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인터넷의 급속한 이용 확산과 기술 발전은 기업들

이 전세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에 혁신

을 가져왔고 시장의 세계화, 정보기술과 네트워크의

확산, 계층의 붕괴, 정보화시대 경제라는 새로운 환경

을 제시하고 있다. 1990년대는 컴퓨터의 기능과 속도

의 급진적 향상을 통해 인터넷의 상용화가 이루어졌

고, 사용자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 으며, 기업도 인

터넷을 이용해 기업의 이미지 홍보와 제품소개의 마

케팅활동을 하는 현상도 증가되어 왔다. 기업은 인터

넷을 통해 소비자와 상호 작용하여 소비자 정보를 얻

고 소비자에게 제품과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 기호

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국내 패션

산업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회사 홍보 및 제품정보

제공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도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

다. 기업이 성공적인 인터넷마케팅을 위해서는 네티즌

들이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제공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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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sage of internet advertisement, to define the convenient
dimensions of information navigation medium,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convenient information
navigation among advertisement types and information design methods. Thirty-four subjects were
selected for the survey study and descriptive anlysis, factor analysis and ANOVA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1. the most perceived channel about the web site information was the search engine, the most

preferred type of information design was the mixed type with text and image, and the most preferred
medium for fashion information is the magazine.

2. the convenient dimensions of information navigation medium were information understanding,
design composition, easy navigation, timely navigation, and convenient navigation.

3. the information design method is the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on the convenient information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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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구성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은주, 목보경,

1999a, b)

현재 패션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제공 매체의 구성

방식은 텍스트, 그래픽, 텍스트와 이미지 혼합 방식으

로 나뉘며, 구성 방식에 따라 소비자의 쇼핑 과정과

정보 검색 시 필요한 노력이나 시간, 요구조건 및 소

비자가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상품이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매체의 구성방식에 따라, 또한 기존

정보제공매체(잡지)와 인터넷 매체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 제공 매체 중에서

잡지와 카탈로그,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들의

구성방식에 따른 정보 검색의 편의성을 조사한다. 구

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광고매체로서의 인터넷 활용

현황(접속 경로, 정보제공방식, 서비스 중요도, 의복정

보검색 매체 선호도)을 조사하고 둘째, 정보 검색 매체

의 편의성 차원을 분석하고 셋째, 정보제공 매체별, 구

성방식에 따른 정보검색 편의성 차이를 조사한다. 이

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향후 앞으로의 인터넷 패

션 소비자행동연구의 이론정립에도 활용될 수 있다. 

II.

1. 광고매체 유형 및 정보구성방식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상품정보의 전달이라는 단순

한 기능에서 한 사회의 인식과 가치, 이념을 반 하는

문화현상이며 또한 이를 창출하는 문화적 도구로 간

주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사회의 구성원을 목표로 하

기 때문에 그 사회를 도외시한 문화는 있을 수 없으며

동시대 소비자의 생활이나 문화의 한 단면을 선택하

여 강조하므로 새로운 문화를 강조한다(원을지와 이선

재, 1999). 현대사회의 광고는 문자 언어로 된 상품 설

명보다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상품 이미지를 상

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기술

의 진보로 20세기 말 광고문화는 구성과 전달방식에

서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 다. 

광고매체는 광고 메시지를 전달 가능하게 하는 모

든 수단을 의미하는데, TV, 라디오를 포함하는 방송매

체와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 컴퓨터와 통신기술 및 쌍

방향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 어디서나 연결 가

능한 매년 270%의 성장률을 지닌 대단한 잠재력을 가

진 광고매체로 인식되었다(이두회, 한 주, 1997; 김진

해, 1997).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최근 전자상거래의 도입과 함께 고객들이 원하는 정

보의 검색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쌍방향 광고가 나타

나고 있다. 인터넷 광고는 이러한 쌍방향 광고의 한

일환으로 광고주가 유료 또는 무료로서 자, 타사의 사

이트에 멀티미디어 요소를 이용한 광고물을 제작하여

사용자가 클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련의 인터넷 마

케팅 커뮤니케이션 형태라 정의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의 특징으로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양방

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기업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용자

