑몰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잘 알려진 

대형 쇼핑몰 쿠팡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

을 대상으로 상세페이지 구성을 제작하였으며, 

제품 유형으로는 경험재로서 썬크림, 탐색재로

서 블루투스 펜마우스가 참가자들에게 제시되

었다.

  

3.2. 측정도구

실험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정보 구성 방식의 

조작이 잘 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

들은 자신이 확인한 상품 상세페이지의 구성 방

식에 대해 묻는 2개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제시된 제품에 대한 설명이 텍스트

(vs 이미지)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와 ‘상품 상

세페이지에는 그림(vs 글) 보다 글(vs 그림)로 된 

설명이 더 많다 ’의 두 문항에 대해서 어느 쪽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를 Likert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도록 하

였다.

다음으로, 자극물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확인

한 제품 유형에 대한 조작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총 3개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해당 제품군은 구매 이전에 제품 정보를 통해 

성과를 예측하기가 용이하다(vs 어렵다),’ ‘해당 

제품군은 구매 이전에 제품 정보를 통해 제품의 

성과를 평가하기 용이하다(vs 어렵다),’ ‘해당 제

품군은 구매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vs 해보아야) 

성과를 알 수 있다’ 총 6개의 문항을 확인하였다. 

모든 문항에는 Likert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

다, 7: 매우 그렇다)가 사용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의 조절초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Lockwood et al.(2002) 연구를 참조하였

으며,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에 관련한 세 문항을 

각각 제시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의 조절초점 성

향 별 그룹을 구분하기 위해서 향상초점 문항들

의 평균에서 예방초점 문항들의 평균을 뺀 조절

초점 경향 지수(Regulatory Focus Tendency)를 산

출하였다(Park and Jung, 2015). 조절초점 경향 

지수를 조절초점 문항별 평균과 비교하여 점수

가 클 경우 향상초점 그룹으로, 작을 경우 예방

초점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제품에 대한 태도는 비슷

한 상황의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Seo and Park, 2020; Seo 

and Park, 2021).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세 개의 

문항인 ‘제품이 호감이 간다,’ ‘제품이 마음에 든

다,’ ‘제품의 품질은 좋을 것이다 ’에 대해서 실

험 참가자들은 Likert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

다, 7: 매우 그렇다)에서 본인의 느낌과 가장 유

사한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들 값을 평균

하여 최종 종속변수로서 활용하였다 (Eigenvalue 

= 2.62, Cronbach’s Alpha =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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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ndicators
Factor Loadings Cronbach’s 

Alpha1 2

Promotion

나는 일상생활에서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려 
한다.

0.919 -0.050

0.842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활동이 좋다. 0.897 -0.089

나는 자주 새로운 장소(음식점, 상점 등)를 
찾아다닌다.

0.792 -0.098

Prevention

나는 안락하고 안전할 때 최고의 기분을 
느낀다.

-0.018 0.853

0.750
나는 단지 즐거움을 위한 위험스러운 일은 

하고 싶지 않다.
-0.106 0.837

나는 편하고 친숙한 사람과 장소만을 찾는 
편이다.

-0.098 0.746

% of Variance 42.655 29.062

Cumulative % 42.655 71.717

<Table 2> 요인분석 결과

4. 연구결과

4.1. 요인분석

<Table 2> 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되는 

조절초점 문항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수행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요인

을 추출하였으며, 베리 맥스 방식을 적용하여 요

인 회전을 수행하였다. 향상초점 문항으로 ‘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활동이 좋다,’ ‘나는 일상

생활에서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려 한다,’ ‘나

는 자주 새로운 장소(음식점, 상점 등)를 찾아다

닌다’를 제시하였으며, 예방초점 문항으로 ‘나는 

편하고 친숙한 사람과 장소만을 찾는 편이다,’ 

‘나는 단지 즐거움을 위한 위험스러운 일은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안락하고 안전할 때 최고의 기

분을 느낀다’를 제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측

정 변수들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으

며, 모든 구성 개념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 값이 

0.7 이상으로서 측정 항목들에 신뢰성 역시 확보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2. 조작 검

실험 조건 중 하나인 정보 구성 방식 타입이 

의도한 대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작 

점검을 수행하였다. 이미지 위주의 상품 상세페

이지를 확인한 실험 참가자들은 텍스트 위주의 

상품 상세페이지를 확인한 실험 참가자들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임으로써 집단 간의 평균 차

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MImage=4.43, MText=3.90, 

F(1,264)=12.07, p<0.01). 다음으로, 제품 유형에 

대한 조작 점검이 F검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응답자들은 경험재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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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Sq. df Mean Sq. F Sig.

