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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비자들은 모바일 쇼핑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염려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한 절차 복잡성에 따른 불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에서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옵트인(opt-in) 절차의 복잡성이 위험
지각, 호감도, 재구매 의도와 같은 쇼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쇼핑상황을 설정하는 가상의 
모바일 웹사이트를 만들고, 개인정보 보호 동의절차의 복잡성을 조작하여 쇼핑행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시각적 주의의 양
을 측정하기 위해 아이트래커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옵트인 절차의 복잡성은 위험지각, 호감도, 
재구매 의도와 직접 관련되었고, 호감도와 재구매 의도에서 절차 복잡성의 효과는 시각적 주의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모바일 쇼핑에서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절차적 복잡성과 개인 정보 보호의 균형
을 위한 이론적 및 실무적 함의를 다루었다.
주제어 : 모바일 쇼핑, 옵트인, 절차복잡성, 시각적 주의, 아이트래커
Abstract  Consumers tend to feel concern about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t the same time, to 
avoid inconvenience of procedural complexity caused by the privacy protections. The purpose of current paper 
is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between opt-in procedural complexity and shopping behavior using smart phones, 
moderating by the amount of visual attentions using eyetrackers. Therefore, we created a virtual mobile 
Web-site in which the complexity of opt-in procedures in our experiment is manipulated and measured. Also, 
we measured the dwell-time of area of interest using SMI-RED 250 instrument for tracking the real eye 
movement.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s of procedural complexity are related to repurchase, indicating a 
moderating effect of the amount of visual attentions. Finally, we discussed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management for mobile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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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늘고 있어 모바일

상거래가위축될수있다는경계의목소리가높다[1]. 실

제 무선인터넷 상의 무분별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 약관에 자유롭게 동의를

선택하는 옵트인(opt-in) 제도가 발전해 왔다[2].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목적으로하는절차가복잡해짐에따라

소비자들은오히려모바일쇼핑에불편을느끼는딜레마

를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소비자들은모바일상의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개인정보의 사용에 동의하는 절차

(opt-in)의 복잡성에 의해 쇼핑몰 이용을 삼가거나 부정

적인식을하는것으로보인다. 그로인해소비자들은정

보이용에 동의하는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내용을

전혀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늘고있다[3]. 이런관점에서

최근 연구들은 프라이버시 패러독스(privacy paradox),

즉 웹 이용자들이개인정보유출을염려하고걱정하지만

실제자신의정보를보호하려는행위를적극적으로실천

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딜레마에 관심을

두고 있다[4,5].

사용자들은 웹 이용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노출에도 불구하고 개인정

보제공을더쉽게선택하는경향이있다[4]. 사실웹사이

트를 사용하기 쉽고 편하게 디자인하면, 소비자들은 기

업을더신뢰할뿐만아니라더많은개인정보를공개한

다[4,6]. 반면 복잡한웹사이트는사용자에게웹사이트의

탐색, 물건 찾기, 구매행동에있어이용자의짜증을유발

해쇼핑몰이용에대한부정적태도에영향을주는것으

로 알려져 있다[7].

이처럼 이용자가 정보노출에 대한 염려와 이용의 편

의성 사이에서 경험하는 갈등, 즉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는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쇼핑에서 더욱

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모바일쇼

핑몰 이용에 따른 옵트인 절차의 복잡성이 웹사이트 이

용에미치는영향을밝힘으로써모바일쇼핑에서나타나

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바일 쇼핑의 경우에 제품을 직접 만지거나 느낄 수

없으므로 구매와 관련하여 시각적 지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한다[8]. 일반적으로쇼핑웹사이트에서이용자가

한 곳을 오래 주시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주의를 할당

하며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으로 간주된다. 특

히웹사이트는디자인이난해하거나정보처리절차가복

잡해질수록사용자에게인지적처리에부담을주거나시

간적 지연을 유발한다[9]. 같은 맥락에서, 모바일 쇼핑에

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구하는 옵트인 절차의 복잡

성은 소비자에게 처리의 지연(지속)을 유발하여 시각적

주의의 양을 증가시킨다고 가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시

각적주의의양을측정하기위해아이트래커(eyetracker)