들과 대화를 통해 고객의 불만이나 문의도 실시간으

로 해결할 수 있다. 또, 특정 다수에게 타겟 광고가 가

능하므로 광고주가 특정 다수 고객에게 광고를 노출

할 수 있고, 구매로까지 연결도 가능하다(김주호, 이재

문, 1999). 정보 제공 시간 및 공간의 제약도 없어서

24시간 계속해서 광고가 가능하고 시간대가 다른 나

라에서도 언제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광고를

볼 수 있어 전 세계의 고객을 상대로 마케팅 활동을

벌일 수 있다(권희정, 1997; 이두희, 1997). 뿐만 아니라

기존 매스미디어에서는 광고의 표현 요소가 분리된

형태로 나타났지만, 인터넷 광고에서는 텍스트, 그래

픽, 음악, 음향, 동화상 등 모든 광고 요소가 복합된 표

현이 가능하고(권희정, 1997), 계량적 효과 측정이 용이

하다. 즉 이용자가 몇 번을 보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지가 자동 측정되며 또한 광고를 게재

한 사이트에서 자사의 광고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

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 광고주가 광고효과를 실시간

으로 정량화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광고비

산정이 가능하다(김주호, 이재문, 1999; 이두희, 1997).

그리고 고객 DB와의 연계성을 들 수 있다. 회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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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 접속 ID를 이용하여 고객의 정보를 시스템적으

로 용이하게 DB화 할 수 있으며 또한 제품정보 DB까

지 연계시킬 수 있어 효율적인 DB마케팅이 가능한 것

이다(이성구, 1999). 그러나 그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으

며 현재 그 기술이 발달되어 동 상, 음성, 기타 멀티

미디어 정보가 폭등하 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시설이

나 기술 등 사용속도와 환경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그

기종과 사용환경 등이 다양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터넷 광고의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광고

와 배너 광고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e-

mail광고, 대화방 광고, 틈새광고, 협찬광고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웹사이트 광고는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사 제품이나 기업 정보에 대한 광고를 수

행하는 방법을 말하며, 배너 광고는 사이트내의 특정

위치에 사각형의 띠 형태로 노출되는 광고로 사용자

가 클릭할 경우 광고 페이지나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

는 형식의 광고를 말한다. e-mail광고는 자사의 사이트

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확보된 고객의 e-mail이나 무료

e-mail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한

내용의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형태의 메일이다. 그

리고 대화방 광고는 다수의 방문자와 개인당 30분 이

상의 방문시간을 갖는 인터넷 채팅방에 광고 목적으

로 배너나 채팅방을 이용하는 광고 형식을 말하며, 틈

새광고의 경우 사이트의 페이지가 이동하는 사이에

전체화면으로 삽입되는 광고메시지를 보여주는 형식

의 광고를 말한다. 협찬광고의 경우 인터넷 매체와 협

찬 형식을 통해 웹 컨텐츠 내에 광고메시지, 브랜드

제품 등을 삽입하는 형태로 버튼으로 되어 있거나 광

고 문구만 다른 씨로 처리하거나, 돌출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이성구, 1999; 권희정, 1997). 

국내 의류업체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자사의 브랜드

와 제품 카탈로그, 기타 이벤트, 행사 및 소식안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이것 외에도 쇼핑 사이트를 운 하

거나 해당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고은주, 목보경, 1999b). 전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의류

업체 사이트로 대현, 대하, 톰보이, 신원 등이 있으며

쇼핑 사이트를 운 하는 업체의 경우는 제일모직의

신시아 로리, 좋은 사람들, LG패션 등이 속한다. 이들

사이트의 구성은 대부분 그래픽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하의 경우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그래픽 이미지보다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고 쇼핑 사

이트 또한 텍스트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제일

모직의 경우 쇼핑사이트는 텍스트 방식으로, 브랜드

소개는 이미지 방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좋

은 사람들의 경우‘감각내의’라는 그들의 표현대로 이

미지 중심으로 웹사이트와 쇼핑사이트를 전개해 나가

고 있다. 관련업체로는 연구소나 패션 정보 제공 사이

트의 경우 패션 관련 기사는 텍스트방식이, 패션 정보

나 경향, 디자인 등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구성해 놓았

다. 

