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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ers currently show cross-channel shopping behavior between the Internet and store- 
based retail types when searching information and purchasing sensory products such as fashion 
items to reduce risks. As consumers compare both types of stores before making a purchase decision, 
the Internet retail type and store-based retail type started conflicting/competing each other as the 
combined retail evolution theory proposed(Kim & Kincade,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nsumers’ cross-channel shopping behavior between the Internet and store-based retail 
types and their importance and satisfaction with information provided by the Internet retail stores. 
This study employs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using a survey. Demographics, types of stores 
used for purchase, satisfaction with the type of stores, Internet shopping behavior, importance 
and satisfaction with product information in the Internet retail stores were asked. MANOVA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test hypotheses.1)The result shows that a majority of partic-
ipants(36.2%) shows cross-channel shopping behavior between the two retail types. Also, most par-
ticipants(72.4%) decide on their purchase and are satisfied only after cross-channel shopping be-
tween the two retail types. Participants were grouped based on their information search and pur-
chase behavior.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were found in importance and sat-
isfaction with product information provided by the Internet stores. In measuring participants’ sat-
isfaction, a majority of participants(42.1%) showed satisfaction with their purchase at store-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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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 stores after information search via the internet, followed by the satisfaction with the pur-
chase at the internet retail stores after information search at store-based retail stores(30.3%). Fifty 
one point nine percent of participants search information via the internet(vs.48% at store-based 
retail stores), and they especially look for fiber contents and design details with pictures(37.4%). 
The satisfaction with pric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Internet retail stores is the highest 
(m=3.70 out of 5.0) among fashion product information followed by design information(m= 
3.48). On the other hand, size information, refund/exchange and fiber content information re-
ceived low satisfaction scores(m=2.81, 2.71, 2.57 in turn). This research suggests the Internet re-
tail stores should provide more variety of information in detail using technology and improving 
customer services. This study could provide the Internet retail stores a guideline to establish a 
satisfactory information delivery system.

 
Key words: cross-channel shopping(크로스 채널 쇼핑), fashion product information(패션상품정보), 

information search(정보검색), Internet shopping behavior(인터넷 쇼핑행동), 
Internet retail(인터넷 상점)

Ⅰ. 서론
Kim, Kincade1)는 유통진화론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새로운 타입의 유통형태(상점)가 시장에 등장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통 환경과 소비자들의 소비형

태 변화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유통형태와 경쟁을 시

작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인터넷 상점 역시 시장에

등장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오프라인 상점들(일반 매

장)과 경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

나라 소비자들의 의류상품 구매 시 인터넷상점의 활

용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형태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탐색하며 다차원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지능

형 마켓쇼핑몰로 진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구매를

결정하기 전 온라인(인터넷) 상점과 오프라인 상점을

통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크로스

채널 쇼핑(cross-channel shopping)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 연구되었던 멀티 채널 쇼핑(multi-chan-

nel shopping)은 넓은 의미로 소비자가 다양한 소매

타입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크로스 채널

쇼핑 용어는 소비자가 한 특정한 상품을 구매시 다양

한 소매 타입을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Fleishman Hillard2)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구매

한 상품을 오프라인 상점에서 교환할 수 있는 지의

여부로 나타났는데(84% of respondents), 특히 여성

소비자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87% of fe-

male respondents), 크로스 채널 쇼핑의 중요성이 점

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인터넷 쇼핑에서 정보를 탐색하거

나 습득 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상

품정보의 신뢰 부족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인터넷 쇼핑을 망설이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구매과

정에서 질 좋은 정보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만

의류제품 정보서비스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었다.3) 소비자들은 일반 오프라

