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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ntecedents of consumers’ decision postponement on purchasing fast 
fashion brands. Ongoing search behavior, overchoice confusion, and similarity confusion were considered as 
antecedents. It was hypothesized that ongoing search behavior influences decision postponement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overchoice confusion and similarity confusion. Data were gathered by surveying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using convenience sampling. Three hundred five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which wer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using SPS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using AMOS. 
Factor analysis proved that ongoing search behavior, overchoice confusion, similarity confusion, and decision 
postponement were uni-dimensions. Tests of the hypothesized path proved that ongoing search behavior influences 
decision postponement indirectly through overchoice confusion. In addition, similarity confusion influences decision 
postponement. The results suggest some confusion reduction strategies for marketers of fast fashion brands.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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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잉 혼란), similarity confusion(유사성 혼란) 

 

I. Introduction

구매환경에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가 끊임없

이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 혼란은 중요한 문제가 되

고 있다(Mitchell & Papavassiliou, 1999). Walsh et 

al.(2007)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경쟁적 시장환

경의 특징을 선택의 과잉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의 홍수, 정보의 복잡성, 브랜드간 차이 감소의 증

가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 결과로 소비자들은 구매

를 위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는 것이 당

연하므로 소비자의 혼란이 마케터와 소비자에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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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소

홀함을 지적하였다. Mick et al.(2004)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을 주는 마케팅 환경이 소비자에게 미

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밝힌 선행연구들을 제시하면

서, 선진국에서의 소비자의 선택 초과잉(hyperchoice)
은 초기에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나 결과

적으로는 소비자를 불만족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
들은 선택 초과잉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후회

를 야기시켜서 소비자의 도덕적 감정과 행동을 저

하시킨다고 강조하였다. 선택과잉에 대한 소비자 

혼란에 대하여 Mitchell and Papavassiliou(1999)는 

소비자 혼란을 야기시키는 마케팅 원천으로 제품

과 매장의 선택과잉, 제품의 유사성,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 전달되는 모호한, 호도하는, 부적절한 

정보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Sproles and Kendall 
(1986)에 의해 선택과잉으로 인한 의사결정 혼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Mitchell and Papavassiliou 
(1999)는 브랜드 책임자가 소비자의 혼란을 인식하

고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수립과 공공정책

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소비자의 브랜드 혼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었으나, 선택과잉(overchoice)은 정보과잉(information 
overload)에서 시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

념이라고 하였다. 특히 그들은 구매포기를 소비자 

혼란 결과의 하나로 제시하고, 소비자 스스로가 사

용하는 혼란 감소(confusion reduction) 전략 중 하

나가 구매포기 또는 구매 연기라고 하였다. Walsh 
et al.(2007)도 의사결정 연기가 기업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고, 소비자 혼란이 의사결정 

연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

행변수로서 소비자 혼란인 소비자의 선택과잉 혼

란과 유사성 혼란을 선정하였다.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신 유행스

타일의 옷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Kang & 
Sung, 2010), 최신 유행의 패션을 합리적 가격에 구

입하여 적당히 입기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며, 최근 패션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

르고 있다(Kim, 2007). Lim et al.(2008)에 의하면 인

터넷을 통한 구매의 용이성, 유통 채널의 다양화, 패
션 유행의 동시적 확산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젊은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패션 제품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보이며, 최신 트랜드를 즉각

적으로 반영한 저렴한 가격의 패스트 패션을 선호

한다고 한다. 그러나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다른 

브랜드들과 다르게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해서 

제품화하는 차별적 특징으로 인해 트렌디한 이미

지 외에 브랜드 고유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기 힘

들다. 따라서 패스트 패션이 지나치게 유행에 민감

해서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디자인으로 패션의 획

일성을 지향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A 
new alternative”, 2011). 이러한 과열된 패스트 패션

의 상품화가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기술이 접목된 

패션의 소중한 가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
인의 개성과 감각을 퇴화시킬 수도 있다(“A new 
alternative”, 2011)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과 일치하듯이, 베이직한 제품

구성을 갖춘 유니클로(UNIQIO)를 제외하고는 글로

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Zara, H&M, Forever 21, 
Mango 등과 국내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스파오, 미
쏘, 에잇세컨즈, 탑텐 등의 수 많은 패스트 패션 브

랜드들은 고유의 차별화된 브랜드 특성을 갖고 있

지 않다. 따라서 모든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수

많은 매장과 정보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며, 한 시즌

의 유행을 반영한 소량다품종의 유사한 제품을 동

시다발적으로 소비자에게 제시한 결과, 브랜드, 매
장, 제품, 정보의 선택과잉과 함께 브랜드의 유사성

으로 인해 소비자가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선
택과잉과 유사성의 한계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패

스트 패션 브랜드 중에서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업 

등으로 한시적으로나마 디자이너 고유의 특성을 

브랜드 및 제품에 투영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

으로 보여진다. 예들 들면, 대량으로 쏟아지는 유사

하고 비슷한 패스트 패션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차

별화된 디자인과 컬러를 선보이느냐가 관건인데

(Jang, 2014),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은 다른 SPA브

랜드와 차별화되는 장점이라고 H&M은 강조한다

(Chae, 2014).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대한 선택과잉과 유사성

에 대한 혼란을 간과하고, 대부분의 연구(Byun & 
Sternquist, 2008; Park, 2013)들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 전략의 유효성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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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즉,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행동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

고 있으나, 패스트 패션 브랜드 자체의 문제점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문제점인 선택과잉과 브랜

드 유사성이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택과잉과 유사성으로 인

한 소비자 혼란이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미치는 영

향을 밝히는데 있어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 한정

하여 실시하였다.
현재 정보환경은 정보원천과 정보제공자의 급증, 

정보접근 방법의 다양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내용의 중복으로 특징 지워진다(Parbha et al., 2007). 
이러한 과잉(overloaded) 정보환경에서 많은 정보 

사용자들은 정보의 부적당함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정보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킬 때까지 지속적인 정보