장비를 활용하여 시선이 머무는 횟수를 시각적 주의의

객관적지표로사용하였다[10]. 따라서본연구는모바일

쇼핑에서 옵트인 절차의 복잡성이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그에작용하는시각적주의의조절효과를밝히는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가 검증된다면, 모바일 웹사이트

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를 해결하

는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옵트인 절차의 복잡성
본 연구에서 옵트인(opt-in) 절차의 복잡성은 개인정

보이용에관한동의상황에서 개별정보의사용마다매

번반복적으로동의를구하는절차(개별적동의)와한번

의 클릭으로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는 절차(포괄적 동의)로 구분하여 조작적

으로 개념화하였다. 따라서 개별적 동의절차는 옵트인

절차의 복잡성이 낮은 수준을 말하고, 포괄적 동의절차

는 복잡성이 높은 수준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절차의 복잡성 수준

을다르게조절함으로써소비자가어떻게정보처리에있

어주의분산이나처리지연혹은혼란을경험하는지를파

악할 수 있다. 경험적 연구들은 웹사이트의 디자인이 복

잡하고 어지럽게 구성되어 있을 때 쇼핑몰 구매 행동에

부적인 상관이있음을발견하였다[11,12]. 반면 웹사이트

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정적 관계에 있다[13]. 특히 스마트폰의 무선 인

터넷환경은상대적으로작은화면에서정보를처리해야

하므로복잡한디자인이나이용절차는사용자의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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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유발하고 부정적 반응을 야기하기 쉽다. 이는 철저

히개인화된장비인스마트폰에서수행에불필요한처리

를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가 소비

자의짜증반응을증가시킨다는것을말한다[13]. 같은맥

락에서, 온라인 쇼핑과 같은 가상의 환경에서 처리의 복

잡성은짜증과더불어구매행동에서의신뢰및구매의도

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7]. 즉 전자상거래상의처

리절차가 복잡할수록 소비자들의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

는 낮아지고 구매를 회피하는 경향은 높아진다.

특히 웹페이지의 디자인은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한편의성을제공해야하며신용카드의사용에안전

을보장하는설계가중요하다[11,14]. 이는 오프라인에서

매장환경, 매장혼잡도, 점원친절도와 같은 대면 요소가

중요한 것과는 달리, 소비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최소

한의 노력으로 시간을 단축하며 원하는 정보를 찾고 빠

르고 안전하게 구매를 완료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15].

이처럼 소비자의 요구가 빠른 구매 프로세스를 원하

는 만큼, 기업은 구매자에게 간편 절차를 제공하는 모바

일웹을설계하고원클릭쇼핑이실현될수있도록구매

과정을 단축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

2.2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와 쇼핑행동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신속한 정보처리가 기본인 정

보화시대에소비자들은원클릭쇼핑과같은간편절차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피해도 증

가하면서 개인정보 사용의 동의절차를 까다롭게 설계하

여 정보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의 간편 쇼핑 욕구와 프라이버시 보호는 최적화된 쇼핑

환경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염려와 (쇼핑목적의) 이

용편의를위한정보의투명성간의갈등상황을프라이버

시 패러독스(privacy paradox)라 한다[4,6].

실제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직접 만져

볼수없기때문에평가가어렵고잘못된정보로인한손

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매상황에서 그만큼 높은 수

준의 위험을 지각한다[16]. 나아가 온라인에서의 신용카

드나 인터넷 뱅킹과 같은 지불수단은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상시적인 불안 및 위험요소로 노출되어 있다[17].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모바일 등의 온라인 쇼핑이 주는

편익을취하기위해불안을감수하고정보노출을선택하

는경향이있다[4]. 이는 소비자들이웹에서개인정보보

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적 비용

을 지불한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롯되는데, 실제 경험적

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약관이 제시될 때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3]. 같은 맥락에서, 웹

사용의절차가복잡할때이용자들은정보수집에혼란을

경험하거나 짜증반응을 보이기도 한다[11].