인 매장에서보다 인터넷 상점에서의 의류구입에 대

한 위험지각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일반 오프라인 매

장에서는 소비자의 상품평가가 대부분 구매 전에 이

루어지지만, 인터넷 상점에서는 패션상품의 경우 시

착 단계 없이 사진과 텍스트 정보에 의해서만 상품

정보와 소재정보를 탐색하여 구매한 후 직접 상품을

받아본 후 평가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

다.4) 인터넷 상점에서의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으로

품질이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품질위험을

지각할수록 제품속성별 정보탐색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했다.5) 따라서 인터넷 상점에서 패션상품 구매

시 품질위험에 속하는 소재정보는 소비자의 정보탐

색 대상이 되며, 신뢰도가 높은 소재정보일수록 쇼핑

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품질에 대한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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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짐과 동시에 소재에 대한 불만족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 상점에서의 패션상품의 구매의도

와 행동에 대한 연구6)가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상

품의 품질과 특성을 전달하는 소재정보에 초점을 맞

추어 이루어진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온라

인과 오프라인 상점들을 통한 완벽한 정보탐색 후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정보탐색 행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터넷상점의 정보제공 전략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의류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 상품과 일치된 상품

정보를 부여하기에 취약하다는 점과 이로 인한 소재

정보의 실재감 차이로 소비자의 불만족 내용이 증가

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있

어서 보다 효율적인 소재정보 제공을 위하여 소재정

보 중요도와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

탐색과 구매형태 별로 이러한 소재정보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패션상품 소재정보
인터넷 상점에서 제공하는 패션상품정보로는 소재,

사이즈, 디자인, 신제품이나 유행제품에 관한 정보,

의류제품의 세탁 및 관리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중 소재정보에는 성분, 조직, 색상, 패턴, 촉감, 표

면감, 드레이프성, 세탁관리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하

는데, 이들 소재정보는 본질적 품질 특성이 강한 것

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소비자의 평가가 일원적으

로 이루어지는 제품가격이나 제품다양성에 반하여 소

재 정보는 충족시 만족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충족

되지 않았을 때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는 품질요소에

해당한다.7) 따라서 의류제품의 품질은 구매자가 상품

을 구매한 후 실제로 착용하는 과정에서 소재품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소재정보의 정확도에 따라

서 상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패션상품 구매시 소비자는 소재특성을 고려하여

직물에 대한 시감각적 질감이미지와 촉감각적 질감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8), 소재 이미지에 대한 지

각은 소재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역학적 자극을 피

부를 통해 감지하고 감각이미지를 생성하여 개인의

생활방식, 가치관과 연결되어 감성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소재질감에 대한 선호도를 결

정하여 제품선호와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9) 또한 피

부에 닿기 전에 시각적으로 파악되고 끊임없이 지각

된 촉각적인 경험이나 기억 및 개인의 생활환경에

의한 연상이나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떠

한 재질을 보면 그와 유사한 질감에 대한 시각적 질

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재료의 표면이 빛을 반사하거

나 흡수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10)

이처럼 패션상품의 소재 질감은 소비자의 시각적

감각과 촉각적 감각을 통하여 평가되는데, 옷감의 촉

감은 인터넷상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의류제품의 평

가기준이므로11) 인터넷 상점에서 보강해야 할 부분

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 소재정보 중요도
소재 질감의 특성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주

관적 태 평가에 대한 연구12)를 살펴보면, 평가항목

중 소재의 광택특성은 온라인상에서 잘 전달되는 특

성이지만 소재의 건조함과 조밀함의 특성은 잘 전달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아주 얇은 직물은 온라

인이 오프라인보다 현저히 낮은 평가도를 나타냈다.