탐색을 한다(Parbha et al., 2007). Parbha et al.(2007)
은 이러한 복잡한 정보환경에서 개인들이 정보욕

구(information need)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탐색을 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고 강조

하였다. 그런데 패션은 변화의 속성을 갖고 있다. 
심지어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되어도 이 트렌드를 

소비자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는 업데이

트 되며, 이러한 업데이트 과정은 트렌드가 쇠퇴기

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Reamy et al., 2013/2014). 
즉, 패션은 변화의 속성으로 인해 정보 자체가 끊

임없이 변화하므로 정보욕구가 충족될 수 없어서 

지속적인 탐색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 제품

과의 차별적인 패션제품의 특징으로 인해 의류학

에서는 패션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 탐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야 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

는 패션제품의 특징으로 인해 지속적 탐색행동을 

의사결정 연기의 선정변수로 선정하였는데, 소비자

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 패션에 대한 지속적 탐색행

동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문제점인 선택과잉과 

브랜드의 유사성의 인지에 영향을 주고, 의사결정 

연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패션에 

대한 지속적 탐색행동이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직

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선택과잉 혼란과 유사성 

혼란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경로를 설정

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Background

1. Decision postponement
소비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구매 의사결정을 연

기한다. 세계적 금융위기와 같은 거시적 환경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연기하기도 하지만, 제품과 관련

된 미시적 환경에 의해서도 연기한다. 의사결정 

연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의사결정 어려움(decision 
difficulty)이 있는데, Thompson et al.(2009)은 소비

자의 정신적 시뮬레이션이 구매행동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그는 과정 지향적인 사고(process-oriented 
thinking)가 방법과 결과 효과의 두 가지 모두에 집

중하기 때문에 바람직함(desirability)과 가능함(feasi-
bility) 사이에 상당한 교환 조건(trade-off)에 직면하

면 의사결정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밝혔다. 
Greenleaf and Lehmann(1995)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평가하며, 구매장소를 결

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시간을 의사결정 시간이라고 하였다. 그리

고 정보탐색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는데 비해, 소비자의 의사결정 시간이 한 달이나 

몇 년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으므로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Kim(2008)은 구매 의사결정 연기의 이유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

였다. 첫째, 제품에 대한 정보와 대안을 더 찾거나 

신중한 구매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매 결정 과정 

단계에 초점이 이루어졌다. 즉, 지속적 정보탐색은 

의사결정 연기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최상의 선택

을 위해서 선택의 어려움과 같이 구매 시 고려하는 

대안들에 초점이 이루어졌다. 특히 구매 결정 과정 

단계에서의 정보탐색에 대한 연구로서, Huffman and 
Kahn(1998)은 소비자가 느끼는 정보의 과다함은 소

비자로 하여금 구매를 연기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연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구매를 원하는 상품의 품질, 불충분한 

상품정보, 불만족한 상품구색, 상품평가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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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였다. 즉, 소비자 혼란이 의사결정 연기에 

영향을 주었다. 
의류학에서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대한 연구들

이 최근에 이루어졌다. 국외 연구로는 윤리적 의류

(ethical clothing), 국내 연구로는 인터넷 쇼핑몰에

서의 구매 의사결정 연기로 제한되어 진행되었다. 
Hassan et al.(2013)은 패션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실

시해야 하는 마케팅 실행 중 하나로서, ‘윤리(ethical)’, 
‘organic(유기농)’, ‘fair trade(공정무역)’ 용어들에 대

한 정확한 정의와 차이를 소비자에게 인지시키지 

않는 것이 소비자에게 윤리적 의류를 구매할 때 불

확실성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윤리적 소

비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것

이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 차이에 깔려있는 구조를 

이해하게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심층인터뷰와 

표적집단 면접을 통해 윤리적 의류의 구매 의사결

정에 있어서 복잡함(complexity), 모호함(ambiguity), 
갈등(conflict), 신뢰성(Credibility)과 같은 불확실성

을 야기시키는 요인들로 인해 구매 의사결정을 연

기한다고 것을 밝혔다. 국내 연구로서 Lee(2013)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선택의 어려움이 제품 선택 과

정에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상품구색 및 정보, 이
전 구매 시의 불만족 경험의 세 가지 요인임을 밝

히고, 이러한 선택의 어려움이 소비자가 구매 의사

결정 연기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패션상품은 유행이라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매 

시즌 유사한 스타일의 제품을 제시하게 되어, 소비

자들이 선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인터넷 상에서 제품 구매 시 이러한 현상은 더

욱 심각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인터넷에서 유행

스타일의 상품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

고, 인터넷 쇼핑몰 별로 디자인, 품질 및 가격에 대

한 차이가 없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어려움은 더

욱 커지고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Kim(2008)은 의류제품은 빠른 유행

의 변화와 구매에 따른 위험지각이 타 제품보다 크

기 때문에 구매 의사결정 연기를 한다고 강조하면

서 의류제품의 구매 연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의류의 구매 연기 요인

으로서 성과적 위험지각, 비교쇼핑 성향, 사회적 위

험지각, 경제적 쇼핑, 불확실성, 시장변화 기대, 상

품 불만족, 소극적 쇼핑성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상

의 국내 연구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 의사

결정 연기에 대한 연구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쇼핑환경 외에도 다양한 환경과 변수의 영향을 밝

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

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매 의사결정 연기

를 밝힌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 Ongoing search behavior
현재 정보환경의 특징은 정보원천과 정보제공

자의 급증, 정보접근 방법의 다양성, 다양한 원천

으로부터의 내용의 중복이다(Parbha et al., 2007). 
이러한 과잉(overloaded) 정보환경에서 많은 정보 

사용자들은 정보의 부적당함과 불안감을 느끼면

서 정보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킬 때까지 지속적인 

정보탐색을 한다(Parbha et al., 2007). Parbha et al. 
(2007)은 이러한 복잡한 정보환경에서 개인들이 정

보욕구(information need)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

적인 탐색을 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패션의 변화 속성으로 인

해 끊임없이 정보가 변화하므로 소비자의 정보욕

구가 충족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탐색을 할 수

밖에 없다.
Tauber(1972)는 소비자가 제품 획득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심리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쇼핑을 한다

