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1225-1151 (Print)
ISSN 2234-0793 (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6, No. 5 (2022) p.868~889
https://doi.org/10.5850/JKSCT.2022.46.5.868

[연구논문]

ARDL 시계열 모형을 활용한 패션 브랜드의
매출 예측 분석
-패션 브랜드와 광고모델의 웹 검색량, 정보량,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중심으로서주연⋅김효정⋅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Fashion Brand Sales Forecasting Analysis
Using ARDL Time Series Model
-Focusing on Brand and Advertising Endorser's Web Search Volume,
Information Amount, and Brand PromotionJooyeon Seo⋅Hyojung Kim⋅Minjung Park†
Dept. of Fashion Industry, Ewha Womans University
Received May 26, 2022; Revised (July 6, 2022; July 29, 2022); Accepted August 2, 2022

Abstract
Fashion companies are using a big data approach as a key strategic analysis to predict and forecast sal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ast sales, web search volume, information amount, brand promotion, and the advertising endorser on the sales forecasting model. The study conducted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time series model us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social big data of a national fashion
brand. Results indicated that the brand's past sales, search volume, promotion, and amount of advertising endorser information amount significantly affected the sales forecast, whereas the brand's advertising endorser
search volume and information amount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sales forecast. Moreover, the brand's
promotion ha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sales forecasting. This study adds to information-searching behavior theory by measuring consumers' brand involvement. Last, this study provides digital marketers with implications for developing profitable marketing strategies on the basis of consumers' interest in the brand and advertising endorser.
Key words: Information-searching behavior, Web search volume, Information amount, Advertising endorser,
ARDL time series analysis; 정보탐색 행동, 웹 검색량, 정보량, 광고모델, ARDL 시계열 분석

I. 서

론

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패션 브랜드의 머천다이저는 몇 시즌을 앞선 상품 기
획을 진행하는 가운데 트렌드와 계절의 변화에 따른
탄력성을 고려해야 하며, 다변화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한 중장기적 매출을 계획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

패션 산업에 있어서 시장 상황에 따른 매출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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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에 빅데이터 분
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예측 분석은 브
랜드의 전략 수립과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 코로나 팬데믹은 디지털 가속화에 초점을 맞춘
시장의 변동을 가져왔고, 국내 빅데이터 분석 시장은
2022년에 전년 대비 5.5% 성장한 2조 296억 원의 매출
규모를 형성하였다(Seo, 2022).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글로벌 패션 시장은 매년 3.9%씩 성장하고 있으며(Lim,
2020), 루이비통(Louis Vuitton), 코치(Coach), 구찌(Gucci)와 같은 브랜드는 소셜 미디어 정보를 축척하여 트
렌드를 전망하고 브랜드 자산을 추적하는데 사용하고
있다(Deloitte, 2020). 나이키(Nike)는 고객과의 직접적
인 관계를 통한 D2C(direct to consumer) 데이터를 구축
하기 위하여 수요 예측 분석 기업들을 인수하였고, 이
랜드(E-LAND)는 인터넷 검색어와 검색량을 통한 자
체 브랜드의 트렌드 지표를 개발하여 상품 기획에 활
용하고 있다(Min, 2021; Park, 2021).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분석은 미래의 결과를 전
망하여 소비자의 이탈을 감소시키고, 데이터에 기반
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지원을 기획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웹 검색량은 포털 사이트에 입력하는 단어를 사
용자들이 얼마나 검색하였는지 나타내는 수치를 나
타내는 정보이며, 사용자의 경험이나 의견이 반영되
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정보량은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과 같이 소비자의 직접
적인 리뷰가 실시간으로 반영된 신속한 트렌드 정보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반
영된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유명인을 광고에 고
용하여 간접적인 브랜드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소비
자의 관심도가 반영된 유명인 광고모델의 홍보 마케
팅 전략은 사회적 의미를 간접적으로 부여하고 매출
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통한 판매촉진은 소비자의 구매
유도에 효과적이며, 특히 패션 상품은 계절성과 유행
으로 인한 시기적인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할인은 판매촉진의 방법
들 중에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를 빅데이터와 시계열 모형을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이 중에서도 웹 검색량과 정보량을 활용한 소비자의
정보탐색 행동은 기업의 매출량(France et al., 2021),
수출량(Lee & Lee, 2017), 주식 변동(Cho et al., 2021),
부동산(Noh & Shin, 2021)과 같은 분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관심과 정보탐색 행동의 척도
를 검색량과 정보량으로 간주한 선행연구(Ettredge et
al., 2005; France et al., 2021; Jin et al., 2017; Kaleem et
al., 2018)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의 접근 방식
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 의존도가 높아
지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유명인이 등장하는 광
고모델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Bennett et al., 2022; Carlson
et al., 2020; Um & Seo, 2016), 가격할인 프로모션은 소
비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금전이익의 혜택을 인식하게
하여 영업이익을 향상시킨다(Carlson, 2017; Dai et al.,
2022; Lee & Kim, 2021). 이와 같이 브랜드에 관한 데
이터는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매출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내외부적 정보의 활용과 연구에 대한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의 매출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패션 브랜드와 광
고모델의 웹 검색량, 정보량 및 가격할인 프로모션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에 매출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패션 브랜드
의 과거 매출값을 기반으로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나
타난 브랜드와 광고모델의 웹 검색량과 블로그 정보
량에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결합한 매출 예측의 시계
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기존 소비자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던 연구
분야를 온라인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정보탐색 행
동 이론으로 확대하고, 실무적으로는 패션 브랜드의
실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규명함으로써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요인 중의 하나이며, 단기적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된
다(Dangi et al., 2021; Park & Suk, 2016).
다양한 선행연구(Ekmiş et al., 2017; Hong & Lee,
2013; H. Kim, 2022)에서 패션 브랜드의 매출과 수요