온라인에서의 태 평가가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

가되었다. 따라서 아주 얇은 직물의 특성 및 건조함

과 조밀함의 태 특성을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자신이 선호하는

섬유 유형에 대하여 애호도가 높고 반복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의류상품에서 소재의 변화로써 디자인의 다양화

및 기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의류제품의 평가

에 소재의 특성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14), 현대패션에 있어서 소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고 소재에 따라 의류제품 선호도가 달라지는

추세이므로 세분화된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소재에 대한 감성과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

로 필요하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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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재정보 만족도
제품품질의 만족향상 효과와 불만감소 효과를 다

룬 연구에서 제품정보 측면의 색상정보, 소재정보는

당연하게 기대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만족을 유발하

는 정도는 낮으나 불충족되었을 때 불만을 유발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인

터넷 상점 이용시 실제 제품과 화면상 제품과의 품

질차이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구매 후에 소비자들이 평가하고 있

는 소재에 대한 불만족 내용은 보풀 생성, 정전기 발

생, 형태 변형 등으로 나타났다.18) 이것은 인터넷 상

점이 소비자의 기대에 맞는 소재정보를 제공하지 못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고 풀이된다. 무엇보다 소

비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와 확인하는 단계에서

소재정보의 차이를 일차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다른 어떤 제품정보보다 소비자의 만족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4. 의류소재 정보전달방식
보편적인 소재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이미

지와 텍스트로서 제공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상점 이용시 화면으로 제시되는 제품과 실제 제품과

의 품질 차이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9) 의류용 소재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소재정보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20)를 살펴보면 의류용 소

재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시스템의 직접적인

인터넷 적용은 소재가 제품 코드별로 단일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고 주로 업체별 표준이 널리 쓰이고 있

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였다.21) 산

업형 소재정보 시스템을 응용하여 인터넷 패션상품

에 대한 소재정보와 연동시킬 수 있다면, 현재 지속

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3차원 동영상 가상착용시스템,

직물의 촉감, 표준 코드시스템, 컬러매칭 시스템, 납

기예측, 재고량 관리 등의 의류소재정보 데이터베이

스와 함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상점의 소재

정보구축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1) 이미지 소재정보

인터넷 상점에서 상품 이미지 표현은 그림이나 사

진과 같은 2D와 3D 및 동영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조합방식에 따라 정보전달의 효과는 달라진

다.22) 최근에는 Augmented Reality Technology가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인터넷 상점의 전형적인

소재정보 제공형태를 <그림 1>23)을 참고로 하여 살

펴보았다. 소재정보 이미지에 해당되는 착용모습 사

진은 소재의 실루엣과 의류소재 자체의 질감을 살리

도록 마네킨과 실제 모델을 이용하여 촬영한 이미지

이며, 소재이미지와 소재확대 이미지는 접사촬영을

통하여 피사체와의 거리가 30cm이하인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여 재질이나 올의 느낌을 소비자에

게 잘 전달하기 위해 해당부분만을 잘라 보여주는

것24)으로 가장 쉽게 소재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

런데 인터넷 쇼핑 구매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의류제

품을 구매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화면상 제시된 제

품의 색상과 소재가 실제 의류제품과 차이가 많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25)

<그림 1> Image information for materials

- http://www.halfclub.com

2) 텍스트 소재정보

이미지를 통한 소재 정보표현은 한계가 있으므로

소재정보제공에서 텍스트정보는 이미지정보와 함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상점에서 상품을 제

시하는데 있어 텍스트 소재정보는 심미적 특성보다

는 기능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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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인지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을 선택하

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26) <그림 2>27)는 현재 사

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텍스트 정보의 예시이다. 이미

지에 대한 소재정보의 설명은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고, 특히 질감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해 소비자가 소재정보를 획득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인터넷 패션 쇼핑몰의 변화

와 더불어 화두가 되고 있는 서술적 스토리텔링기법

은 웹사이트 안에서 보여지는 텍스트 형태의 글28)을

의미하는 것인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야 효과

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

하는 방법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29)

<그림 2> Text information for materials

- http://www.fashionplus.co.kr

5. 소비자들의 정보탐색 행태
인터넷 상점에서 패션상품 구매시 정보탐색과 관

련하여 살펴본 선행연구30)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의 상호 교환적 정보탐색과정이 소비자의 구매의도