고 하였다. 즉, 쇼핑이 실제 구매와 상관없이 행하여

진다고 지적하였다. Bellenger and Korgoankar(1980)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구매와 상관없이 쇼핑 그 자체

를 즐긴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Watchravesringkan and 
Yurchisin(2007)은 젊은 소비자가 쇼핑몰에 가는 이

유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즉, 쇼핑은 구매와 

관계없이 행하여질 수 있는 중요한 지속적 정보탐색 

활동으로 간주된다. 특히 Bellenger and Korgoankar 
(1980)는 미국소비자와 한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의

류 쇼핑상황에서 지속적 탐색 활동은 매장 둘러보

기, 쇼윈도우 구경하기, 새로운 트렌드와 스타일을 

알기 위해 패션잡지 보기, 친구들과 새로운 패션 

트렌드 이야기하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

여 판매원과 이야기하기의 활동을 포함한다고 하

였다. 이들이 구매 상황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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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정보탐색으로 본 반면, Bloch et al.(1986)은 

지속적 탐색은 새로운 스타일을 알기 위해 패션잡

지를 읽거나 친구들과 패션 트렌드에 대해 대화하

는 것 등 구매 상황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증적으로 지속적 탐

색이 실용적, 정보적 동기보다 오락적(recreational), 
쾌락적 동기와 더 관련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그 

결과로 탐색 활동은 구매의도와 관련된 것만 고려

하지 말고 매장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도 포함하여

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지속적 탐색 활

동을 ‘특정한 구매의 필요나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탐색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

로 지속적 정보탐색을 밝힌 Kim and Rhee(2001)도 

Bloch et al.(1986)의 정의와 같은 맥락으로 지속적 

탐색을 ‘특별히 구매를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래의 쇼핑을 위해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며, 기억 속에 쇼핑정보를 보유하는 행동’이
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지속적 탐색도 이 

정의와 같다.
Bloch et al.(1986)은 선행연구들에 근거해서 지

속적 탐색의 동기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미래에 

유용한 정보를 모으기 위한 것과 즐거움과 오락을 

위한 것인데, 이 중에서도 미래에 유용한 정보를 

모으는 것은 제품에 대한 지식을 쌓게 한다고 하였

다. 그리고 지속적 탐색은 제품에 대한 관여와 강

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 의류학에서도 

관여와 지속적 탐색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Kim and Rhee(2001)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유행선

도력이 지속적 정보탐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또한 Choi(2010)는 여대생을 대상으

로 유행관여가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 정보탐색행

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근거하면, 관여가 있는 소비자가 지

속적 정보 탐색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비자는 지속적 정보탐색을 하면 제품에 대한 지

식을 더 쌓을 것이다. 즉, 매장 안과 밖에서 지속적 

탐색을 하는 소비자는 쌓인 지식으로 인해 브랜드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으므로 패스트 패션 브

랜드의 특성인 선택과잉과 유사성에 대한 혼란을 

덜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적 탐색

행동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선택과잉과 유사성

에 따른 혼란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가

설 1-1과 1-2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지속적 탐색행동은 패션에 국한

된 지속적 탐색을 의미한다. 본 연구와 같은 지속

적 탐색행동 변수를 사용한 Park(2014)은 패션에 

대한 지속적 탐색행동은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트렌드를 인지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새로운 트렌드를 끊임없이 반영, 제
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삼고 있으므

로 패션에 대한 지속적 탐색은 트렌드를 반영한 패

스트 패션 브랜드 구매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으나,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런데 지속적 탐색행동이 패스트 패션 브랜드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다른 선행연구가 없으

므로 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 탐색행동과 관련이 있는 관여와 유사성 

혼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Walsh and Mitchell(2005)은 제품

에 대해 관여한 소비자는 브랜드간의 차이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유사

성을 덜 지각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제품에 더 많

이 관여할수록 제품종류의 브랜드에 풍부한 지식 

기반을 갖고 있으므로 모방 브랜드들과의 제품 유

사성을 적게 지각할 것이다(Foxman et al., 1992). 
이와는 대조적으로 Walsh et al.(2010)은 소비자들

이 처리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으면 모든 브랜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단

순화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고관여 제품들은 일반

적으로 매우 경쟁적 환경에서 많은 제품의 속성과 

혜택을 강조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고관여 제품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정

보를 이해하고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유사

성을 더 지각할 것이라고 하고 이를 밝혔다. 본 연

구는 Walsh and Mitchell(2005)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션에 대해 지속적 탐색행동을 할수록 소비자가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유사성을 낮게 지각할 것으

로 본다.

가설 1-1. 지속적 패션 탐색행동을 할수록 선택

과잉 혼란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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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지속적 패션 탐색행동을 할수록 유사

성 혼란이 낮을 것이다. 

Kim(2008)은 의류제품은 빠른 유행의 변화와 구

매에 따른 위험지각이 타 제품보다 크기 때문에 구

매 의사결정을 연기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패

션에 대한 지속적 탐색을 할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유행과 이를 반영한 제품들을 잘 알기 때문에 

위험지각이 더 낮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 탐색을 

할수록 최신유행을 반영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대한 구매 의사결정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다. 가설 1-3은 다음과 같다.

가설 1-3. 지속적 패션 탐색행동을 할수록 구매 

의사결정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다. 