1. 소비자의 정보탐색 행동에 의한 브랜드와 광
고모델의 웹 검색량

II. 이론적 배경

소비자의 의사결정 모델에서 소비자의 구매결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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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http://www.google.com)의 검색량을 사용하
여 브랜드 지분 지수와 비교한 회사 수익을 예측하였
다. Guitart and Stremersch(2021)는 144개 자동차 종
류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에서 감성적인 정보 콘텐츠
와 온라인 검색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Preis et al.(2013)은 구글 트렌드의
키워드별 검색 추이가 주식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K-뷰티에 대
한 검색 데이터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Lee & Lee, 2017),
인공지능 관련 기술 키워드의 인터넷 검색량과 기업
의 주가 변동성 예측(Cho et al., 2021), 웹 검색 빈도를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주택가격 인하효과
(Noh & Shin, 2021)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었으나,
패션 브랜드 매출의 선행지표로서의 웹 검색 데이터
와 정보량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패션 브랜드의 매출과 수요
를 예측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속해왔다. Ekmiş et al.
(2017)은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모델과 순방향 신경망 모델을 결합하여 130개
패션 매장을 조사한 수익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Choi et al.(2011)은 전통적인 통계 방법인 시계열과 지
능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결합한 지능형 시계열 예측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의제를 제안하였다. Hong
and Lee(2013)는 계절적 요인, 기상요인, 휴일효과, 세일
기간 등을 포함한 ARIMA 모형을 통하여 판매량 예측
모형을 도출하여, 의류판매에 미치는 기상 정보의 영향
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Han(2021)은 머신러닝
을 활용하여 여성 골프웨어 브랜드의 일별 판매 데이터
와 기상 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성 골프웨어 브
랜드의 카테고리와 계절 및 월의 변수가 판매량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웹 검색량이 매출 예측에 유용한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고,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구글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웹 검색량을 브랜드 검색량으로
정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정은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매 후 과
정의 5단계로 진행되며(Mou & Benyoucef, 2021), 소
비자의 정보탐색 행동(information-seeking behavior)
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중요하므로 오랜 기간
마케팅 분야에서 연구되었다(Deng & Gu, 2021; Monchaux et al., 2015).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스
마트폰, 컴퓨터, 스마트 패드 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
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디지털
화는 매체 간의 정보를 빠르게 보급해주는 것을 가능
하게 해주었다. 따라서 오늘날 소비자는 다양한 재화
와 서비스가 주어진 상황에서 구매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탐색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
다. 소비자의 정보탐색 행동이란 정보원을 포함한 정
보채널에 관련한 능동적, 수동적 정보추구 및 정보이
용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며,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Wilson, 2000). 즉,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브
랜드의 구매결정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얻거나 평판
을 알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
양한 정보원을 활용하거나 적합한 채널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구매선택에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정보를 기억에 의존하여 회상하는 내
적 정보탐색 행동(internal information-seeking behavior)과 외부의 정보를 이용하는 외적 정보탐색 활동(external information-seeking behavior)을 진행하게 된다
(Sharot & Sunstein, 2020). 초반의 소비자의 정보탐색
행동은 정보추구 행동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의 탐색
행위를 위주로 진행하였으나 점차 정보탐색을 하는 목
적 및 인식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Belkin, 1995),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웹 브라우징 및 모바일
을 통한 온라인 정보탐색 활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
졌다(Jin et al., 2017). 온라인을 통한 정보탐색 활동은
다수의 참여자와 정보채널이 관여하기 때문에 구매결
정까지의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빠르고 간편한
제품의 정보검색 평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정보 의존
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Lemon & Verhoef, 2016).
웹 검색 데이터와 연관 산업 지표의 예측 방법과 효
과는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Ettredge et al.(2005)은
실업률 예측 연구에서 웹 검색 데이터의 유용성을 처
음으로 제안하였으며, France et al.(2021)은 구글 포털

H1. 시계열이 반영된 브랜드 매출은 매출 추정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브랜드 검색량(웹 전체, 쇼핑 카테고리)은 브
랜드 매출 추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늘날 브랜드의 개념은 물리적인 제품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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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비스와 인물을 포함하며, 광고모델은 소비자의

트에서 확인한 브랜드 광고모델의 웹 검색량으로 정

심리와 구매욕구를 자극하여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하였으며,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관심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광고모델이란 기업에

문제를 설정하였다.

서 전달하고자 하는 콘셉트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H2-2. 브랜드 광고모델 검색량은 브랜드 매출 추정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목적으로 매체에 등장시키는 사람, 동물 또는 기
타 매개체를 의미한다(Yang & Chae, 2004). Lee and
Kim(2015)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업 브랜드에서는 사

2. 브랜드 정보와 광고모델 정보량

회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광고모델로 선정하여 이들
의 인지도와 호의적인 태도를 브랜드에 전이시키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웹2.0’ 시대에서는 온라
인 커뮤니티,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미
디어 환경이 구축되었다(S. Kim, 2022).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기업과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변화
하였고, 기업과 소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브랜드와 제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과거
의 상품 정보는 주로 TV 광고, 잡지, 지인의 추천 등과
같이 다소 가까운 범위에서 획득하였으나, 근래에는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의 정보를 기반으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타인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정
보의 원천과 획득 수단이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온라
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광고형태에 따라 대중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달되는 비대인적 정보원의 유형에
서부터 커뮤니티의 상품 리뷰와 같은 대인적 정보원 유
형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Sun & Park, 2014).
블로그(blog)란 웹 공간에서 개인의 관심사를 자유롭
게 표현하는 공개 사이트를 지칭하며(Liu et al., 2007),
일반 대중의 정서와 의견을 평가하는 유용한 정보들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블로그는 온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에 속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
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와의 장기
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써 유용하다
고 볼 수 있다(Jun & Choi, 2011). 또한, 소비자에게 제
공되는 상품의 온라인 정보는 매체와 환경에 따라 브
랜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보의 출
처가 중요한 가치 판단의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Gao
et al., 2012). 블로그 정보는 온라인 커뮤케이션의 기능
이 강화되어 확산됨에 따라 방대한 소셜 네트워크로
성장하였으며, 브랜드 및 상품 검색에 관한 보편적인
정보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블로그의 상품 정보는 소
비자가 직접 작성하는 개인의 견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의 트렌드와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로그의 내용은 브랜드에 대한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어 기업에게 소비자의 관여도