를 높이며, 특히 인터넷상에서 제품 속성의 가치를

평가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기술

을 적용한 사이트 개발(3D dressing room, virtual

model)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는 인터넷 상점의 불

확실성에 대한 위험지각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

품의 실재정보에 대한 경험정보를 포함하는 온라인

과 오프라인과의 양방향 정보탐색의 중요성을 시사

하고 있다. 즉 가상모델을 통하여 시착이 가능한 최

첨단 3D 시뮬레이션이 적용된 웹사이트의 요구는 그

만큼 인터넷상점에서의 상품정보의 제공의 위험지각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재제품에 근접하기 위

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크로스 쇼핑성향과 과

거 연구에서 거론된 문제점들을 기초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성향과 구매 행태와 행태별 패션상품정보 중

요도와 만족도를 연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H1. 패션상품 정보탐색성향과 구매 행태에 따른

그룹간의 인터넷 패션상품정보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H2. 패션상품 정보탐색성향과 구매 행태에 따른

그룹간의 인터넷 패션상품 소재정보 중요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H3. 패션상품 정보탐색성향과 구매 행태에 따른

그룹간의 인터넷 패션상품 소재정보 만족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림 3> Proposed model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인터넷 상점에서 패션상

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편의 표

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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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6부의 설문지를 최종 통계처리를 위한 분석 자

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3문항, 패션상품 구매 행태

2문항(구매행태, 구매행태만족도), 인터넷 쇼핑 경향

8문항(주 이용 인터넷상점 타입, 상품정보검색과 구

매 이유, 검색시간, 주 구매 상품, 한달 구매 횟수와

액수, 반품 경험과 요인), 패션상품정보 만족도 7문

항, 소재정보중요도 6문항, 소재정보만족도 7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또한 소재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줄 전체적인 패션상품 중요정보와 정보만족

도에 관한 7문항도 첨가하였다. 설문의 유형은 개방

형(인구통계학적 특성), 선다형(패션상품구매특성),

이분형(패션상품구매특성) 이며, 척도는 문항의 특성

에 따라 4점 형 척도(소재정보 만족도: 1점-매우 부

족하다, 4점-전혀 부족하지 않다), 5점 형 척도(소재

정보 중요도: 1점-전혀 만족하지 않다, 5점-매우 만

족한다), 7점 형 척도(소재질감 선호도: 1점-전혀 선

호하지 않음, 7점-아주 선호함)를 사용하였다.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문항별 특성에 따라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집

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MANOVA를 실시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패션상품 구매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가 42.6%, 여자가 57.4%이고, 연령별로는 18~21세가

69.9%로 가장 많았으며, 월 가정 평균소득은 300만

원~500만원이 2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인터넷 쇼핑 경향

인터넷 상점을 이용하여 패션상품을 구매하는 이

유로는 가격이 저렴하고(32.3%), 차별화되고 독특한

상품(20%), 다양한 상품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

(20%)이라고 응답하였다. 결정적 최종 구매요인으로

품질 대비 가격(48.8%)과 사이즈에 대한 확신(32.8%)

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상품을 여러 인터넷 상

점에서 발견하였다면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선택한

다는 응답(67.7%)이 상품의 신뢰도(13.1%)나 브랜

드(6.4%)보다 월등히 높았다. 패션상품을 인터넷에

서 구매시 고려하는 부분으로 디테일한 상품 디자인

(26.6%), 정확한 사이즈(21.4%), 그리고 품질 대비

가격 적정도(20.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뒷

받침 해 주듯 가장 많은 탐색시간을 할당하는 정보

로는 소재와 디자인 상세사진(37.4%), 패션화보와

모델사진(30.3%)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패션 상품을 구매한 횟수는 한 달에 1

회(35.7%)와 2-4회(24.1%)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한 달에 4-10만원 정도(62.1%)를 소비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패션상품정보 탐색시간은 2~3일이