3. Consumer confusion
Turnbull et al.(2000)은 소비자 혼란을 ‘소비자가 

정보처리과정에 있어서 제품/서비스의 다양한 측면

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 Walsh et al.(2007)은 2000년대를 넘

어서면서 경쟁적 시장환경의 특징을 선택의 과잉

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홍수, 브랜드간 차이의 

감소, 정보의 복잡성과 원천의 증가라고 하였다. 따
라서 소비자들은 구매를 위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Walsh et 
al.(2007)은 증가된 시장정보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이 마케터와 소비자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소비자의 혼란 경향(consumer confusion proneness)
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는 다차

원적으로서 유사성(similarity), 과다함(overload), 애
매함(ambiguity)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차원들은 소비자의 의사결정 연기와 충성 행동

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들은 기업에게 있어서 소비자 혼란은 궁극적으

로는 혼란의 결과와 그 결과들의 경제적 관련성에 

기초해서 평가하여야 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 의해 소비자 혼란의 결과들은 불만

족, 부정적 구전, 인지적 불일치, 의사결정 연기, 충
성심 감소와 같은 기업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데, 그 중에서도 의사결정 연기가 기업에게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혼란이 의사결정 연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소
비자 혼란에 대해 선행변수와 후속변수를 포함하

여 개념적 모형을 제시한 Mitchell et al.(2005)도 선

택과잉에 대한 혼란과 유사성 혼란으로 인해 구매

를 포기하고, 최종 결과는 선택에 대한 자신감의 

감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특성인 선택과잉과 유사성에 의한 소비

자 혼란이 의사결정 연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자 한다. 
소비자 혼란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다양

한 변수와 관련하여 진행되었지만 제한적이다. 소
비자 혼란에 따른 상표권 침해에 대한 연구(Jacoby 
& Morrin, 1998; Miaoulis & D’amato, 1978), 소매

상들의 자사의 성공한 브랜드에 대한 복제 브랜드 

출시가 소비자 혼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Balabanis & Craven, 1997), 에코 레이블이 소비자 

혼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Langer et al., 2008), 
제조업자 브랜드(내셔널 브랜드)와 유통업자 브랜

드(프라이빗 브랜드)와의 물리적 특성의 유사함으

로 인한 소비자 혼란에 대한 연구(Loken & Hinkle, 
1986; Kapferer, 1995), 이벤트 스폰서의 과잉과 유

사성에 대한 소비자 혼란에 대한 연구(Sachse et al., 
2010), 인터넷에서의 소비자 혼란에 대한 연구(Matzler 
et al., 2011) 등이 있다.

1) Overchoice confusion 
Walsh et al.(2007)은 과잉 혼란(overload confusion)

은 ‘소비자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제품정

보와 대안들에 직면했을 때의 대안들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한다고 정의하였

다. Sproles and Kendall(1986)은 소비자의 의사결정 

스타일의 가장 기본적인 8가지 특성의 하나로서 선

택과잉으로 인한 혼란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의사

결정 스타일의 8가지 특성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

정하기 위한 Consumer Styles Inventory(CSI)를 개

발, 제시하였다. 하나의 특성으로서의 선택과잉으

로 인한 혼란은 브랜드, 매장, 소비자 정보의 급증

과 같은 것으로 인해 나타나며, 선택하기에는 많은 

브랜드와 매장, 정보가 있다고 지각하여 선택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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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또한 Durvasula et al.(1993)
은 의사결정 스타일이란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하

는지를 보여주는 정신적 성향’이라고 하고, 뉴질랜

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스타일의 한 요인

으로 선택과잉으로 인한 혼란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은 Sproles and Kendall(196)과 같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선택과잉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의류학에

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없다. Schweizer et al.(2006)
은 선택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선택

의 자유를 만끽하기보다는 선택을 더 이상 효율적

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

은 맥락으로 Iyengar and Lepper(2000)도 현대사회

에서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더 좋을 것이라는 일반

적인 믿음에 대하여 실험연구를 통해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때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혔

다. 특히 선택과잉이 의사결정 연기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Settle and Alreck(1988)은 과잉은 소비

자의 의사결정을 연기한다고 하였다. 또한 Wang 
and Shukla(2013)은 대안들과 정보의 과잉으로 인

한 과잉혼란은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감소시킨다

는 것을 밝혔다. 즉, 소비자는 선택을 위한 대안들

을 많이 가질수록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줄

어들고,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연기하게 된다(Chernev, 
2003). 그리고 Walsh et al.(2007)은 실증적으로 과

잉선택 혼란이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상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브랜드, 매장 과잉혼란보다는 제품 과잉혼란과 정

보 과잉혼란에 초점을 두고 행하여졌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선택 과잉은 브랜드, 매장, 제품, 정보에 대

한 과잉혼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인 선택과잉을 측정하는 Sproles 
and Kendall(198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수많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과잉 매장과 제품, 
정보로 접근하면서 소비자는 혼란을 느끼고 구매 

의사결정을 연기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른 

가설 2-1은 다음과 같다

가설 2-1. 선택과잉 혼란이 클수록 구매 의사결

정을 연기할 것이다. 

2) Similarity confusion
소비자는 브랜드를 알아보고 차이를 구분하는

데, 종종 시각적 단서에 의존하는데, 유사한 속성을 

가진 브랜드들이 시장에 많이 존재해서 소비자에

게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Wang & Shukla, 2013). 
Mitchell et al.(2005)은 브랜드 유사성(brand similarity)
이란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잠재적 수정과 이해부

족이나 제품/서비스의 지각된 물리적 유사성에 의

해 브랜드에 대해 내리는 올바르지 않은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의류학에서의 브랜드 유사성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제품확장 전략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 Kim 
and Lee(2011)은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모 브랜드

와 확장제품 간의 지각된 유사성이 확장제품에 대

한 호의성, 구매의도와 같은 패션 브랜드 확장 효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에서 지각된 유사성이란 제품 관련 측면인 기

능적인 유사성과 브랜드 퍼스낼리티와 같은 상징

적 속성의 유사성의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진행

하였다. Rhee(2009)는 의류 브랜드 확장 시 제품범

주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확장제품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유사성 혼란이란 너무 같아서 쉽게 혼란을 느끼

게 되는 광고, 대인간의 의사소통, 매장 환경이나 

제품과 같은 자극들로부터 야기된다(Walsh et al., 
2007). 즉, 선택과잉의 요소들이 유사한 경우에 소

비자는 브랜드 유사성 혼란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사성 혼란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