특히스마트폰을이용한모바일환경에서소비자들은

더욱 간편한 원클릭을 선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

자들이정보보호를위한옵트인절차를불필요하게여기는

것은아니다. 여전히소비자들은개인정보의유출위험이

있는 웹사이트를 회피한다[5,18]. 다시 말해, 쇼핑과정에

서의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정보노출(정보투명성)과 옵

트인 절차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간에는 기능적갈등이

존재한다. 나아가이러한정보노출과보호(염려)간의갈등

은소비자신뢰와모바일쇼핑몰의이용에영향을준다[4].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 패러독스가 모바일

쇼핑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모

바일 쇼핑행동에 있어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

서옵트인절차의복잡성을수용하는지를알아보고자한

다. 소비자가 모바일 쇼핑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가 크다면 복잡한 옵트인 절차에 대해 수용적

인 태도와 의도를 보이는 반면, 편의성과 편익을 중요시

한다면 복잡한 옵트인 절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의

도를보일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모바일쇼핑몰옵트

인 절차의 복잡성 수준을 실험적으로 고/저로 설계하고

그에따른정보처리의지연을측정하기위해아이트래커

장비를 활용하였다. 아이트래커(eyetracter)는 시각적 반

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소비자 연구에 자주 사

용되는데[19], 특정위치나시자극에응시횟수가많고응

시시간(체류시간)이길다는것은 시각적주의가더 많이

할당되고 정보 처리 지연을 의미한다[9]. 그러므로 옵트

인절차의복잡성수준은시각적주의의양(혹은처리지

연)과 상호작용, 즉 시각적 주의의 양은 옵트인 절차의

복잡성 효과를 조절할 것으로 가정된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모바일 쇼핑몰에 대한 위험지각에 있

어시각적주의의양은동의절차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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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성 효과를 조절할 것인가?

<연구문제 2> 모바일 쇼핑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 시

각적 주의의 양은 동의절차의 복잡성

효과를 조절할 것인가?

<연구문제 3> 모바일 쇼핑에서의 재구매 의도에 있

어시각적주의의양은동의절차의복

잡성 효과를 조절할 것인가?

3. 연구 방법
3.1 피험자
본연구의피험자는K대학교온라인커뮤니티공고를

통해 모집된 40명이었으며, 남자 21명과 여자 1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1.48세(SD=2.29)였다.

본실험은 2×2 집단간설계로구성되었으며, 집단간요인

은 절차적 복잡성(고/저)을 독립적으로무선처치하고시

각적 주의(고/저)는 아이트래커 측정치를기준으로 시선

이 머무는 양을 중앙값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측정치는위험지각과호감도, 재구매의도였다.

3.2 실험도구 및 측정변수
본 연구의 주요 실험변수는 모바일쇼핑 환경에서 개

인정보에 대한 동의 절차의 복잡성으로, 웹사이트의 첫

화면, 쿠폰이용 및 구매결정시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위

치정보를 개별적으로 매번 동의(복잡성 높음)하거나 여

러 항목에 대해 한꺼번에 동의하는 포괄적 동의(복잡성

낮음) 절차로 조작하였다.

시각적주의는 SMI사의 RES-250 아이트래커를사용

하여 측정하였고, 구매환경에서 중요한 영역(예, 제품이

미지, 설명, 구매정보 등)을 관심자극영역(AOI: area of

interest)으로 설정하고 해당영역에 대한 시각반응을 측

정하였다. 관심자극영역에대한시각반응은해당사이트

의 주요영역에 대한 시선 움직임을 시선고정횟수(FC:

fixation count)로 측정한 것으로 자극에 대한 주의 집중

과정보처리의깊이를의미한다[10]. 본 연구의맥락에서,

모바일쇼핑몰을이용하는동안피험자들은동의절차의

복잡성수준(고/저)에 따라쇼핑몰사이트에대한시각적

주의의 양이 다를 것으로 가정한다.

종속변수 측정치는 쇼핑몰호감도, 재구매의도, 위험

지각이었으며, 모두 ‘전혀그렇지않다(1)’에서 ‘매우그렇

다(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쇼핑몰 호감도는 실험

목적으로제작된가상의모바일쇼핑몰이용에서느끼는

긍정적감정을측정하였으며총 3문항을사용하였다[20].