2. 인터넷 정보 검색과 편의성

1) 정보검색

정보검색이란 의사결정의 한 과정으로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욕구를 인식하면 소비자는 그것에 관해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마케터가 제공하는 광고

를 보거나 신문이나 책자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

를 얻는 행동을 말한다. 소비자가 정보를 획득하는 방

법은 능동적 탐색과 수동적 수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수동적 수용이 구체적인 목표 없이 진행되는 정보

획득이라면 능동적 탐색은 명확하게 정의된 문제와

정보획득의 목표를 갖고 수행된다. 능동적 탐색은 내

적 탐색과 외적 탐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적 탐

색은 소비자가 구매상황과 관련하여 기억 속에 축적

된 정보를 회상하고 재검사하는 정신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외적 탐색은 광고, 친구 판매원, 진열 제품

검사, 잡지 등의 정보원으로부터 상품선택에 대한 대

체적 상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은실,

이명희, 1999).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의 정보검색과정에는 기존의

전통적 상거래 시스템과 동시에 활용 가능하며, 전자

상거래 시스템의 경우 특히 외부기억수단의 제공에 있

어 전통적인 상거래 시스템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외

부기억수단의 존재로 소비자의 정보부하를 감소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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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정보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직접 검색

가능한 상품의 비교 정보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 웹

사이트를 기억하는 보조 도구들은 소비자의 외부기억

을 풍부하게 하여 소비자의 구매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이동원, 1998). 소비자의 정보검색과 이에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들은 마케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루어

져 왔다. Bettman(1979)은 이러한 내적탐색과 외적탐색

이 순환될 수 있다고 하 고 Assael(1992)는 기억으로

부터 정보인출과 추가정보를 위한 외적탐색, 평가가

연계된 과정으로서 구매행동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정

보탐색의 측정방법은 회고적 질문법, 관찰법, 정보전시

판, 프로토콜,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현

재 대부분의 연구는 회고적 질문법을 이용하고 있다. 

2) 정보검색의 편의성

인터넷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Alba와 colleagues

(1997)는 온라인 소매상의 가격 정보의 검색비용이 감

소한다면 소비자들이 가격에 더 민감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Lynch와 Ariely(1998)는 정보검색 비용

을 변화하기 위해 그 구성을 규칙적으로 변화해야한

다고 하 다. 그러나 이들은 웹사이트의 디자인 구성

에서 정보검색의 수준이나 양을 측정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나타내지 못하 다(Hoque & Lohse,

1999). Card, Moran과 Newell(1983)은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을 GOMS 모델을 이용하여 정보처리

시간을 예측하는데 과학적인 기초를 제공하 고, 각각

의 정보처리과정(마우스로 메뉴를 가리키고, 키보드로

입력하고 단어를 읽고, 페이지를 넘김)을 이용하여 세

부적인 작업의 분석을 통해 일을 완성하는 시간을 예

측하는 것이다. 

정보검색에 향을 주는 요소는 읽기와 전송시간,

기계적 운동의 세가지로 나타났다. 읽기는 컴퓨터 스

크린의 텍스트를 통해 내용을 읽는 것으로 가장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속도와 정확

성에서도 많은 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행 연구

를 통해 밝혀졌다. 시간은 일반적으로 마우스를 클릭

하거나 스크롤바를 움직이고 키보드로 자료를 입력하

고 마우스에서 키보드로 손을 옮기는데 드는 시간, 화

면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시간, 페이지가 이동하는 시

간 등을 나타낸다. 그리고 기계적인 운동은 마우스를

클릭하는 횟수, 키보드로 입력, 페이지를 넘기는 과정,

스크롤 바를 움직일 때 하는 작업등을 나타낸다. 또

화면에 나타난 광고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도 정보

검색에 향을 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는 광고의 크

기나 규모, 텍스트와 이미지의 크기와 구성 방식이 소

비자가 이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다(Hoque & Lohse, 1999). 

III.

1. 연구문제

1) 광고매체로서의 인터넷 활용 현황(접속경로, 선호

하는 정보제공방식, 서비스 중요도, 의복정보 검색

매체 선호도)을 조사한다.

2) 정보검색 매체의 편의성 차원을 분석한다.

3) 광고매체별, 구성방식에 따른 정보검색 편의성 차

이를 조사한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남 여 대학생 34명을 대상으로 1999년 10월에 직접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최근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소

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J사의 C브랜드를 선택하 고,

매체종류는 잡지, 카탈로그, 인터넷 중심으로 상품정보

를 제시하여 정보제공 매체의 구성방식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 다. 자료 분석에는 SPSSWIN 통계 패키지

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및 분산분석을 사용

하 다. 