정 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선행연

구 결과가 있다. 첫째, 유사성 혼란이 구매 의사결

정 연기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Walsh et 
al.(2007)은 소비자들은 브랜드들이 유사하고, 기능

적이나 상징적인 여러 면에서 동등하다고 지각하

면 브랜드들은 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구매 의사결정을 연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의 소비자들이 제조업자 브랜드와 저가의 유사한 

브랜드 사이에 품질의 차이를 알아내고 기억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힌 Warlop et al.(2005)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그리고 Walsh et al.(2007)은 소비자

가 저가의 유사한 브랜드에 접하면 사실상 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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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브랜드에 대해 특정 경험에 있었을 때도 

저가의 브랜드에 대해 만족할 만한 이전 소비경험

이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브랜드 유사성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 소비자는 

제품의 지각된 물리적 유사성으로 인해 선택을 변

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은 유사성 혼란을 쉽게 느끼는 소비자들은 브랜드

를 알아보고 차별화하는데 있어서 시각적인 단서

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사한 브랜드를 제시하였을 

때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고, 가짜나 소매점 소유의 

브랜드(retailer own-label brand)를 구매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유사성 혼란을 하는 소비자들은 

광범위한 의사결정을 피하고, 쇼핑과정을 짧게 하

기 위해서 ‘저가 제품 구매’와 같은 자기만의 체험

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고, 실증적으

로 유사성 혼란이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부적인 영

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즉, 브랜드 유사성에 대

한 이들의 연구는 고가와 저가의 브랜드로 한정하

여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품질이 차이가 없는 비슷한 가격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로 한정하여 진행되므로, 이들 브랜

드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란의 결과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Walsh et al.(2007)과 상반된 것

으로서 유사성 혼란이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두 번째 연구결과에 근거한다. 두 

번째는 유사성 혼란에 대해 일반적인 관점으로 접

근한 것이다. Mitchell et al.(2005)은 유사성 혼란으

로 인해 구매를 포기하고, 최종 결과는 선택에 대

한 자신감의 감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유사성 혼란

이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Fig. 1> Hypothesized model

고 가설 2-2를 설정하였다.

가설 2-2. 유사성 혼란이 클수록 구매 의사결정

을 연기할 것이다. 

III. Methods

1. Hypothesized model
본 연구는 급성장하고 있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

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제시하기 위하여 패스트 패

션 브랜드의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을 밝히고자 한다. 선행변수로서 지속적 

패션 탐색행동과 선택과잉 혼란, 유사성 혼란을 선

정하여 경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경로는 지속

적 패션 탐색행동이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선택과잉 혼란과 유사성 

혼란을 통해서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간접적인 영

향을 준다는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

다. 설정된 경로모형은 <Fig. 1>과 같으며, 경로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지속적 패션 탐색행동을 할수록 선택

과잉 혼란이 낮을 것이다

가설 1-2. 지속적 패션 탐색행동을 할수록 유사

성 혼란이 낮을 것이다.
가설 1-3. 지속적 패션 탐색행동을 할수록 구매 

의사결정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1. 선택과잉 혼란이 클수록 구매 의사결

정을 연기할 것이다. 
가설 2-2. 유사성 혼란이 클수록 구매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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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기할 것이다. 

2. Measurement and analysis
설문지는 패션에 대한 지속적 패션 탐색행동, 패

스트 패션 브랜드의 선택과잉과 유사성으로 인한 

혼란,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대한 구매 의사결정 

연기 및 인구통계적 변수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

다. 모든 질문문항들에 대한 응답자의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하여 위하여 설문지의 첫 페이지에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대한 정의와 함께 대표적인 해외와 

국내 브랜드들을 예로 제시하였다. 또한 예의 제시

와 일치하도록 패스트 패션은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질문한다는 것을 명

시하였다. 
지속적 패션 탐색행동은 의복에 대해 제시한 Bloch 

et al.(1996)의 척도를 Watchravesringkan and Yurchisin 
(2007)이 수정하여 사용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 선
택과잉 혼란은 Sproles and Kendall(1986)의 소비자

의 8가지 의사결정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Consumer 
Styles Inventory(CSI) 척도에서 선택과잉으로 인한 

혼란 요인의 4문항을 이용하였다. Durvasula et al. 
(1993)은 이들의 척도를 뉴질랜드 대학생을 대상으

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는데, 선택과잉으로 

인한 혼란 요인으로 같은 4문항이 추출되었다. 유
사성 혼란은 Walsh et al.(2007)이 소비자의 혼란경

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에서 브랜드의 

유사성 혼란을 측정한 2문항을 이용하였다. 의사결

정 연기는 Walsh et al.(2007)의 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를 제외한 모

든 변수들은 5점 Likert 형으로 측정되었으며, 1점
은 ‘전혀 아니다’에서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

되었다. 따라서 모든 변수가 점수가 높을수록 변수

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구통계적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 대하

여 탐험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후, 탐험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탐험적 요인분석의 통계처리는 SPSS 18.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

전방법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가설화된 

경로구조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모수 추정방

법은 최대우도비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외에 

신뢰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3. Data collection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과 주변 신도

시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

문지를 제외한 30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처

리에 사용된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만 22.03세(SD= 
2.27)였으며, 여성은 153명(50.2%), 남성은 152명(49.8%)
이었다. 응답자의 지속적 탐색행동의 평균은 3.04(SD= 
.75), 선택과잉 혼란의 평균은 3.09(SD=.85), 유사성 

혼란의 평균은 3.24(SD=.92), 구매 의사결정 연기의 

평균은 3.12(SD=.81)로서 모든 변수들이 중간 값

(median)인 3과 거의 같거나 조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응답자는 지속적 탐색행동, 선택

과잉과 유사성에 따른 혼란, 구매 의사결정 연기가 

중도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Results and Discussion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인구통계적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 대해 

탐험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각

각 한 개의 차원(uni-dimension)으로 나타났다. 요인

분석 결과와 신뢰도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지속적 탐색행동, 선택과잉 혼란, 유사성 혼란, 구
매 의사결정 연기의 각각의 총 설명력이 53.50%, 
66.41%, 81.34%, 62.85%로 모든 변수들이 50%이