활용한다. 매력적인 외모와 사회적 호감도를 가진 유
명인이라는 정보원의 속성은 광고효과를 높이는데 장
점으로 작용하며 기업의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소비
자의 태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Carlson et al., 2020). 국내는 75% 이상의 방송 광고
에 유명인을 채용하고 있고, 광고주들은 유명인 옹호
광고를 모색하는데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광고모델에
대한 소비자 호감도를 파악하고 있다(Um & Seo, 2016).
Bennett et al.(2022)은 유명인 광고모델의 전문성 수
준이 저가 상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구매를 증
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Lin et al.
(2018)은 국내 광고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 유
명인 광고모델은 제품 관여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가
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복수 모델의 사용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Kaleem et al.
(2018)은 특정 기간 동안의 유명인에 관련한 유방암
사건이 다른 병명에 비하여 높은 웹 검색량을 보인다
는 것을 발견하여 공인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가 인터
넷 검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외에도
유명인 광고모델의 홍보와 기업 매출 간의 관계(Mathur et al., 1997), 연예인이라는 휴먼 브랜드의 설득효
과로 인한 구매의도 영향(Wang & Kim, 2020), 홈쇼핑
에 출현한 유명인 모델로 인한 매출 증가와 브랜드 인
지도 효과(Um, 2020)에 대한 연구들은 유명 광고모델
의 속성과 인지도가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었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브랜드의 유명인
광고모델 고용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명인이 가진
기존의 호감도, 친밀성, 신뢰성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명인
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해당 브랜드에 대하여 이
목을 끌게 되며 이러한 소비자의 호응은 기업의 매출
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광고모델 검색량을 네이버와 구글 포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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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Bandari et al.(2012)은 트위터에서 리트윗(re-tweet)
횟수가 가장 높은 뉴스의 출처가 블로그라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Gruhl et al.(2005)은 블로그 게시물 정보
량을 토대로 아마존 사이트(http://www.amazon.com)
의 도서 실구매량을 예측하였다. Kim and Kim(2021)
은 음식점 블로그 게시글과 평균 매출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Liu et al.(2007)은 블로그에
나타난 제품의 의견 및 감정 정보와 과거 판매실적 분
석을 통하여 영화 매출 예측에 대한 모델을 개발했다.
Lim et al.(2014)은 국내 영화 70편의 온라인 뉴스와 블
로그 댓글 수를 분석하여 영화 개봉 후에 블로그의 영
향력이 온라인 뉴스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Hwang(2022)은 주거정책 분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
하여 블로그에서 ‘행복주택’을 키워드로 대중들의
인식을 평가하였다. Lee and Lee(2018)는 웹에 분산된
블로그의 의료 정보를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Park(2001)은 감각적 제
품의 경우 광고모델의 정보에 의해 소비자가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다수의 소
셜 미디어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Gopinath et al., 2014;
Onishi & Manchanda, 2012)에서 블로그가 인터넷 마
케팅 수단으로서 기업의 브랜드 마케팅에 유효한 효
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정보량을 네이버 블로그에 나타난 게시물 수로 정의
하였으며, 광고모델 정보량은 해당 브랜드의 광고모
델이 키워드로 포함된 게시물의 웹 검색량으로 정의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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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소비자의 구매와 판매자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판매활동을 의미한다(Yun, 2021). 판매촉진은 소비자
들의 직접적인 구매반응을 유발하고, 크게 가격할인
(price discount)과 가치부가(value-added) 형태로 나뉠
수 있다(Liu et al., 2021). 가격할인형 판매촉진은 가격
의 단위로 표현이 되며, 가치부가형 판매촉진은 프리
미엄, 보너스팩, 추첨과 같은 혜택의 방식을 의미한다.
가격할인은 단기간 동안 상품 가격을 할인하여 매출
을 증대하는 전략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브
랜드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Chen et al., 2012). Gilbert and Jackaria(2002)에 의하면 소비자는 가격할인
판매촉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이는 직접적인 제
품 판매가격의 금전적인 이익과 심리적인 혜택의 영향
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패션 산업에서 브랜드의 빈번
한 가격할인은 계절과 트렌드에 민감한 품목으로써
유행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낮은 가
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수요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판매촉진 전
략은 과거의 제품 홍보를 위한 보조의 역할이 아닌 아니
라 기업의 매출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성장하였다.
제품의 가격할인 정책이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Agmeka et al., 2019; Dangi et al., 2021;
Xu & Huang, 2014)는 구매 가격할인 판매 전략이 제품
의 효용가치 비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Carlson(2017)에 의하면 판매촉진 전략 중에 가장 많
이 사용하는 방법은 가격할인이며, 단기적인 관점에
서 기업의 수익 향상과 시장 점유율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전적인 판매촉
진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품질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업 브랜드의 가치
를 저하시킬 수 있다. Yu et al.(2020)은 소비자가 자신
을 위하여 제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할인을 선호한다
고 했으며, Park and Suk(2016)은 제품 할인의 폭이 낮
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혜택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해진다고 설명하였다. O2O
(online to offline) 플랫폼 상점의 가격할인 정책을 연
구한 Dai et al.(2022)은 주문 수준에 따른 할인 디스플
레이 배너가 제품 판매를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Lee
and Kim(2021)은 국내 상위 10개 패션 쇼핑몰에서 신
상품과 회원 등급에 따른 가격할인 정책이 가장 주요
한 판매촉진 전략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Kim and

H3-1. 브랜드 정보량은 브랜드 매출 추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브랜드 광고모델 정보량은 브랜드 매출 추정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판매촉진 전략과 가격할인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패션 기업들은 제품
판매의 영업이익을 위한 브랜드 전략과 판매촉진 전
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분화된 시장과 소비자의
다양해진 취향은 마케터로 하여금 단기적인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가격정책을 조정하는 조건이 되었다.
판매촉진(sales promotion)이란 인적 판매나 광고, 또
는 홍보 등을 제외한 모든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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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ford(2021)는 서프라이즈 할인과 쾌락적 가치의
상품이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유도한다는 점을 증명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
는 구매유도 및 매출 증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격할인 프로모션이 매출에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브랜
드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정상가격 제품 외의 이벤트
성 판매촉진 전략으로 정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설정한 가설들을 정리한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추세 변동, 계절 변동, 순환 변동, 불규칙 변동 등을 분
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려는 방
법이다. ARDL 모형은 Pesaran and Shin(1999)이 제시
한 시계열 분석 방법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과
거값을 동시에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예측하는 시계열
모형이다. 즉,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들과 추가적인 설
명변수들에 대한 다중의 시차변수들이 회귀에 포함되
어 있는 추정 방법이다.
ARDL 모형 관련 연구는 재무, 금융, 에너지, 경영,
국제무역, 에너지 소비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척
을 보이고 있다. Kong et al.(2021)은 1994년부터 2018
년까지 환율 변동 속에서 중국의 개방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Busu(2020)은 2004년부터 2017
년까지 28개 EU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과 경제성장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Lee
and Kim(2017)은 한국 관광수요에 대한 미국, 중국, 일
본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분석하여 한국의 관
광가격의 경쟁성을 확인하였고, Liu and Cheong(2016)

H4. 브랜드 가격할인 프로모션은 브랜드 매출 추정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자기회차(autoregressive and distributed lags,
ARDL) 시계열 분석
시계열 분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측한 변수의
Time series variables
Brand’s past sales
(SALES)
Brand’s search
volume
(SCH_N, SCH_B)
Brand’s advertising
endorser search
volume (M_SCH)
Brand’s information
amount (INFO)
Brand’s advertising
endorser information
amount (M_INFO)