본 연구에서 이들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ɑ=.81이었
다. 재구매 의도는 고객화의 지표로 지속적인 이용과 재

구매를 묻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21], 이들 문

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ɑ=.90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위험지각은동의절차복잡성에따라사이트에서제품을

구매하는것에대해감지한위험수준으로 5개문항을사

용하였다[22]. 이들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ɑ=.75로
대체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와 같이 쇼핑몰 이용을 다루는 연구에서 소비

자의 쇼핑몰 이용경험은 태도 및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개인의 이용경험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2

(복잡성수준)*2(시각적주의) 요인설계에 의한 공변량분

석(ANCOVA)을 실시하였다.

3.3 실험절차
본연구의실험절차는다음과같다. 사전에대학커뮤

니티를통해피험자들을모집하고실험에동의한사람들

을 대상으로 개별 실험을 실시하였다. 일정에 맞추어 피

험자가 방문하면 간략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실험동의

서를 작성한 후 실험실로 안내하였다.

피험자가아이트랙킹장비가설치된실험실에입장하

여 의자에 앉으면 10초간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면

서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몸과 모니터의 위치를 조정

하면서약 2분이내에안정상태를유도하고시선움직임

을체크하는 시선추적연습을 1분 동안 실시하였다. 시선

추적연습(calibrating)은 개인마다 안구 움직임의 차이를

미세하게조정하고정확한측정이가능하도록하는사전

훈련과정이다. 시선추적연습이 끝나면, 실험자는 5개 제

품(티셔츠, 바지, 가방, 신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웹사이트를 가정하여 만든 화면을 설명하고, 화

면의지시에따라평소모바일쇼핑을하는것처럼자연

스럽게 행동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피험자가 몰입할

수있도록 “귀하의좋은의사결정에따라 5000원의보너

스가 가감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실험은 5개 제품각각에대한 의사결정과정으로구성

된다. 즉 무선적으로 제시되는 5개 제품에 대해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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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진과상세설명을보고난후, 쿠폰이제시되고이

를 이용할지를 선택하고 구매화면에 이동하여 구입여부

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5개 제품은 실

제국내최대의포탈(네이버) 쇼핑몰에서판매된적이있

는제품이며상세설명은실험목적에맞도록수정하였다.

이때각품목의브랜드명은제시하지않음으로써브랜드

효과를통제하였다. 실험조건별로동의절차의복잡성수

준이높은조건(개별동의)은사이트시작화면, 쿠폰제시

화면, 구매화면등제품별 3회(5개 제품총 15회)의 개인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묻는 팝업이 나타나고 그에 동

의하도록 설계되었다. 반면 복잡성 수준이 낮은 조건(포

괄동의)은 사이트의 시작 화면에서 모든 사이트 이용과

관련된개인정보활용에동의를묻는한번의팝업이제

시된다. 이와 같이 동의절차의 수준의 다르게 하여 옵트

인 절차의 복잡성 수준을 조작하였다. 피험자들은 각 조

건에 무선 할당되었고, 실험 동안 아이트래커를 작동하

여제품이미지, 상세설명, 쿠폰, 구매장면등에대한피

험자의 시각적 주의의 양을 측정하였다.

실험조건별로 처치된 두 집단(복잡성 수준 저/고)이

처치 이전에 동질적인 집단임을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쇼핑몰에 대한 방문경험과 구매경험의 차이를 확인하였

다. 그 결과 두 집단(저/고)의 모바일 쇼핑몰 방문경험

(t=-.14, p>.05)과 구매경험(t=.42, p>.05)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처지

집단은 처지 이전에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험이 끝나면 아이트래커의 기록을 저장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사후 설문에 응답하였다. 사후설문은

실험 동안에 제시되었던 제품에 대한 기억과 호감도, 위

험지각, 재구매 의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실제 실험목적을 설명하고 사례 후 돌려보냈다.