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Cronbach’s α는 지속적 탐

색행동은 .71, 선택과잉 혼란은 .83, 유사성 혼란은 

.77, 구매 의사결정 연기는 .80으로 나타나서 측정

도구의 내적 타당성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제시된 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기 전에 변수들

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두 단일차원으로 

나타났으므로 각각 1요인모형으로 실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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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analysis

Measure Item Factor 
loading

Ongoing search 
behavior

Often visit clothing stores or departments, just to look around or get information rather than 
to make a specific purchase. .77

Often read fashion magazines to get information about trends/styles. .76

Often talk to friends or acquaintances to get information or advice concerning clothing and 
clothing styles. .73

Often discuss with retail salespersons to get information during store visit. .66

Eigenvalue=1.14   Total variance explained=53.50   Cronbach’s α=.71

Overchoice
confusion

Sometimes it’s hard to choose which stores to shop. .85

The store I learn about products, the harder it seems to choose the best. .84

All the information I get on different products confuses me. .84

There are so many brands to choose from that often I feel confused. .73

Eigenvalue=2.66   Total variance explained=66.41   Cronbach’s α=.83

Similarity 
confusion

Some brands look so similar that it is uncertain whether they are made by the same 
manufacturer or not. .90

Most brands are very similar and are therefore hard to distinguish. .90

Eigenvalue=1.63   Total variance explained=81.34   Cronbach’s α=.77

Decision 
postponement

Sometimes when making a purchase I delay the decision. .85

Sometimes it is difficult to arrive at a decision when making a purchase. .80

Sometimes the choice in a store is so large that a purchase takes longer than expected. .77

Sometimes one postpones a planned purchase. .75

Eigenvalue=2.51   Total variance explained=62.85   Cronbach’s α=.80

각 변수와 측정변수들간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났다(p<.000). 적합성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의사결정 연기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10 
이상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가 나오지 않았

으나, 구매연기는 10 이상의 수정지수가 한 개 나

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가설화된 모형의 

검증에 있고,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수정지수로 인한 측정오차 간에 공분산

을 설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정지수에 의해 공분

<Table 2> Fit statistics for measures

Measures χ2 p RMR GFI AGFI TLI CFI

Ongoing search behavior  8.98 .01 .03  .99 .93 .90  .97

Overchoice confusion 42.98 .00 .07  .93 .66 .75  .92

Similarity confusion .00 .00 1.00 1.00

Decision postponement 25.88 .00 .04  .96 .82 .82  .94

산을 설정하지 않아서 의사결정 연기의 경우 여러 

적합성지수 중에서 .90 이하를 보이는 것은 별 문

제시 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Bae(2011)에 의하

면 잠재변수는 최소한 세 개의 관측변수가 있어야 

모형이 식별 가능하다고 보는데, 두 개의 측정변수

로 구성된 유사성 혼란은 이러한 측정모형의 식별

조건에 위배된다. 따라서 유사성 혼란은 적합성 지

수가 산출되지 않았으나, 탐험적 요인분석에 의해 

요인부하량이 모두 .90 이상, 설명력이 81.3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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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 계수가 .77로 나타났으므로 유사성 변수를 포

함하여 제시된 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는데 문제

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의 χ2값이 

.05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RMR은 과잉선택 혼란만 제외하고 .05 이하로 나타

났다. 지속적 탐색행동은 다른 적합성 지수(GFI, AGFI, 
TLI, CFI)가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과잉선택 

혼란의 경우, RMR은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AGFI
와 TLI는 최저의 적합성 수준인 .90보다 낮게 나타

났다. 그러나 GFI와 CFI의 지수는 최저의 적합수준

인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연기도 과잉선

택 혼란과 같이 AGFI와 TLI는 최저의 적합성 수준

인 .90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GFI와 CFI의 지수는 

최저의 적합수준인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Bae(2011)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가 적합성지수로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다. 따라

서 과잉선택 혼란과 의사결정 연기의 CFI가 .90 이
상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서 GFI와 AGFI가 .90 이
하로 낮게 나타나도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의사결정 연기의 경우는 10 이상의 수정지수

에 대한 공분상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낮은 적합

성 지수가 더욱 문제시되지 않는다. 이상의 결과에 

의해 모든 척도의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로 제시한 모형

<Table 3> Fit statistics for model in Fig. 2

Measures χ2 P Q RMR GFI AGFI TLI CFI

N=305 147.57 .00 2.11 .06 .94 .91 .93 .95

<Fig. 2> Path coefficient in the hypothesized model

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3. Hypothesized relationship test
모형의 가설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

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출된 10 이상의 수정

지수에서 큰 값 순으로 공분산을 허용하여 수정모

형의 적합도를 산출하였다. 수정 후 가설에 의해 

설정된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삭제한 후 구조

방정식모형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최종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는 <Table 3>과 같으며, 유의한 표준

화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와 설명력을 제시한 

것은 <Fig. 2>와 같다. 
최종 모형에 대한 적합성 결과를 보면(Table 3), 

χ2값이 .05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RMR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도

의 증감에 따른 χ2의 변화를 보여주는 Q값은 3보
다 적어야 하는데 2.11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적합

성 지수(GFI, AGFI, TLI, CFI)가 모두 최저 적합성 

기준인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합성 지수로 

많이 사용하는 CFI가 .95로서 적합성지수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모형을 채택하여 패스

트 패션 브랜드의 구매 의사결정 연기의 유의한 선

행변수를 살펴보았다.
최종모형에서 선택과잉 혼란과 구매 의사결정 연

기의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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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 선행변수에 의한 설명력을 의미한다. 선택과

잉 혼란은 3%가 지속적 탐색행동에 의해, 의사결

정 연기는 35%가 지속적 탐색, 선택 과잉 혼란, 유
사성 혼란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
택과잉 혼란은 지속적 탐색행동에 의한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변수인 의사결정 