3. 측정 도구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문항으로는 정보검색 과

정에 관한 문항, 광고매체로서의 인터넷 사이트 활용

에 관한 문항, 정보검색의 편의성에 관한 문항, 일반적

인 사항에 관한 문항의 4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정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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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터넷 광고 매체의 편의성 측정 샘플(1999년 10월 자료 참조)

·이미지 ＋텍스트 구성 방식

·이미지 구성 방식

·텍스트 구성 방식

<그림 2>  잡지 광고 매체의 편의성 측정 샘플

(1999년 10월 자료 참조)

·이미지 ＋텍스트 구성 방식

<그림 3>  카탈로그 광고 매체의 편의성 측정 샘플

(1999년 10월 자료 참조)

·이미지 구성 방식



색 과정에 관한 문항에는 정보검색시 주로 사용하는

매체, 잡지, 카탈로그, 인터넷 매체에서 정보 검색 시

느끼는 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광고매체로서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문항은 웹사이트를 알게되는 경

로, 검색하는 이유, 선호하는 정보제공방식, 웹사이트

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한 질문

으로 구성되었다. 매체별 정보검색의 편의성에 관한

문항을 측정하기 위해 J사의 C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고 매체, 인터넷 사이트, 잡지 및 카탈로그에

시행되는 광고를 선정하 다<그림 1, 2, 3>. 인터넷 매

체는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와 텍스트의 혼합방식으로

구성된 3가지와 잡지, 카탈로그 매체로 구성된 샘플이

미지를 선정, 제시하고 정보검색의 편의성을 5점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사항으

로는 나이, 성별,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의 주 사용

목적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 다. 

IV.

1. 일반적인 사항

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20세에서

22세 미만이 52.9%로 가장 많았으며 25세 미만이

23.5%, 22세에서 25세 미만이 17.5%, 20세 미만이 5.9%

로 나타났다. 남자는 52.9%, 여자가 47.1%로 나타났으

며 일주일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평균 시간은 3시간

이상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에서 2시간 미만,

2시간에서 3시간 미만이 각각 20.6%, 26.5%로 나타났

고 1시간 미만이 5.9%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요 업무로는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보검색이

7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메일(17.6%), 통신

(5.9%), 기타(2.9%)로 나타났다<표 1>.

2) 광고매체로서의 인터넷 활용 현황

특정 웹사이트를 알게되는 대부분의 경로는 검색엔

진이 47.1%, 광고매체와 친구가 20.6%, 다른 웹페이지

가 11.8%로 나타났다. 웹사이트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하는 상황으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려고 할 경우가 58.8%로 나타났으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전혀 모를 때가 29.4%, 잡지

나 카탈로그의 내용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가 2.9%, 기

타 상황이 8.8%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검색과정이 웹

사이트나 기존의 잡지, 카탈로그 매체 중 한가지만 사

용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매체를 동시에 사

용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광고 또

는 정보 제공시 2가지 매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웹사이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보를 알려고 할

때 선호하는 정보제공 방식으로는 웹페이지에서 제품

의 사진과 설명 제공이 82.4%로 가장 많았으며 웹페

이지에서 제품의 사진 제공이 8.8%, cd롬을 통해 한번

에 많은 정보 제공이 2.9%, 메일을 통한 정보 제공이

5.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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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인 사항

항목 빈도(N) 백분율(%)

20세미만 2 5.9

20세∼22세미만 18 52.9

연령 22세∼25세미만 6 17.6

25세이상 8 23.5

계 34 100

남 18 52.9 

성별 여 16 47.1

계 34 100

1시간미만 2 5.9

평균
1시간∼2시간미만 7 20.6

시간
2시간∼3시간미만 9 26.5

3시간이상 16 47.1

계 34 100

통신 2 5.9

주요
정보검색 25 73.5

업무
메일전송 6 17.6

기타 1 2.9

계 34 100

항 목 빈도(N) 백분율(%)



웹사이트의 서비스 중요도로 가장 높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빠른 속도와 정보의 질이 가장 높았으며

(m=3.01), 그 다음으로 요청에 대한 신속한 응답

(m=2.32), 흥미 있는 주제(m=2.18), 사이트 전개 방식

(m=1.79)순으로 나타났다<표 2>.