H1
H2-1
H2-2
H3-1

Brand’s sales
forecasting
(SALES_FC)

H3-2
H4

Brand’s price
discount promotion
(PROM)

SALES: Brand's past sales
SCH_N: Brand's total search volume
SCH_B: Brand's shopping search volume
M_SCH: Brand's advertising endorser search volume
INFO: Brand's information amount
M_INFO: Brand's advertising endorser information amount
PROM: Brand's price discount promotion
SALES_FC: Brand's sales forecasting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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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된 모델이 활동한 2017년 12월까지 총 90개의 주별
매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대상 데이터의 요약은
<Table 1>과 같으며, 독립변수는 브랜드 웹 검색량과
정보량, 브랜드 광고모델의 웹 검색량과 정보량, 그리
고 추가적으로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가격수단 판촉
행사인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변수로 설정하여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브랜드 웹 검색량은 국내 최대 검색 포
털 사이트인 네이버(http://www.naver.com)와 전 세계
최대 검색 점유율의 구글(http://www.google.com)에서
확인된 브랜드 A의 검색량을 웹 검색량으로 설정하였
는데, 네이버 웹 검색량은 키워드에 대한 전체 카테고
리의 검색량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 카테고리
의 검색량은 구글 트렌드에서 수집하였다. 브랜드 정
보량은 네이버 블로그에 나타난 게시물 수를 수치 데
이터로 활용하였다. 브랜드 광고모델의 경우에는 해
당 분석 기간 동안 활동한 2명의 광고모델의 이름을 키
워드로 포함하는 게시물의 웹 검색량과 정보량을 수
집하였다. 브랜드의 가격할인 프로모션은 브랜드에
서 진행하는 멤버십 이벤트 가입에 따른 기간제 할인
행사, 신규고객 가입 시 가격할인 혜택, 인기제품류 구
매 시 할인쿠폰 증정과 같은 행사에 대해 일자별로 진
행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별로 합산하였고, 합산한 주
차별 가격할인 프로모션 진행 여부에 따라 프로모션
을 진행한 주와 진행하지 않은 주를 구분하여 명목척
도로 구분하였다.
각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기술 통계량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브랜드 검색
량(웹 전체)의 분산과 표준편차는 각 39와 1,551로 다
소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브랜드 매출과 브랜
드 정보량의 왜도는 각 .87과 .36으로 0에 가까워 상대
적으로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브랜드 광고모델 검
색량은 왜도가 각 4.45와 25.30으로 나타나 이상값을
갖고 있거나 편중된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브랜드 광고모델 정보량의 경우, 분산이 691,
490으로 나타나 지나치게 큰 경향이 있어 추후 데이
터 변환을 통한 자료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였다.

의 연구에서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관광수입이 지방재
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여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관광수입의 필요성을 증명하였다. M. K.
Khan et al.(2021)은 유가, 금값, 환율이 상하이 주식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조사하여 유가와 금 가격
이 단기 및 장기적으로 주식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반면 환율은 단기 및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의 정부 재정
지출과 실질 환율과의 영향관계(Pham & Kim, 2018),
미국의 1인당 실질 보건 지출의 주요 동인 분석(Murthy
& Okunade, 2016), 도시화와 탄소 배출에 따른 인과관
계(Z. A. Khan et al., 2021)에서 ARDL 모형을 통한 미래
예측 방법을 활용하였다. 패션 분야에서 시계열 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로는 H. Kim(2022)이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with explanatory
variable(ARIMAX) 모델을 활용하여 거시 경제환경 속
에서 패션 산업 뉴스의 토픽이 의류기업의 주가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시
계열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의류학의 연구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와 광고
모델의 웹 검색량, 정보량, 가격할인 프로모션과 같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인 매출액의 현재값과 과거값을
동시에 포함하는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판매촉진 활동이 활발하고 트렌드에 민
감한 패션 소비자의 정보탐색 행동이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 후에 매출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데이터 수집 및 변환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국내 중견 캐주얼 브랜드 A의 매출 데
이터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독립변수를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패션 브랜드 A는 국내 500여개
의 매장을 보유한 캐주얼 브랜드로서 트렌디한 베이

2. 연구방법

직 라인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매출액의 경우 정상 소
매가격에 할인율과 소진율이 반영된 실매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브랜드 A가 전속 모델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6년 4월부터 한 차례 변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ADF(augmented dickey fuller test) 단위근 검정에서 비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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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90

Table 1. Summary of the data collection

Category

Variables

Time
lag

Data
collection
channel

Method

The amount
of collection

Units

Note

Dependent
variable

SALES_FC

t

-

-

-

100 million won

-

-

-

-

100 million won

-

-

Standardized data based
on the maximum value
of 100 within the period

-

-

Standardized data based
on the maximum value
of 100 within the period

Collection
of A and B
models
by period

SALES

NAVER
trend

SCH_N

Independent
variables

Web search volume
of the brand A

SCH_B

Google
trend

M_SCH

Google
trend

Web search volume
of the brand A's
advertising endorser

-

Standardized data based
on the maximum value
of 100 within the period

INFO

NAVER
trend

Blog numbers of the
keyword under
brand A

15,821

The number of the posts

-

M_INFO

NAVER
trend

Blog numbers of the
keyword under
brand A's advertising
endorser

78,149

The number of the posts

Collection
of A and B
models
by period

PROM

-

Weekly promotion
check

-

Nominal scale

-

t-k

t: current timeline
t-k: current timeline – time lag
SALES_FC: Brand's sales forecasting
SALES: Brand's past sales
SCH_N: Brand's total search volume
SCH_B: Brand's shopping search volume
M_SCH: Brand's advertising endorser search volume
INFO: Brand's information amount
M_INFO: Brand's advertising endorser information amount
PROM: Brand's price discount promo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Min

Max

Mean

S.D.

Variance

Skewness

SALES

22

63

36

9

75

.87

Kurtosis
.66

SCH_N

98

314

150

39

1,551

1.54

3.35

SCH_B

-

70

16

12

135

1.55

4.60

M_SCH

2

182

17

24

592

4.45

25.30

INFO

126

264

178

30

885

.36

‒.10

M_INFO

149

4,785

921

832

691,490

2.20

5.76

SALES: Brand's past sales
SCH_N: Brand's total search volume
SCH_B: Brand's shopping search volume
M_SCH: Brand's advertising endorser search volume
INFO: Brand's information amount
M_INFO: Brand's advertising endorser informatio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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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시계열 변수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종속
변수인 매출의 현재 시계열과 독립변수인 매출의 과
거 시계열 변수를 자기상관 검증을 진행하여 매출의
자기회귀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들의
종속 변수와의 교차상관 검증을 통해 종속변수와 상관
관계가 가장 높게 나온 시차(lag)의 시계열 변수를 선택
하여, ARDL 모형 추정의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후로는
ARDL 모형을 적합하기 위한 과정으로 매출의 자기회
귀 모형에 교차상관을 통해 설정한 독립변수들의 시차
를 반영하여 모형을 테스트하고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만일 통계량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변수를 제
외하거나 변수들의 시차를 재검토하여 모형을 다시 확
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모형을 채택하였다. 시
계열 분석 도구로는 Stata 13.0을 사용하였으며, 데이
터의 기술 통계량 및 추가적 변수들에 따른 기여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SPSS 20.0을 사용하였다. 본 연
구의 전반적인 분석 절차는 <Fig. 2>에 제시하였다.