47.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고 4~6일이

30.3%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2~6일 동안

패션상품정보에 대한 탐색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인터넷 상점에서 주로 구입

하는 패션아이템은 셔츠류 70.4%, 팬츠/스커트 11.6%,

재킷/점퍼 3%, 기타(패션잡화) 8.4%, 원피스 4.7%,

니트(스웨터) 2%로 나타났다. 이는 셔츠류가 다른

제품군에 비해 인터넷에서 구입시 위험요소가 가장

낮은 제품군이라는 데서 나온 결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인터넷 상점의 이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상품군을 쉽게 검색하고 비교

할 수 있는 옥션 및 마켓형 쇼핑몰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양한 패션 코디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성있는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는 보세형 쇼핑몰이

42.4%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상점을 이용하여 패

션 상품을 검색하는 이유에 대해서 패션 코디를 참

조하기 위해서(29.6%)와 구매결정시 상품을 비교하

기 위해서(22.4%)라고 응답한 결과와 상통한다. 이

러한 이용빈도는 국내 전체 사이트 순위 정보31)에서

옥션 및 마켓형 쇼핑몰이 동일한 분류에서 최상위

순위로 집계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가장

선호하는 쇼핑몰이 종합 쇼핑몰이었고 옥션 및 마켓

형 쇼핑몰은 8위에 머무른 2001년 결과32)와 비교해

보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인터넷 상점의 선호

도가 변화하여 마켓형 쇼핑몰의 성장이 두드러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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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Freq. (%)

Information search &

purchase types

Online search + Purchase 122 (30.0)

Offline search + Purchase 137 (33.7)

Online search + Offline purchase 89 (21.9)

Offline search + Online purchase 58 (14.3)

Most satisfied information

search & purchase types

Online search + Purchase 27 ( 6.7)

Offline search + Purchase 85 (20.9)

Online search + Offline purchase 171 (42.1)

Offline search + Online purchase 123 (30.3)

Frequently shopped

Internet store type

Portal type internet shopping mall (various well-known brands)

(ex.) LG E-shop, Cjmall, Hmall
24( 5.9)

Auction type internet shopping mall

(ex.) Auction, Interpark
173(42.6)

Specialty shopping mall (nationally well-known brands)

(ex.) Fashion plus
37( 9.1)

Private brand shopping mall (small business)

(ex.) Pinky girl, Luxury.com
172(42.4)

Total 406 (100)

* Online = Internet stores, Offline = Store-based stores

<표 1> Participants’ information search & purchase behavior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표 1>.

3) 패션상품 정보탐색성향과 구매행태

조사대상자의 패션상품 정보탐색 성향과 구매행태

를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패션상품 정보탐색

성향과 구매행태는 오프라인 탐색 후 오프라인구매

가 33.7%, 온라인검색 후 온라인구매는 30.0%이었으

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이용한 크로스 채널

쇼핑행동을 보인 집단은 36.2%로 가장 높았다. 이

중 온라인 검색 후 오프라인 구매 (21.9%)가 오프라

인 탐색 후 온라인 구매(14.3%)보다 높았다. 패션상

품 구매 후 만족한 구매행태로는 온라인탐색 후 오

프라인 구매가 42.1%로 가장 높았고, 오프라인탐색

후 온라인 구매가 30.3%로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을 같이 이용한 형태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72.4%).

패션상품정보 검색에 온라인 (51.9%)을 오프라인보

다 약간 더 이용하고 있으나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구매하는 행태(55.6%)를 보였고 만족도 역

시 오프라인 구매가 더 높았다(오프라인 vs. 온라인

구매 만족도: 63% vs. 37%).

2. 인터넷 상점의 패션상품정보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

1) 패션상품정보에 대한 만족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 패션상품정보

에 대한 만족도는 가격정보(평균 3.70)가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은 디자인(평균 3.48)이었다. 이에 비해

소재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57로 나타나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2와 3의 소

재연구에 대한 정당성을 더해 준다고 하겠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

다. 각각의 패션상품 정보탐색성향과 구매행태 집단

간 패션 상품 정보 만족도에서는 사이즈, 디자인, 소

재, 가격, 브랜드 정보에서 유의한 수치가 나타났다

(F=2905.50, p<.001).