연기에 대한 30% 이상의 비교적 높은 분산은 본 

모형에 포함된 선행변수들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선행변수들에 

의한 최종변수의 30% 이상의 설명력과 함께 <Table 
3>의 높은 적합도는 본 연구모형이 잘 개념화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Fig. 2>를 보면, 선행변

수들이 의사결정 연기에 이르는 유의한 경로계수

가 지속적 탐색행동에서 선택과잉 혼란에 이르는 

경로계수(－.16, p<.05)를 제외하고, 모두 .30에 가

깝거나, 그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도 연구모형이 잘 

개념화 되었다는 것을 지지한다.   
최종 모형의 유의한 경로계수를 보면, <Fig. 2>와 

같이 지속적 탐색행동에서 유사성 혼란과 지속적 

탐색에서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이르는 경로를 제

외하고, 모든 경로는 유의하였다(p<0.001). 따라서 

가설 1-1과 가설 2-1, 2-2는 채택되었고, 가설 1-2, 
1-3은 기각되었다. 소비자의 지속적 탐색행동은 패

스트 패션 브랜드의 선택과잉으로 인한 혼란을 통

해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간

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성 

혼란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구매 의사결정 연기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소비자가 패션에 대한 지속적 탐색행동을 할수록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선택과잉으로 혼란을 느끼

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을 연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대한 

유사성 혼란을 느낄수록 구매 의사결정을 연기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적인 경로에 대한 구체적

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 탐색행동은 선택과잉 혼란에 유의

한 부적 영향을 주었으나, 유사성 혼란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지속적 탐색이 선택과잉 혼란

에 부적 영향을 준 결과는 패션제품에 대해 지속적 

탐색을 하는 소비자는 넘쳐나는 패스트 패션 브랜

드와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과다한 제품, 매장, 정

보에 의해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 탐색을 하는 소비자는 패스

트 패션 브랜드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서, 
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초과잉을 느

끼지 않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른 마케팅적 접

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Schweizer et al. 
(2006)과 Iyengar and Lepper(2000)가 강조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의 마케팅에서 선택초과잉이 심각한 

문제이나 패션에 대한 지속적 탐색을 하는 소비자

는 선택초과잉에 대한 예외적인 소비자임을 나타

낸다. 따라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마케터는 지속

적 탐색행동이 강한 소비자와 아닌 소비자를 대상

으로 선택초과잉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다르게 전

개하여야 함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 탐색행

동이 선택과잉 혼란에 주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

가 전혀 없었으므로 연구에서 나타난 부적 영향은 

학문적으로 의의가 매우 크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의 구매에서도 부적 영

향을 나타내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 

탐색이 유사성 혼란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은 

결과는 연구대상의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의 유사성 혼란의 평균이 3.24로서 다른 

변수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 탐

색과 상관없이 유사성 혼란을 모두 높게 지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

적 탐색이 유사성 혼란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다르게 진행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선택과잉 혼란이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정

적인 영향을 보인 결과는 수많은 패스트 패션 브랜

드들이 과잉 매장과 제품, 정보로 접근할수록 소비

자는 혼란을 느끼고, 구매 의사결정을 연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과잉 혼란이 구매 의사결정 연

기에 정적 영향을 보인 결과는 의류학에서 선행연

구가 없으므로 의미가 크다고 본다. 다양한 제품에 

대한 선택과잉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Iyengar & Lepper, 2000; Schweizer et al., 
2006; Walsh et al., 2007; Wang & Shukla, 2013))과 

같이, 패스트 패션 브랜드도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구매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
비자는 선택을 위한 대안들을 많이 가질수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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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의사

결정을 연기하게 된다는 Chernev(2003)의 주장이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구매에 있어서도 적용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제품 과잉혼란과 정보 과잉혼란에 초점을 두고 행

하여진 결과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매장, 
제품, 정보에 대한 과잉혼란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

적인 선택과잉으로 보고 행하여진 결과라는 것에

도 의의가 있다. 
셋째, 유사성 혼란이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정적 

영향을 보인 결과는 유사성 혼란을 겪는 소비자들

은 ‘저가 제품 구매’와 같은 자기만의 체험적인 의

사결정 방법을 이용하므로 의사결정 연기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Walsh et al.(2007)의 결과와 상반된

다. Walsh et al.(2007)의 연구가 고가와 저가의 브

랜드로 한정하여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본 반

면, 본 연구는 품질의 차이가 없는 비슷한 가격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로 한정하여 구매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보았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성 혼란으로 

인해 구매를 포기하고, 최종 결과는 선택에 대한 

자신감의 감소라는 Mitchell et al.(2005)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크다. 
넷째, 지속적 탐색과 소비자혼란을 통해 패스트 

패션 브랜드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이르는 유의한 

경로를 보면, 지속적 탐색행동이 의사결정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 혼란 중 선택과잉 혼란을 통해 간접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속적 탐

색을 할수록 선택과잉 혼란을 느끼지 않으며, 결과

적으로 의사결정을 연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택과잉 혼란이 의사결정 연

기에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낸다. 또한 지속적 탐색

이 유사성 혼란을 통해 의사결정 연기에 간접적 영

향을 주지 않고, 유사성 혼란이 의사결정 연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유사성 혼란이 중요

한 변수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적인 유의 경로

는 소비자 혼란인 선택과잉 혼란과 유사성 혼란이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케터는 의사결정 연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소비자 혼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 혼

란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적 탐색행동이 선택과잉 혼란을 통해 패스트 

패션 브랜드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친 결과는 Park(2014)의 지속적 탐색행동이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구매태도에 유의적인 영향

을 주지 않은 결과에 대한 이해를 제시한다. 
Park(2014)의 연구에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구매

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중요한 변수인 선택과잉 

혼란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제시하기 위한 후속연구는 소비자 혼란의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소비

자 혼란의 선택과잉 혼란과 유사성 혼란 모두 의사

결정 연기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상대적 영

향력을 보면, 과잉선택 혼란(경로계수=.41)이 유사

성 혼란(경로계수=.25)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

서 마케터는 소비자 혼란 중에서도 과잉선택 혼란

의 중요성을 더 인식할 필요가 있다. 