1. ARDL 모형 구축 및 검증
1) 시계열 자료의 정상성(stationary) 검증

시계열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가 일정한
균형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시계열 자료가 동태적이
라면 시계열 자료를 변환시켜 정상성(stationary)을 유
지하게 해주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Matthew et al.,
2018). 이를 위하여 각 변수인 브랜드 매출<Fig. 3>, 브
랜드 검색량(웹 전체 카테고리)<Fig. 4>, 브랜드 검색
량(쇼핑 카테고리)<Fig. 5>, 광고모델 검색량<Fig. 6>,
브랜드 정보량<Fig. 7>, 광고모델 정보량<Fig. 8>의
시계열을 선형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하였
다. 그 결과, 모든 변수가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로 진
동하는 패턴을 보여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정상 시계
열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정 시점의 값이 크

Exclude the non-stationary
time series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autocorrelation
analysis
Augmented
dickey fuller test

Cross-correlation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Reject
Reject

ARDL time model
estimation

ARDL model
evaluation

Independent variable’s
time lag selection

Lagrange multiplier
test

Final model select

F-Statistic test

Fig. 2. Research process.

SALES: Brand's past sales

SCH_N: Brand's total search volume

Fig. 3. SALES time series graph.

Fig. 4. SCH_N time series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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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_B: Brand's shopping search volume

M_SCH: Brand's advertising endorser search volume

Fig. 5. SCH_B time series graph.

Fig. 6. M_SCH time series graph.

INFO: Brand's information amount

M_INFO: Brand's advertising endorser information amount

Fig. 7. INFO time series graph.

Fig. 8. M_INFO time series graph.

게 오르는 이상치가 나타나는 경우와 한쪽으로 치우
친 데이터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시계열이 될 수 있
기 때문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데이터를 정규화해야
한다. 그래프의 확인만으로는 시계열 자료의 정상성
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ADF 단위근 검정(Said &
Dickey, 1984)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모든 변수의 계수값이 5% 수준에 해당하는
검정 통계량의 값보다 절대치에서 작지 않고, p-value
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시계열 분석에 적합한 정
상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점은 95%의 신뢰구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lag(1)과 lag(2)의 시차에 자기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9). 하지만, 매출의 편자기상관은 lag(1)에서
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Fig. 10>, 매출의 자기회귀
분석의 독립변수로 1시차의 시계열 변수를 독립변수
로 설정하였다. 또한, <Table 4>의 자기상관계수 및 편
자기상관계수는 각 .610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자기상
관계수의 절대값은 .700 이상이면 자기상관이 크고,
.500 이상이고 .700 이하이면 보통 수준의 자기상관을
가지므로(Cho et al., 2007) 자기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또한, Ljung-Box 검정의 Q 검정 통계량에 따
라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5% 유
의수준에서 기각되었으므로, 매출 변수는 자기상관이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매
출의 시계열 변수 lag(1)의 자기회귀분석 결과<Table
5>, 적합도는 .958로 유의하였고 수정된 결정계수는
95.8%의 예측력을 갖는 모형으로 나타났다.

2) 자기상관 검증

종속변수인 매출이 과거의 매출값과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시차를 설정하기
위하여 자기상관계수(coefficients of autocorrelation)
와 편자기상관계수(coefficients of partial autocorrelation)를 관찰하였다. 매출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과 과거
– 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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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ADF test

Variables

Interpolated dickey-fuller

Test
statistic

1% Critical
value

5% Critical
value

p-value

10% Critical
value

SALES

‒4.614

–3.525

–2.899

–2.584

0.0001

INFO

‒4.362

–3.525

–2.899

–2.584

0.0003

SCH_N

‒4.325

–3.525

–2.899

–2.584

0.0004

SCH_B

‒6.897

–3.525

–2.899

–2.584

0.0000

M_INFO

‒5.367

–3.525

–2.899

–2.584

0.0000

M_SCH

‒6.215

–3.525

–2.899

–2.584

0.0000

PROM

‒6.207

–3.525

–2.899

–2.584

0.0000

SALES: Brand's past sales
INFO: Brand's information amount
SCH_N: Brand's total search volume
SCH_B: Brand's shopping search volume
M_INFO: Brand's advertising endorser information amount
M_SCH: Brand's advertising endorser search volume
PROM: Brand's price discount promotion

Bartlett's formula for MA(q) 95% confidence bands
SALES: Brand's past sales

95% Confidence bands [se=1/sqrt(n)]
SALES: Brand's past sales

Fig. 9. The result of SALE's ACF graph.

Fig. 10. The result of SALE's PACF graph.

Table 4. Results of the autocorrelation and partial correlation test based on SALES

Lag

AC

PAC

Q

Probability>Q

1

.606

.607

34.161

.000

2

.425

.102

51.170

.000

3

.300

.023

59.708

.000

4

.264

.080

66.430

.000

5

.137

–.107

68.269

.000

6

.073

–.007

68.8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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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the autoregressive of SALES

Variable

Coefficient

Standard
error

t

p >│t│

Probability>F

Adjusted
R-square

SALES-lag (1)

.981

.022

44.79

.000

.000

.958

SALES: Brand's past sales

3) 교차상관 검증

종속변수인 매출과 독립변수들 간의 교차상관 검
증을 통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시차 때 높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각 독립변수의 시계열 변수가

는 <Table 6>과 같다. 매출과 브랜드 검색량(전체)은
lag(0)의 시점에서 .682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Fig. 11>, 브랜드 검색량(쇼핑)은 lag(0)의 시점
에서 매출과의 상관관계가 .4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ARDL 모형 테스트에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매출과 독립변수들 간의 교차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현재 시점의 시계열 변수가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Fig. 12). 매출과 브랜드 정보량은 1주

Table 6. The results of cross-correlation with SALE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Cross-correlation with SALES
Lag