온라인 검색/구매집단이 오프라인 탐색/구매 집단

과 온라인 검색/오프라인 구매집단보다 인터넷 상점

들의 사이즈 정보에 대해서 유의한 만족도를 나타내

었다. 또한 디자인 정보 만족도에서 온라인 검색/구

매집단이 오프라인 탐색/구매집단보다, 소재정보에서

도 온라인 검색/구매집단이 온라인 검색/오프라인

구매집단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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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s m (SD) Df F Info. Search & Purchase Type (m)

Size 2.81(0.84) 3 5.533***
Online (3.02) vs. Offline (2.71)*

Online (3.02) vs. Online/Offline (2.60) ***

Design 3.48(0.76) 3 2.892* Online (3.62) vs. Offline (3.36)*

Materials 2.57(0.83) 3 2.912* Online (2.70) vs. Online/Offline (2.37) *

Color 3.03(0.76) 3 .542 -

Price 3.70(0.79) 3 3.267*
Online (3.81) vs. Online/Offline (3.56) *

Online/Offline (3.56) vs. Offline/Online (3.86) *

Brand 3.00(0.80) 3 4.318**
Online & Offline/Online (3.16) vs.

Online/Offline (2.83) *

Return/Refund 2.71(0.97) 3 1.708 -

***p<.001, **p<.01, *p<.05
(Online search/purchase = Online, Offline search/purchase = Offline

Online search/Offline purchase = Online/Offline

Offline search/Online purchase = Offline/Online)

<표 2> Satisfaction with fashion product information(5 scale)

Dependent Variables
Total (%)

(n=406)
m df F Info. Search & Purchase Type (m)

Fit/Image picture 203(50.0) 4.12 3 4.315** Online (4.26) vs. Offline (3.96)**

Material zoom-in 100(24.6) 3.88 3 1.560 Offline + Online (4.26)

Material characteristics 45(11.1) 3.62 3 1.317 Offline +Online (4.02)

Material texture/feel 26( 6.4) 3.58 3 1.430 Offline +Online (3.71)

Fiber contents 7( 1.7) 3.06 3 1.632 Offline +Online (3.74)

Care instruction 25( 6.2) 3.32 3 1.211 -

**p<.05

<표 3> Importance of fashion material information

났다. 가격정보에서는 Turkey 수치로는 유의하지 않

으나 LSD 수치에서 온라인 검색/구매집단이 온라인

검색/오프라인 구매집단보다 온라인 탐색/오프라인

구매집단이 오프라인 탐색/온라인 구매집단보다 유

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브랜드 정보에서는 온

라인 검색/구매집단과 오프라인 탐색/온라인 구매집

단이 온라인 검색/오프라인 구매집단보다 높은 만족

도를 나타냈다. 결국, 온라인 검색/구매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대부분 상품정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

였다. 특히 온라인 검색/오프라인 구매집단보다 유의

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구매집단들이 대부분의 상품

정보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가설 1은 기각되었다.

2) 소재정보 중요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은 소재

정보의 중요도에 대해서 착용모습사진 50.0%, 소재

확대사진 24.6% 순으로 응답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소재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소재에 대한 특성이나 질감에

대한 텍스트 설명보다 1차적인 시각적 정보를 통하

여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정보(visual image)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텍스트 소재정보에 대해

서는 소재특성 설명 11.1%, 소재질감 설명 6.4%, 세

탁관리방법 6.2%, 섬유혼용률 1.7% 순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여

패션상품 정보탐색성향과 구매 행태에 따른 그룹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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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s m
Sum of

Square
df F Info. Search & Purchase Type (m)