Intercept 161.845 1 161.845 93.738 0.000

Gender 0.176 1 0.176 0.102 0.750

Age 0.143 1 0.143 0.083 0.774

Information Composition 0.468 1 0.468 0.271 0.603

Goods 2.846 1 2.846 1.648 0.200

Regulatory Focus 0.453 1 0.453 0.262 0.609

Information Composition x Goods 30.169 1 30.169 17.473 0.000

Information Composition x 
Regulatory Focus

0.349 1 0.349 0.202 0.653

Goods x Regulatory Focus 1.356 1 1.356 0.786 0.376

Information Composition x Goods 
x Regulatory Focus

18.130 1 18.130 10.501 0.001

<Table 3> ANOVA 분석결과

확인하였을 때와 탐색재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제

품을 확인하였을 때, 제품의 특성을 각각 다르게 

인식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MExperience=4.35, MSearch=3.76, F(1,264)=25.31, 

p<0.001).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의도한 대로 각 변수들이 잘 조작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3.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Information Composition x Goods x Regulatory 

Focus의 3-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분석 결과, 정보 구성 반식, 제품 유형, 조절초

점은 모두 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보 구성 방식과 제품 유형 간의 이원 상호작

용효과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Figure 1>와 같다. 가설에서 예상한 대

로, 경험재 특성을 지닌 제품이 제시된 경우에

는 이미지 중심으로 상세페이지가 구성되었

을 때, 텍스트 중심으로 상세페이지가 구성된 

것보다 더 호의적인 제품 태도를 가졌다

(MImage=4.40 vs. MText=3.89, F(1,133)=4.70, 

p<0.05).반면, 탐색재 특성을 지닌 제품이 제시된 

경우에는 텍스트 중심으로 상세페이지가 구성되

었을 때, 이미지 중심으로 상세페이지가 구성된 

것보다 더 호의적인 제품 태도를 가졌다

(MText=4.31 vs. MImage=3.69, F(1,133)=7.60, p<0.01).

따라서 앞서 제안한 가설 1과 2는 모두 채택되

었다.

또한, 정보 구성 방식과 제품 유형 및 개인의 

조절초점 간의 삼원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절초점에 따라 정보 구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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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정보 구성 방식과 제품 유형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

Prevention Promotion

SS df MS F Sig. SS df MS F Sig.

Intercept 2711.657 1 2711.658 1596.242 0.000 1640.889 1 1640.889 943.078 0.000

Information 
Composition 0.004 1 0.004 0.003 0.960 0.636 1 0.636 0.365 0.547

Goods 0.114 1 0.114 0.067 0.796 3.713 1 3.713 2.134 0.147

Information 
Composition  

 x Goods 
0.942 1 0.942 0.554 0.458 39.897 1 39.897 22.930 0.000

Note: SS = Sum of Squares, MS = Mean Square

<Table 4> 예방초점 및 향상초점 그룹 비교

식과 제품 유형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향상초점 그룹에서는 제품의 

유형과 정보 구성 방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났지만(F(1,102) = 22.93, p<0.01), 예방초점 그

룹에서는 제품의 유형과 정보 구성 방식 간의 상

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F(1,164) = 0.55, 

p = 0.46, ns)(<Table 4> 참조).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향상초점 

성향의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경험재 특성을 가

진 제품에 대해서 텍스트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

보다 이미지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에 더 호의적

인 제품 태도를 가졌으며(MImage=4.78, MText=3.68, 

F(1,51)=8.73, p <0.01), 탐색재 특성을 가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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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조절초점에 따른 상호작용효과의 제품 태도 차이 (좌: 향상, 우: 예방)

품에 대해서는 이미지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

보다 텍스트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에 더 호의

적인 제품 태도가 나타났다(MText=4.55, MImage=3.13, 

F(1,47)=14.69, p<0.01). 반면, 예방초점 성향의 응

답자들의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과 이미지 및 텍

스트의 정보 구성 방식이 제품 태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초점 성향의 응

답자들의 경우에는 경험재에 대해 정보 구성 방

식에 따른 제품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며(MText=4.07, MImage=4.21, F(1,80)=0.22, p=0.64),

탐색재에 대해 정보 구성 방식에 따른 제품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MText=4.17, MImage=4.00, 

F(1,80)=0.35, p=0.56). 따라서, 앞서 제시한 가설 

3과 하부 가설들은 모두 채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모바일 커머스에서 판매자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 상세 영역의 정보 구성 방식에 대

한 소비자 성향, 제품 유형의 관계성에 관련된 

연구이다. 탐색이 용이하고 기능 및 품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탐색재의 경우에는 이미지 비중

이 높은 정보 구성 방식일 때 제품 태도에 더 긍

정적인 영향을 받고 직접적으로 사용과 경험을 

해야 품질 및 기능을 알 수 있는 경험재의 경우

는 텍스트 비중이 높은 정보 구성 방식일 때 소

비자의 제품 태도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경험재는 이미지의 비중이 높은 정보 구성