SCH_N

SCH_B

INFO

M_SCH

lnM_INFO

PROM

–10

–.002

–.014

–.035

.011

–.162

.036

–9

.028

.056

.012

.004

–.169

.061

–8

.017

–.055

–.028

.032

–.149

–.131

–7

.077

–.045

–.110

.133

–.177

–.076

–6

.151

.070

–.039

–.043

–.209

–.041

–5

.208

.171

–.045

–.108

–.207

.034

–4

.296

.237

–.076

–.095

–.170

.019

–3

.423

.282

.090

–.066

–.100

.085

–2

.425

.361

.125

–.108

–.113

.126

–1

.465

.375

.148

–.198

–.108

.217

0

.682

.443

.253

–.172

–.147

.322

1

.504

.310

.384

–.132

–.142

.271

2

.377

.270

.334

–.041

–.126

.033

3

.319

.273

.273

–.018

.126

–.018

4

.260

.002

.237

.013

–.097

.008

5

.144

.073

.145

.014

–.052

–.005

6

.145

.159

.117

.028

.026

.022

7

.088

.191

.103

–.051

.008

–.013

8

.051

–.031

.030

–.081

.008

.055

9

.059

–.014

.060

.008

.081

.058

10

.063

–.118

.076

–.071

–.011

.211

SCH_N: Brand's total search volume
SCH_B: Brand's shopping search volume
INFO: Brand's information amount
M_SCH: Brand's advertising endorser search volume
M_INFO: Brand's advertising endorser information amount
PROM: Brand's price discoun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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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점인 lag(1)에서 상관관계가 .384로 가장 높은
관계를 나타냈다(Fig. 13). 매출과 광고모델 검색량
은 7주 후인 lag(–7)로 나타났지만<Fig. 14> 상관관계
가 .133으로 작게 도출되었고, 후행 시차에서 유의하였
으므로 선행요인을 통해 매출을 예측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기로 하였다. 매출과 자
연로그를 취한 광고모델의 정보량은 lag(9)에서 .081
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 영향력이 높지는 않지
만 선행 시차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적합한 시계열 변
수로 판단하였다(Fig. 15). 매출과 가격할인 프로모션
은 현재 시점인 lag(0)의 상관관계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ARDL 모형 테스트에 적합한 시계열 변
수로 판단하였다(Fig. 16). 이에 따라, ARDL 모형 적합

Vol. 46 No. 5, 2022

에 적용할 수 있는 독립변수는 브랜드 검색량(웹 전체,
쇼핑 카테고리), 브랜드 정보량, 광고모델 정보량, 가
격할인 프로모션으로 선별되었다.
4) ARDL 모형 적합

매출의 자기상관 예측 모형에 교차상관 검증을 통
해 선별한 독립변수들을 대입하여 도출된 모형의 최
종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97.8%의
예측력을 가지며 각 변수들의 p-value도 모두 유의하
게 도출되었으나 브랜드 정보량은 매출 예측에 유의
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모형에서 제
외되었다.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LM(lagrange multiplier) 검정에서 종속변수나 오차항이 독립적이라는 귀

SALES: Brand's past sales
SCH_N: Brand's total search volume

SALES: Brand's past sales
SCH_B: Brand's shopping search volume

Fig. 11. The result of cross-correlation between SALES
and SCH_N.

Fig. 12. The result of cross-correlation between SALES
and SCH_B.

SALES: Brand's past sales
INFO: Brand's information amount

SALES: Brand's past sales
M_SCH: Brand's advertising endorser search volume

Fig. 13. The result of cross-correlation between SALES
and INFO.

Fig. 14. The result of cross-correlation between SALES
and M_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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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Brand's past sales
M_INFO: Brand's advertising endorser information amount

SALES: Brand's past sales
PROM: Brand's price discount promotion information amount

Fig. 15. The result of cross-correlation between SALES
and In(M_INFO).

Fig. 16. The result of cross-correlation between SALES
and PROM.

Table 7. The results of ARDL model of SALES

Variables

Coefficient

Standard error

t

p >│t│

SALES (1)

.320

.778

4.11

.000

SCH_N

.111

.180

6.16

.000

SCH_B

.127

.548

2.31

.023

Ln (M_INFO (9))

.708

.376

1.88

.063

PROM

3.493

1.327

2.63

.010

Adjusted R-square

F-statistic p-value

Lagrange multiplier p-value

.978

.000

.847

SALES: Brand's past sales
SCH_N: Brand's total search volume
SCH_B: Brand's shopping search volume
M_INFO: Brand's advertising endorser information amount
PROM: Brand's price discount promotion

형의 .958보다 높았으나 각 설명변수의 기여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매출의 단순 자기회귀 모형에 추가 변수
들이 포함된 ARDL 모형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위
하여 SPSS 20.0을 사용하여 각 변수에 따른 기여도를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비교한 결과는 <Table 8>과 같
다. Model 1은 1시차의 매출의 과거 시계열 변수만을
변수로 예측하는 자기회귀 모형으로써 적합도가 .958
로 나타났으며, Model 2는 매출의 자기회귀 모형에 브
랜드 전체 검색량 변수를 추가한 결과로 적합도가
.974로 높아졌으며, 값은 .017 상승하여 99% 신뢰구간
에서 유의하였다. Model 3은 Model 2에 브랜드 검색량
(쇼핑 카테고리)을 추가한 결과이며 적합도가 .976으
로 나타났고, 값은 .002 상승하여 99% 신뢰구간에서
유의하였다. Model 4는 Model 3에 가격할인 프로모션

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으므로 자기상관이 없다는 것으
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종속변수인 매
출의 자기회귀시차 예측 모형의 독립변수들은 매출
lag(1), 브랜드 검색량(전체 카테고리) lag(0), 브랜드 검
색량(쇼핑 카테고리) lag(0), 자연로그를 취한 광고모
델 정보량 lag(9), 그리고 가격할인 프로모션 lag(0)이
매출 예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M 검정에서 종속변수나 오차항이 독립적이라
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으므로 자기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최종 모형의 회귀식은
<Eq.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AR 모형 및 ARDL 모형의 비교 평가

매출의 ARDL 모형의 적합도는 .978로 자기회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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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s past sales (SALES)
: Brand's total search volume (SCH_N)
: Brand's shopping search volume (SCH_B)
: Brand's advertising endorser information amount (M_INFO)
: Brand's price discount promotion (PROM)
Eq. 1. The regression equation of ARDL models of SALES.
Table 8. The model comparis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added to the SALES AR model