Weight 2.05 5.173(a) 3 3.530* Online (2.20) vs. Online +Offline (1.90)

Texture/feel 2.28 .983(b) 3 .758 -

Color 2.79 .754(c) 3 .685 -

Fit 2.39 1.534(d) 3 1.065 -

Luster 2.40 1.229(e) 3 .977 -

Care instruction 2.52 .150(f) 3 .085 -

Shape after wash 2.03 .853(g) 3 .470 -

*p<.05

<표 4> Satisfaction with fashion material information(4 scale)

의 패션상품 소재정보 중요도의 유의도를 알아본 결

과, 상품이미지 사진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통계상 유의한 수치를 나타낸 집단과 소재정보로 온

라인검색/구매집단과 오프라인탐색/구매집단간의 상

품이미지 사진에서의 평균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F= 4.315, p<.005,온라인탐색/구매 vs. 오프라인

탐색/구매: m=4.26vs.3.96). 온라인검색/구매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특히 오프라인탐색/구매집단) 상

품이미지 사진을 가장 중요시 여겼음을 나타내었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가설 2는 기

각되었다.

유의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소재 중요도의 평균치

들을 집단간 비교해 보았을 때, 오프라인 탐색 후 온

라인 구매집단은 소재확대사진, 소재특성설명, 소재

질감, 섬유혼용률에서 다른 집단보다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오프라인 탐색구매 집단은 대부분의 소

재 정보가 구매하기 전에 직접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구매 후 세탁관리법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소재정보 만족도

인터넷 상점에서 패션상품 소재정보에 대한 만족

도는 색상(평균 2.79), 세탁관리방법(평균 2.52), 광

택정도(평균 2.40), 착용감(평균 2.39), 질감(평균

2.28), 무게감(평균 2.05), 세탁 후 형태보존(평균

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색상은 시각적인

부분으로 사진과 설명을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

이 가능한 특성을 지니므로 다른 소재정보에 비하여

높은 만족을 나타냈으나, 대부분 소재정보에 대한 만

족도는 평균 2.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탁 후

형태보존, 무게감, 질감, 착용감에 대한 소재정보는

사진과 텍스트를 통하여 전달하기에는 보다 더 세밀

한 소재에 대한 촉감과 느낌에 대한 정보제공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단순화된 소재정보와 획일화된 방

식의 설명으로는 소재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는 결과이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여

집단간의 소재정보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무게

감 정보(F=3.530, p<.01)에서 온라인 검색/구매집단

이 온라인 검색/오프라인 구매집단보다 만족도가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2.20 vs. 1.90). 다

른 소재정보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 대부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가설 3은 기각 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패션 상품

구매시 인터넷 상점을 이용하는 이유나 구매시 중요

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저렴한 가격과 독특한 디

자인 그리고 정확한 사이즈를 들고 있고 정보탐색

시간이 긴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다양하고 차별화된

패션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디자인과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그리고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들을 인터넷 상점으로 유도하는 중요한 방법

이라 하겠다. 이는 가격과 다양한 상품군을 쉽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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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비교 할 수 있고 다양한 패션 코디정보와 개성

있는 아이템을 제공하는 인터넷 상점들을 선호하는

결과와 상통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패션상품구

입에 위험을 느끼므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고 사이

즈에 덜 민감한 셔츠류가 주 구매상품이었다. 구체적

이고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은 이러한 위험요소를 감

소시켜 구매상품을 더욱 다양화(즉 재킷/점퍼, 원피

스)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에 이용하는 혼합된 형태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탐색

하고 패션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역시 혼합된 형태의 정보 탐색과 구입방식이 더 높