에서 시각적 자극 및 감정적 접근으로 정보 소구

가 되어 이미지 비중이 높은 정보 구성 방식이 

적합하며 탐색재의 경우 텍스트 비중이 높은 정

보 구성 방식에서 텍스트 설명에서 의하여 이성

적 접근에 의한 정보 소구가 되어 텍스트 비중이 

높은 정보 구성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절초점 이론을 적용하여 제품 유형과 

정보 구성 방식 간의 일치 효과가 소비자의 조절

초점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것을 확인하였다. 향

상초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경험재에 대해서

는 이미지 중심의 정보 구성 방식에서 상품에 대

한 느낌과 상상에 의해 조절 일치가 되어 제품 

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탐색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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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텍스트 비중이 높은 정보 구성 방식에서 

텍스트가 설득의 효과를 형성하여 위험을 감수

하는 도전적인 긍정의 태도로 조절 일치가 되어 

제품 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예방초점 성향이 강한 소비자는 탐색

재 또는 경험재에서 동일하게 이미지 비중이 높

은 정보 구성 방식 또는 텍스트 비중이 높은 정

보 구성 방식 모두 제품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

았다. 이는 예방초점 성향의 특징이라 할 수 있

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고 처리 접근 방식

에 따라 정보에 대한 품질에 대한 확신 없어 신

뢰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세 정

보 영역 안에 리뷰 평점 또는 인증 기관에서 검

증된 내용의 정보가 함께 구성되었거나, 모델이 

유명인이나 전문가에 의한 상품에 대한 의견 정

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구

성의 형태만을 가지고는 위험 회피를 위한 이성

적 사고가 일치되지 않아 경험재 및 탐색재 모두 

어떠한 정보 구성 형태가 제시되더라도 조절 일

치가 생기지 않은 것이며, 더욱이 직접 구매 후 

경험 공유 차원인 소비자의 리뷰를 확인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는 이미지 부각 형태 이거나 텍스

트 부각 형태 만으로 제품 정보에 대한 신뢰 형

성이 되지 않아 결국 제품 유형이나 정보 구성 

방식이 다르게 제시되어도 제품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은 조절초점이

론을 모바일 커머스의 상세페이지 정보 구성 방

식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점이며, 모

바일 쇼핑몰에 대한 만족과 구매 영향을 주는 요

인을 밝힌 선행 연구(Szymanski and Hise, 2000; 

Woo, 2003; Parasuraman et al., 2005; Lin ,2007; 

Lee, 2015) 및 온라인 리뷰에 대한 연구 선행 연

구(Choi et al., 2020; Chung and Park, 2013; Baek 

et al., 2011; Yang and Mai, 2010; Chatterjee, 

2001; Zhu and Meyers-Levy, 2007)는 많지만 모

바일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하여 소비자 성향과 제품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제품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연구이다. 즉, 온

라인 환경에서 사용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기반

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을 도출하는 최근 연

구흐름을 고려해 보았을 때(Seo and Park(2020); 

Seo and Park(2020)), 조절초점 성향이라는 사용

자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UX 전략을 제시하였

다는 점을 본 연구의 공헌으로 제시할 수 있다. 

치열한 모바일 쇼핑몰 경쟁 상황에서 쇼핑몰

의 형태는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소비자의 요구 및 소통을 통

해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있다(Chen and Lee, 

2021). 소비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아는 것도 중

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

에 따라 최적화된 UI(User Interface)를 제공하

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개인화 UI 시작이 될 것

이다.

판매자의 편의에 의한 UI가 아닌 소비자를 위

한 진정한 개인화 UI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의미로 소

비자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소비자의 성향을 자기조

절초점 이론을 기반하여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적용했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기에 개인화 UI 확

장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모바일 쇼핑몰을 넘

어 금융 및 플랫폼 서비스 등 소비자의 성향을 

구분해서 초개인화, 초연결성을 지향하는 플랫

폼 서비스 산업에 이번 연구 결과는 시사점을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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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적인 시사점은 제품 유형이나 소비

자의 성향에 따라 정보 구성 방식을 다르게 구성

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쇼핑몰 상세페이지에서 판매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한 중요성과 

현장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정보를 구성하고 표현함에 있

어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정보 구성 방식으로 제

공된다면 소비자의 쇼핑 경험은 한층 더 향상할 

것이다. 더 나아가 소비자 데이터와 결합하여 정

보 구성 방식을 소비자 성향에 맞게 개인화된 

UI(User Interface)로 제공한다면 구매 전환율 향

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오라클에서 정의

한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의 관점으로 

마케팅에서 고객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구매 여

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상호 작용에 활용되는 UI

와 UX에 자기조절초점 이론을 바탕으로 소비자 

성향을 구분하여 적용한다면 작은 UI 시작으로 

긍정적인 UX를 이루고 이러한 긍정적인 UX가 

모여 그 위에 좋은 CX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실

증적인 연구는 고객 경험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

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부적이면서 실무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는 소비자 성향에 따른 