V. Conclusion

글로벌 브랜드들의 국내 진출과 함께 국내 브랜

드들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패스트 패션 시장은 과

포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수 많은 패스

트 패션 브랜드들이 과다한 매장, 제품, 정보와 함

께 최신유행을 반영한 유사한 제품들을 일시적으

로 소비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선택과잉과 유사성이

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문제점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앞으로의 패스

트 패션 시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경쟁력을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패스

트 패션 브랜드의 구매행동으로 구매 의사결정 변

수를 선정하였으며, 선행변수로서 패스트 패션 브

랜드의 선택과잉 혼란, 유사성 혼란과 함께 지속적

인 탐색행동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패

션에 대한 지속적 탐색행동이 패스트 패션 구매 의

사결정 지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선
택과잉 혼란과 유사성 혼란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

을 준다는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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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패션에 대한 지속적 탐색행동을 할수록 패

스트 패션 브랜드의 선택과잉으로 인한 혼란을 느

끼지 않게 나타난 결과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 성장

에 한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소비자가 지속적 탐색

을 해야만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선택과잉으로 인

한 혼란을 덜 겪는데, 소비자의 지속적 탐색행동은 

마케팅 자극에 의해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계속적 성장

을 위하여 마케터는 소비자의 지속적 탐색의 차이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전략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속적 탐색을 하는 패션지향적인 소비자를 

목표로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구체적인 

브랜드, 매장, 제품, 정보를 제시하는 전략이 유효

하다. 그러나 지속적 탐색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선택과잉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음의 전략이 효과적이다. 제품

전략으로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중요한 전략인 

소량 다품종을 더 이상 강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포화된 패스트 패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소량 다품종의 제품전략을 더 강화하면 지속적 

탐색행동을 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선택과잉 혼란

을 더 가중시켜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이다. 제공하는 제품의 수보다는 향상된 품질과 차

별화된 디자인의 제품을 제시하는데 더 주력하여

야 한다. 촉진전략은 광고와 판매원을 통해 과다한 

제품의 제시와 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광고

와 판매원을 통해 타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

전략은 매장 수를 확보하기 보다는 차별화된 매장 

분위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패

스트 패션 시장의 경쟁적 환경에서 과다한 양의 비

슷한 매장, 제품, 정보에 둘러 쌓여진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이미지, 매장, 
제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 자체

가 패션 지향적인 소비자를 표적시장으로 하기 때

문에 선택과잉 혼란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려하

지 않을 수도 있으나,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현재

의 경쟁적 환경과 시장성장으로 인해 패션지향적

이지 않은 소비자도 표적시장으로 하고 있다. 따라

서 마케터는 선택과잉 혼란이 심각한 의사결정 연

기 요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속적 정보탐색을 

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 외에도 정보탐

색을 하지 않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잉 

혼란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병행하여 구사하여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선택과잉과 유사성 혼란이 구매의사결정 

연기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패스트 패션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유사한 브

랜드, 매장, 제품, 정보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첫 번째 

제시한 결론과 같이 최신유행을 반영하지만, 타 패

스트 패션 브랜드와는 다른 제품전략, 촉진전략, 유
통전략으로 차별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포화상태의 

패스트 패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들 것이다. 
또한 소비자 혼란의 선택과잉 혼란과 유사성 혼란 

모두 의사결정 연기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과잉선택 혼란이 유사성 혼란보다 상대적 영향력

이 더 크게 나타난 결과는 마케터가 선택과잉 혼란

을 감소시키는 전략에 더 총력을 다하여야 함을 의

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소비자 혼란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결과는 구매환경에 있어서 끊임없이 증가

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로 인해 소비자 혼란

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 Mitchell and 
Papavassiliou(1999)의 주장을 지지한다. 특히 다양

한 선행연구들이 선택과잉과 유사성으로 인한 소

비자 혼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패스트 패션 브랜

드의 구매의사결정 연기에 있어서 소비자 혼란이 

유의한 중요변수임을 밝힌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행변수인 소비자 혼

란과 종속변수인 의사결정 연기에 대해서 의류학 뿐 

아니라, 소비자학에서도 선행연구가 미흡해서 본 연

구의 결과와 비교,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소비자 혼란과 의사결정 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다양한 변수와

의 관련성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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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급성장 중인 패스트 패션 브랜

드의 마케팅 전략의 유효함을 밝히기 위하여 의사

결정 연기의 선행변수로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특성에 관련된 변수만을 포함하였다. 후속연구는 

연구대상이 되는 패션제품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마케팅 전략의 유효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 외에 다양한 패션 제품의 의사

결정 연기에 대한 유의한 선행변수를 밝히고, 선행

변수의 영향력의 차이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최종모형에서 선택과잉 혼란의 다중상관자

승(.03)은 지속적 탐색행동에 의해 다소 낮은 설명력

을 보였다. 또한 지속적 탐색행동에서 선택과잉 혼

란에 이르는 경로계수(－.16, p<.05)도 소비자 혼란

에서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이르는 경로계수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선택과잉 혼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지속적 탐색행동 외에 패션 지

식과 같은 다양한 유의한 변수들을 포함한 결과로 

높은 설명력과 경로계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구매 의사결정 연기의 다중상관자승이

35%으로 50%보다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

구는 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설명력이 높은 모

형을 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사성 혼란에 지속적 탐색행동의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는 지속적 탐색행동만을 선택과잉 혼란과 유사성 

혼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로 포함하였

으나, 후속연구는 지속적 탐색행동 외에 소비자 혼

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야 할 것이며, 밝히거나 또는 유의한 결과변수들 

중에서 경로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중요한 영향

변수를 밝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는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의 

구분 없이 소비자의 의사결정 연기의 선행변수를 밝

혔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국내 브랜드 또는 해외 브

랜드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비자 의사결정 연기의 선

행변수를 밝히거나 국내와 해외 브랜드에 따른 의사

결정 연기의 선행변수 차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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