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패션상품정보 검색에 온라

인을 더 이용하고 있고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더 많

이 구매하는 행태를 보인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온라

인 쇼핑몰이 오프라인 쇼핑몰보다 구매자에게 제품

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

로 추측된다. 따라서 편의성 때문에 인터넷 의류 쇼

핑몰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소비

자들이 만족을 느끼고 있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유지하

면서도 제품 자체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의 정보와 실제

상품과의 차이를 줄인다면 혼합된 구매형태(cross-

channel shopping)가 아닌 인터넷 상점만으로도 충분

히 소비자의 불만족 요인을 제거하고 만족에 가까운

구매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패션상품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가격에 대한 정보

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디자인 정보이었으나, 이

에 비해 소재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이

러한 결과는 웹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정확한 소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상점에서의 소재정보는 시각적으로 전

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소재특성에 대한 설명과

소재 질감정보를 중요하게 다루어 제시해야 한다는

이 연구의 목적을 뒷받침한다. 소재정보의 질적 향상

은 인터넷 상점들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고 하겠다.

온라인 검색/구매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대부분

상품정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온라인

검색/오프라인 구매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

를 보였다. 온라인 검색/구매집단은 패션상품 정보의

만족도가 다른 집단보다 높음으로 인해 위험요소를

덜 지각하므로 인터넷 상점에서 구매를 하게 된다.

반면 오프라인 구매집단들은 인터넷 상점들의 정보

만족도를 낮게 지각하므로 오프라인 상점들을 이용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상점에서 정보 탐색

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한다는 것

은 다양한 정보와 동시 상품 비교분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하며 실시하지만 아직도 인터넷상의

정보를 신뢰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프라인에서 구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프라인 구매집

단을 온라인 구매집단으로 전환시키려면 패션상품

정보(사이즈, 디자인, 소재, 가격, 브랜드)를 더욱 더

명확히, 정확히 그리고 신뢰성 있게 제공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인터넷 상점에서 패션상품 구매 시 소재정보는 착

용모습사진과 소재확대사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소재정보를 더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온라인으

로 구매를 하는 집단은 상품이미지 사진이 구매를 결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오프라인 탐색

후 온라인 구매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다양한 소재 정

보를 찾고 또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집단 역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용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집단으로 온라인으로 패션

상품을 구입시 소재정보의 시각적 이미지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소재정보가

온라인 구매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만족도

를 측정한 결과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소비자의 소재평가가 대부분

구매 전에 이루어지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구매

후 소재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상점에서

제시해 주는 소재정보에 대한 만족은 소재정보 탐색

과정을 거쳐 구매 후 패션상품에 대한 소재 확인을

통하여 인터넷 상점의 소재정보와 실재 소재와의 정

보 일치도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사진과 텍스트로 비교적 정확한 전달이 가능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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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에 대한 특성은 보다 더 세밀한 정보제공을 필

요로 하는 소재특성 즉 질감에 비하여 높은 만족을

나타냈으나, 대부분 소재정보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패션업체에서는 소비자

들에게 화면상으로 소재특성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미지 전달 방식을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하며, 소재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관련정보를 획득할 수 있

도록 산업 기술과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인터넷 상점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의 패션상

품에 대한 정보탐색의 양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해 탐색되는 패션상

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에 가깝도록 제공하는

것이 인터넷 상점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관련기업에게 소

재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

각한다. 또한 인터넷 상점에서의 패션상품은 정보탐

색을 필요로 하는 구매자의 요구도에 맞게 세밀하게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함은 물론 감성에 대한 자극도

함께 제공되어야 보다 경쟁력 있는 패션 컨텐츠로

거듭날 것이며, 체계화된 소재정보 시스템을 도입하

여 소재정보를 제공한다면 소재정보탐색과정과 구매

후 만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처럼 패션상품에서 소재정보는 단순히 텍스트와 이

미지로서 보여지는 것 뿐 아니라 미래 선두산업인

유비쿼터스 시대에 적합한 RFID기술과 함께 물류의

자동화와 의류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

문에 더욱 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 지역의 젊은 소비자층을 대

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므로 다양한 지역과 소비자층

을 다루지 못한 점에서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 향후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와 차이점을 종단적 연구를 통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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