Model

R

R-square

Adjusted
R-square

R-square
change

p-value
change

1

.978

.958

.958

.958

.000

2

.987

.975

.974

.017

.000

3

.988

.976

.976

.002

.021

4

.989

.978

.977

.001

.021

5

.989

.979

.977

.001

.063

Model 1: SALES (1)
Model 2: SALES (1), SCH_N
Model 3: SALES (1), SCH_N, SCH_B
Model 4: SALES (1), SCH_N, SCH_B, PROM
Model 5: SALES (1), SCH_N, SCH_B, PROM, InM_INFO

변수를 추가한 결과이며, 적합도가 .977로 높아졌으
며, 값은 .001 상승하여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하였
다. Model 5는 Model 4에 자연로그를 취한 모델 정보
량 변수를 추가한 결과이며, 적합도는 .977이며 값은
.001 상승하여 90% 신뢰구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브랜드 검색량(웹 전체 카테고리)이 매출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검색량(쇼핑 카테고리), 가격할인 프로모션 및 광고모
델 정보량은 영향력이 다소 약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의 기간은 제외하였다. 일별 검색량과 구매량을 모두
최대 100으로 표준화한 결과 <Fig. 17>과 같이 소비자
의 검색과 구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시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해당 브랜드의 검색은 주중에 이
루어지고 구매는 매출 발생 시점에 이루어져 매출과
검색량의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브랜드의 일자별 매출과 전체 검색량의
시계열 데이터를 시차를 교차상관 분석을 진행한 결
과, <Fig. 18>과 <Table 9>에서 lag(1)의 시차에서 교차
상관계수가 lag(1)이 .50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는 lag(0)이 .464로 나타났고 lag(2)가 .372로
측정되어 브랜드 검색은 주로 구매 전날, 당일, 이틀
전의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ARDL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브랜드 검색량, 광고모
델 정보량, 가격할인 프로모션은 현재의 시점을 반영
하고 있으며, 매출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적합한 변인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일별 매출과 브랜드의 검색량 비교 및 교차상관
검증
최종적으로 도출된 예측 모형 변수들은 종속변수
의 과거값을 설명변수인 매출의 lag(1) 시차를 제외하
고 모두 현재 시차를 반영하고 있다. ARDL 모형은 변
수들의 과거값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모형의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차별 데이
터의 일부를 일별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 추가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절, 연말

V. 결론 및 제언
오늘날 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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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SCH_N

SALES: Brand's past sales
SCH_N: Brand's total search volume
Fig. 17. The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 daily SALES and SCH_N.

Table 9. The result of cross-correlation between the
daily SALES and SCH_N

SALES: Brand's past sales
SCH_N: Brand's total search volume
Fig. 18. The graph of cross-correlation between the
daily SALES and SCH_N.

tion)의 핵심 전략 중의 하나는 다변화되는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예측하고
마케팅 전략에 응용하는 과정이다. 포스트 팬데믹 시
대에 기업은 소비자 정보를 축척하여 트렌드를 전망
하고 수요 예측 분석에 적용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기
반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본 연
구는 패션 브랜드와 광고모델의 웹 검색량과 블로그
정보량 및 매출과 가격할인 프로모션의 시계열 변수
를 통해 매출의 시계열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브랜드
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하여 국내 중견 캐주얼 패션 브랜드의 실매출 데
이터를 비롯한 국내외 포털 사이트에 나타난 브랜드
와 광고모델의 웹 검색량 및 정보량에 가격할인 프로

Lag

Cross-correlation

–5

.329

–4

.261

–3

.199

–2

.172

–1

.234

0

.464

1

.507

2

.372

3

.305

4

.238

5

.197

모션을 추가하여 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최종 모형에 대한 평가와 주요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패션 브랜드의 매출 시계열 모형의 검증 결과,
브랜드의 과거 매출, 브랜드 검색량(웹 전체, 쇼핑 카
테고리), 광고모델 정보량, 가격할인 프로모션이 매출
예측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는 과거의 매출 데이터와 함께 브랜드 홍보에 관한 소
비자의 관심과 이벤트 프로모션 활동이 미래의 매출
을 예상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Choi et al.(2014)은 패스트 패션의 판매예측
이 수요 추세의 기울기가 크거나 계절 주기의 분산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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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잘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으며, Beheshti-Kashi et
al.(2015)은 패션 브랜드의 판매예측에서 실제 매출량
의 검증과 실무자의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에서 확보가 가능한 데이터들을 활용하
여 기존 소비자의 정보탐색 활동 영역을 패션 브랜드
의 웹 검색량과 정보량으로 확장하여 실증적으로 규
명하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근래에는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의 외적 정보
탐색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서 온라인의 정보 의존도
가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까지 영향을 미
치게 된다(Lemon & Verhoef, 2016). 다양한 선행연구
(Ettredge et al., 2005; Lemon & Verhoef, 2016; Preis et
al., 2013)에서 소비자의 포털 사이트 검색량 및 정보량
을 관심과 이슈의 지표로서 활용하였으며, 매출과의 연
관도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브랜드의 과
거 매출을 기반으로 시계열 예측 모형을 통해 매출을 관
측한 Ekmiş et al.(2017)과 Hong and Lee(2013)의 연구
를 지지하며, 브랜드에 관련한 검색량이 매출에 유의
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한 France et al.(2021)과 Guitart
and Stremersch(2021)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블로그 게시물의 정보량이 온라인 사이
트 상품의 실구매량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고 언급한
Gruhl et al.(2005)의 연구와 영화 개봉 후의 소비자 블
로그 댓글 수가 언론 매체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
한 Lim et al.(2014)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 외
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Bandari et al.,
2012; Gopinath et al., 2014; Hwang, 2022)에서 소셜 미
디어의 검색량 및 정보량이 기업 브랜드 마케팅에 유
효하다고 증명한 의견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유
명인의 광고모델 속성이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어 광고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한
Carlson et al.(2020)과 Lin et al.(2018)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Kaleem et al.(2018)의
연구에서 유명인에 관한 이슈를 웹 검색량으로 분석
하여 소비자의 관심척도로 간주한 점은 동일하나 본
연구는 광고모델 검색량과 정보량을 통하여 매출효
과를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격할인 프로모션
이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제품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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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선행연구(Agmeka et al., 2019; Chen et al.,
2012; Dangi et al., 2021; Yu et al., 2020)를 뒷받침한다.
또한, Carlson(2017)은 가격할인 프로모션은 기업의 수
익 향상과 시장 점유율 확보 면에서 유용하다고 하였
으므로 본 연구결과는 가격할인 프로모션의 영업매출
의 유용성을 브랜드 및 광고모델의 웹 데이터와 함께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패션 브랜드의 광고모델 검색량과 브랜드 정
보량은 매출 예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모델 검색량이 매출과 관련 없
는 7주 뒤의 후행 시차에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에서 이
시기가 광고모델 A와 B가 스캔들로 이슈화되었던 점
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브랜드의 유
명인 광고모델 고용이 호감도 및 친밀성과 같은 정서
적 반응을 주어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 Um
(2020)의 주장과 연예인과 같은 휴먼 브랜드의 설득효
과로 인한 매출 증진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Bennett
et al., 2022; Kaleem et al., 2018; Wang & Kim, 2020)와
상이한 결과이다. 또한, 브랜드 정보량이 매출 예측과
관련이 없었지만 광고모델 정보량은 유의하게 나타났
다는 결과는 본 연구대상인 브랜드 A가 브랜드의 아
이덴티티가 뚜렷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에 비하여 주목
도가 낮다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블로그 정보는
브랜드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관
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으나(Bandari et
al., 2012; Hwang, 2022; Lim et al., 2014) 브랜드 자체에
대한 주목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광고모델에만 관심
이 집중될 수 있다. Park(2001)은 소비자가 감각적인
제품인 경우 광고모델에 의한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
게 된다고 강조하였으므로, 트렌드를 반영하는 패션
브랜드를 홍보하는 유명인은 브랜드의 콘셉트에 초점
을 맞춰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최종 매출 예측 모형에서 가격할인
프로모션의 상관계수가 다른 요인들 대비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의 가격할인 프로모션이
온라인에 기반한 브랜드의 검색량 및 브랜드 광고모
델 정보량과 같은 소비자들의 관심도보다 매출 예측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Gilbert and Jackaria(2002)의 연구에서 직접적인 제품 판
매가격의 금전적인 이익이 소비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혜택을 주게 되어 가격할인 프로모션은 판매촉진 전
략들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