마케팅 이메일, 메인 페이지, 이벤트 및 기획전, 

상품 목록 페이지, 구매 프로세스, 구매 후 온라

인 리뷰 및 평점 작성 등 여러 단계와 여러 페이

지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

구를 시작으로 정보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고객 데이터와 결합한 동

적인 UI가 되어 향후 초개인화를 이루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계점도 있다. 첫 번째는 

소비자의 성향이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명확

하게 구분되지 않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대

상자는 실험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명확히 구분

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실험이 부족하였다. 후

속 연구에서는 소비자 성향을 구분할 명확한 기

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예방초점 

성향의 소비자들의 경우에 본 연구에서는 제품 

유형이나 정보 구성 방식에 조절 일치가 나타나

지 않았지만 예방초점 성향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 상세 영역에서 어떠한 요소나 구성에서 조

절 일치가 되는지를 후속 연구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상세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

소 중 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요소는 정보 구성 

방식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향후 모바일 쇼

핑몰 상세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디테일한 UI 

구성 요소들을 찾아 해당 요소들을 대상으로 정

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소비자 만족 요소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디

테일한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가 이어진다면 모바일 커머스 상세페이지에 대

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작되는 상

세페이지는 소비자의 만족으로 이어져 구매 전

환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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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age based Experience Goods, Text-based 

Search Goods: Cognitive Fit between Product 

Information Composition and Product Type 

depending on Regulatory Focus
1)

Kyung-Hee Park*ㆍBong-Goon Seo**ㆍDo-Hyung Park***

Untact mobile commerce shows a rapid growth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And 

companies have a lot of tough competition in this trend. However, the detail pages of product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purchase decision have been provided mostly for consumers in a form of stereotyped 

information composition.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form of (image-centered vs. text-centered) 

information composition of detailed descriptions of products in the detail pages of mobile products has an 

effect on product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as consumers’ information appeal methods vary depending 

on product types (search goods vs. experience goods). That is, search goods whose information search is 

easy and whose quality is predictable could be found that product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have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form of image-centered information composition. And experience goods whose 

quality is unpredictable could be found that product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have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form of text-centered information composition. 

And effects of congruence between product types based on Higgins’ regulatory focus theory and the 

form of information composition have found to vary depending on consumers’ chronic regulatory focus. 

Promotion focus seeking consumers showed effects of congruence between product types and the form of 

information composition and prevention focus seeking consumers did not show effects of congruence 

between them. That is, promotion focus seeking consumers have found to have more positive product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in the form of image-centered information composition of experience goods 

and text-centered information composition of search goods. And prevention focus seeking consumer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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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to be unable to have an effect on product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even though the form of 

image or text-centered information composition of search and experience goods is presented. The study 

implies that the form of information composition should be designed, produced, and provided for consumers 

by considering product types and consumer propensity when designing it in the detail pages of mobil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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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 희

현재 UX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정보과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국민대학교 비즈니스 IT 전문 대학원에서 고객 경험(CX) 트랙
으로 박사 과정에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고객의 심리 및 행동 이론을 기반한 경험 디자
인 (Experience Design)이다. 특히 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 쇼핑 경험에 관심이 크다

서 봉 군

국민대학교 경영정보학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 석
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국가산업융합센터에
서 재직중이며, 산업융합정책 및 규제 분석, 규제개선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통계 및 인공지능 기법 기반의 사용자/소비자 분석, 사
회과학 이론 기반의 사용자/소비자 행동연구, 기술규제, 과학기술정책 등이다.

박 도 형

KAIST 경영대학원에서 MIS 전공으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민대학교 경
영대학 경영정보학부/비즈니스 IT 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객경험연구실
(CXLab.)을 책임지고 있다(www.cxlab.co.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유망아이템 발굴, 기술가치 평가 및 로드맵 수립, 
빅데이터 분석 등을 수행하였고, LG전자에서 통계, 시선/뇌파 분석, 데이터 마이닝을 활
용한 소비자 평가 모형 개발을 담당했었고,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Car 등에 대한 
Technology, Business, Market Insight 기반 컨셉 도출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였다. 현재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심리학 기반의 사용자/소비자의 행동 이론(User/Customer Behavior), 

통계 및 인공지능 기법 기반의 사용자/소비자 애널리틱스(User/Customer Analytics),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 기반의 사용자/소비자 경험 디자인(Experience Design)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