4. 연구결과
모바일 쇼핑몰 이용에 대한 위험지각, 호감도, 재구매

의도에 있어 개인정보 동의 절차의 복잡성 효과와 시각

적 주의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모바일 쇼핑몰 구

매경험을통제변수로설정하고절차복잡성과시각적주

의를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은 실험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Table 2>는 공변량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ategories
Visual
attention

Procedural complexity
Low High

Risk
Perception

Low 1.99 (.19) 2.59 (.21)
High 1.87 (.21) 2.67 (.19)

Likability
Low 3.41 (.21) 2.29 (.23)
High 3.08 (.23) 2.89 (.21)

Repurchase
Intention

Low 3.53 (.18) 2.26 (.20)
High 3.31 (.20) 3.09 (.18)

Note. Parentheses are standardized deviations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험지각(RP), 호감도

(LK), 재구매의도(PI)에서복잡성수준의주효과가모두

유의미하였다(각각 F=12.13; F=9.01; F=15.90, 모두 p<

.01). 한편 호감도(연구문제 2)와 재구매 의도(연구문제

3)에 있어절차복잡성과시각적주의의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4.60,

p<.05; F=7.64, p<.01). 그러나 위험지각(연구문제 1)에

대해서는절차복잡성과시각적주의의상호작용은유의

미하지않았다(F=.29, p>.05). 따라서위험지각(RP)의 경

우, <Table 1>과같이복잡성수준이높을수록이용자가

위험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각 평균

low=3.86 vs. high=5.26), 이러한 절차 복잡성의 효과는

시각적 주의에 의해 조절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Source of
variance

Dependent
variables

SS df MS F

Covariance
RP
LK
PI

.17
2.44
3.59

1
1
1

.17
2.44
3.59

.42
5.29*
10.34**

Complexity
(A)

RP
LK
PI

4.80
4.16
5.51

1
1
1

4.80
4.16
5.51

12.13**
9.01**
15.90**

Visual
Attention
(B)

RP
LK
PI

.00

.17

.88

1
1
1

.00

.17

.88

.01

.37
2.52

A*B
RP
LK
PI

.09
2.12
2.65

1
1
1

.09
2.12
2.65

.29
4.60*
7.64**

Error
RP
LK
PI

13.84
16.14
12.14

35
35
35

13.84
16.14
12.14

Total
RP
LK
PI

228.04
371.44
403.50

40
40
40

228.04
371.44
403.50

*p<.05, **p<.01
Note. RP=risk perception LK=likeability, PI=repurchase intention

<Table 2> Results of covari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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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S df MS F
LK@VA (Low) 6.09 1 6.09 13.43**

LK@VA (High) .13 1 .13 .29
PI@VA (Low) 7.70 1 7.70 21.31**

PI@VA (High) .17 1 .17 .47
*p<.05, **p<.01
Note. LK=likeability, PI=repurchase intention VA=visual attention

<Table 3> Simple main effects

호감도(LK)와 재구매 의도(PI)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구체적으로알아보기위해각각에대한단순주효

과분석을 실시하였다. 호감도에 대한 단순주효과분석의

결과, 절차복잡성의효과는시각적주의가낮은조건에서

유의미하였지만(F=13.43, p<.01; 복잡성 평균 low=3.41

vs. high=2.29), 시각적주의가높은조건에서는유의미하지

않았다(F=.29, p>.05; 복잡성평균 low=3.08 vs. high=2.89).

즉 모바일 쇼핑몰의 호감도에 대한 절차 복잡성의 효과

는 시각적 주의가 높은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시

각적 주의가 낮은 집단에서는 호감도에 대한 절차 복잡

성의효과가큰것으로해석된다. 또한재구매의도의경

우에도 시각적 주의가 높은 집단에서는 절차 복잡성에

따른호감도의차이가유의미하지않았지만(F=.47, p>.05; 복

잡성 평균 low=3.31 vs. high=3.09), 시각적 주의가 낮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21.31, p<.01; 복잡성 평균 low=3.53 vs. high=2.26).

따라서 모바일 쇼핑몰에 대한 재구매 의도에 대한 개인

정보동의의절차적복잡성은시각적주의가낮을때영

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도

식적으로 표현하면 [Fig. 1]과 같다.