할인 정책이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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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가격할인 프로모션이 가장 효과적인 판매촉
진 전략이라고 언급한 Carlson(2017)과 Lee and Kim
(2021)의 연구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실용적인 가치의 제품보다 쾌락적 가치의
상품이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적용할 때 효과가 크다고 증명한 Kim and
Tanford(2021)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넷째, 브랜드 전 주차의 매출액이 매출 예측에 영향
력이 있었으며, 브랜드 검색량(전체 및 쇼핑 카레고리),
광고모델 정보량, 가격할인 프로모션은 현 시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기 예측
에 적합한 모형으로 해당 변수들은 단기간 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수로 사용된 브랜드와 광고모델의 웹 검색량과 정
보량은 소비자의 최신 트렌드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
며, 가격할인 프로모션도 일정 기간 단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H. Kim(2022)의 패션 산업 뉴스가 의류기업
의 주가에 미치는 연구에서 언론 매체의 이슈에 따라
일정 시간적 간격을 두고 주가 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증명한 연구를 지지한다. 이 외에도 예측 모형
에서 변수들이 시차에 따라 각기 다른 유의성과 효과
를 지닌다고 주목한 선행연구(Z. A. Khan et al., 2021;
Kong et al., 2021)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먼저, 빅데이터 검색량과 정보량을 활용한 브랜
드의 매출 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업의
실무진으로 하여금 간편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데이터
확보와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서 자사의 브랜드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포털 및 검색 업체의 수집이 가능해야 하며,
텍스트 분석의 경우 자연어 처리 과정에 전문가를 필
요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브랜드와 광고
모델의 검색량 및 정보량은 실무진들에게 접근성과
용이하고 활용이 가능하여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과
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기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증명한 유명 광고모

의 인식을 미리 측정하여, 자사 브랜드의 콘셉트와 제
품을 홍보하기에 적절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광고
모델 선정 후에는 일정한 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브랜
드와 상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보다
높은 유명인 광고효과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와 같이 소비자가 직접
리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해당
광고모델에 대한 정보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한다면 소
비자의 관여도를 추정할 수 있어 여론의 방향이 수렴
된 브랜드 홍보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검색 행위와 구
매시점에 며칠 동안의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발
견하였다. 즉, 소비자의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정보검
색 활동은 주로 주중에 이루어지고, 구매는 주말에 진
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 브랜드는 중저
가 캐주얼 브랜드에 속하여 구매 의사결정에 오랜 시
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캐주얼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실무진들은 이러한 소
비자의 정보검색과 구매행태를 세분화하여 주중 기간
동안 단기 프로모션 홍보 활동에 집중하여 진행한다
면 주말에 편향된 매출 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캐주얼 브랜드에 관련한 매출과 정보를 활용하여 분
석했기 때문에 타 복종에 적용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복종별로 온라
인 정보의 영향력을 채널별로 규명하여 다양한 복종
의 브랜드와 광고모델의 정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특
정 브랜드의 광고모델은 다른 모델로의 교차 기간이
있어 매출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광고모델과 관련한 간접적인
이슈가 광고모델 검색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유명인 광
고모델의 공신력과 관여도와 같은 광고효과를 함께
규명하여 브랜드의 매출의 영향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브랜드와 광고모
델에 대한 웹 검색량과 정보량의 정형 데이터는 소비
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척도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이슈를 판별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패션 브랜
드와 광고모델에 대한 주제는 소비자의 선호도와 같
은 구매동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

델의 영향력은 소비자의 관심을 측정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매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랜
드의 광고모델 선정 시 기존 광고모델에 대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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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연구를 통해 브랜드와 관련 있는 소비자의 검색어
를 통해 구체적인 연관어 및 감성 분석을 진행할 수 있
다면 세분화된 고객 분류에 따른 매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의 매출 예측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환경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매체에서 다루는 브랜드에 관한 이슈에 관한 정
보량 및 경영환경 요소인 제품 단가와 같은 생산성 요
인을 통제변인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약 2년 동안의 실매출 데이터를 주차별로 구성
한 정보를 활용하였으나 단기간의 매출 자료라는 제
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계절성이 강한 패션 산업의 매
출 특성상 분기별로 추가 검증을 고려해봐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를 보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브랜드
의 장기간의 매출 자료를 통한 시계열 분석이 이루어
진다면 포괄적인 판매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계절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 계절의 구분
이 없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나 제품 종류에 따라
계절적 특성과 매출의 연관성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의 계절성 주
기를 반영한 SARIMA(seasonal ARIMA) 및 SARIMAX
(seasonal ARIMA with external factors)와 같은 시계열
모형을 통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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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을 담당하였음. MP는 전반적 연구 설계와 논문 집필
수정 및 검토, 총괄을 진행하였음. 모든 저자가 최종 원
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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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연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석사
김효정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박사후과정연구원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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