(a) Likability

(b) Repurchase Intention

[Fig. 1] Interaction effects of complexity level and 
visual attention

구체적으로시각적주의가낮은수준이고절차복잡성

이낮을때모바일쇼핑몰에대한가장긍정적인호감도

(a)와 재구매의도(b)를 보인다. 그러나이와같은효과는

시각적 주의가 높은 수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5. 논의
모바일 쇼핑은 소비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손안의 커머스

라할수있다. 소비자들은휴대폰을이용한원클릭쇼핑

이 가능하다는 커다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만큼 개인

정보노출에대한염려도증대하는양면의칼과같은프

라이버시 패러독스를 경험한다. 본 연구는 실험적으로

모바일쇼핑환경을만들어개인정보이용을위한동의절

차의 복잡성 수준을 조작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

였다.

본 연구결과는 먼저 모바일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이

용에 관한 동의절차가 복잡할수록 위험지각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쇼핑몰 호감도 및 재구매

의도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이 쇼핑 및 제품에 관한 정보

에시각적인주의를높게하는경우에비해주의를높게

하지않는경우에절차복잡성의효과가큰것으로나타

났다. 즉 이용자들이 모바일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품

및쿠폰등에관한정보에주의집중을낮게할때복잡성

수준의효과가크게나타났다. 시각적주의가낮을때절

차가 복잡하면 이용자들은 쇼핑몰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절차가 단순할수록 쇼핑몰에 호감을 갖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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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러한 효과는 시각적 주의가 높은 경우에는 나

타나지 않았다.

또한 재구매 의도에 있어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

데, 시각적주의가낮을때복잡한절차는재구매의도를

낮추고 절차가 단순할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재구매 의

도를 보였다. 따라서 모바일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

에대한이용자의시각적주의의양은호감도및재구매

의도에 대한 절차적 복잡성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몰에 대한 호감도

및재구매의도와개인정보동의절차의복잡성의관계에

서 시각적 주의의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와같이쇼핑몰의시각적주의를직접다룬연

구는 없지만, 이는 복잡한 웹디자인이 쇼핑 구매행동에

부정적인영향을준다는연구[11,23]와맥락을같이한다.

이론적관점에서개인정보에대한염려와쇼핑몰이용편

의를 위한 정보투명성 간의 갈등상황으로서의 프라이버

시패러독스가존재하지만[4], 모바일쇼핑몰이용자들은

정보노출에대한염려보다모바일쇼핑의편익적효용을

더높게지각하는것으로보인다. 다만본연구결과의상

호작용효과를 토대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이용자가 쇼

핑정보에대해많은시각적주의를집중하지않을때가

능하다는것을시사한다. 이에따라모바일의특성상, 이

용자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어 빠른 정보탐색과 원클릭 쇼핑을 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각적 주의와 절차적 복잡성이 모두

낮을때모바일쇼핑몰에대한편익을높게지각할것으

로 추론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모바일 기반의 쇼

핑몰을 설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편리한 편익의

제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함축하는데, 특히 정보의

양을최소화하여이용자가느끼는시각적주의의부담을

줄이는 것이 호감도와 재구매 의도를 높이는데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기존연구와달리모바일기반의옵트인절

차의복잡성을개인변수로서시각적주의와함께다루었

다는점에의의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몇

가지제한점을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시각적주의의조

절효과를파악하기위해모바일쇼핑몰을가상의실험물

로 제작하였다. 아이트래커와 같은 장치를 활용하여 객

관적측정이가능할수있지만, 가상적쇼핑몰상황은외

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모바일

장치에 실험물을 전송하는 실험 장치를 고안한다면, 본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가 가능한 연구로 한 단계 높일

것으로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시각적주의의조절효

과에 초점을 두었지만 모바일 쇼핑과 관련된 다양한 매

개변수들의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 실제 쇼핑몰 이용

에 있어 신뢰감 혹은 신뢰관계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가

정되므로 추후연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지막으로본연구의표본은모바일환경에익숙한대학생

이었지만, 모바일쇼핑의보편화를감안한다면대학생을

넘어 다양한 표본으로 연구가 확대된다면 실무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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