2. 패션 상품 정보검색 매체의 선호도 및

편의성 차원 분석

1) 패션상품 정보검색 매체 선호도

의복에 관한 정보 검색 시 자주 사용하는 매체로

잡지가 47.1%, 카탈로그가 35.3%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이 2.9%, 기타가 14.7%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내용으로

는 TV광고나 친구를 통해, 스트리트 패션 등으로 나타

났다. 이는 현재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이 올라가 있

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검색을 하지만

의류는 직접 보고 확인하거나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특성 상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의복 정

보 검색에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검색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정보검색 매체의 편의성 차원 비교 분석

정보검색 매체의 편의성에 대한 차원분석을 위해

총 11개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5개

의 요인을 추출하 고, 각 요인에 대한 설명력과 내용

은 <표 3>에 제시된바와 같다.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은 73.07%로 나타났으며 5개의 요인 중 정보의 이해

도와 디자인 구성이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요인분석 결과 편의성 차원은 5가지로, 정보의

이해도, 디자인 구성, 검색의 용이성, 시간적 편의성,

정보검색의 편의성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이해도는

‘모든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상품에 대한 정보검색

이 가능하다’, ‘짧은 시간에 연속으로 보여지는 자료

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이 여러번 나오

지 않는다’가 나타났으며 디자인 구성에는‘화면 구성

이 간단하고 이해가 쉽다’, ‘사진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로 나타났다. 검색의 용이성에는

‘특정 단어 등으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적은 노

력으로 페이지를 넘길 수 있다’로 나타났고, 시간적

편의성은 원하는 시기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료

를 구하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로 나타났으며 정보검

색의 편의성에는‘자료가 손상되거나 깨짐 없이 잘 볼

수 있다’, ‘여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로 나타났다. 이중 정보 검색의 편의성

(m=3.16)과 디자인 구성(m=3.12), 검색의 용이성

(m=3.0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시간적 편의성

(m=2.87)과 정보의 이해도(m=2.83)는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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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광고매체로서의 인터넷 사용 현황

항목 빈도(N) 백분율(%) 평균(M)

웹사이트 4 11.8

검색엔진 16 47.1

인지 광고매체 7 20.6

경로 친구 7 20.6

기타 0 0

계 34 100

상품이나 서비스에
10 29.4

대해 전혀 모를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20 58.8

검색 많은 정보를 알려고 할 경우

상황 잡지나 카탈로그의
1 2.9

내용과 비교해 보기 위해

기타 3 8.8

합계 34 100.0

웹에서 제품 사진 제공 3 8.8

정보
웹에서 제품의 사진과 설명 28 82.4

제공
CD롬을 통해 한번에

1 2.9

방식
많은 정보제공

메일을 통한 정보 제공 2 5.9

합계 34 100.0

빠른 속도 3.01

웹사이트의 정보의 질 3.01

서비스 사이트 전개 방식 1.79

중요도 흥미 있는 주제 2.18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답 2.32

항 목 빈도(N) 백분율(%) 평균(M)



3. 정보 제공 매체 및 구성 방식에 따른

편의성 비교 분석

1) 정보제공 매체별 편의성 비교 분석

Sample 5개를 대상으로 측정한 정보제공 매체의 편

의성을 측정한 결과 잡지(M=3.28), 인터넷(M=2.93),

카탈로그(M=2.62)순으로 편의성이 높게 나타났다<표

4>.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소비자들이 패션정보를 검

색할 때 잡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정보제공 매체별 편의성은 ANOVA 분석결과, F값

.103, p값 .903으로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표 4에 나타난 매체별 편의성의 평균값을 비

교해보면, 첫째, 인터넷 매체의 가장 높은 편의성 항목

은 검색 시간이 적게 걸린다(편의성9)와 단순한 과정

을 통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편의성10)로 나타났다.

상품정보의 정확성에 관련된 편의성 항목, 모든 내용

을 살피지 않아도 상품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편의

성1)와 사진의 상품재현성(편의성4)이 비교적 낮게 나

타났다. 둘째, 잡지매체의 가장 높은 편의성 항목은 화

면구성이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다(편의성4)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패션정보 검색시 소비자에게

현재까지 가장 익숙한 매체로 인지된 매체가 잡지

던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카타로그 매체에서 편의성

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모든 내용을 살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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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보검색 매체의 편의성 차원

구분 평균 표준 요인 Eigen 총변량에 대한 신뢰도

편차 부하량 value 설명력(%) 계수

요인1. 정보의 이해도

·모든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상품에 대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편의성 1)
2.82 .54 .522

·짧은 시간에 연속으로 보여지는 자료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편의성 3)
2.88 .71 .822

1.833 16.668 .78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나오지 않는다. (편의성 11) 2.80 .63 .536

계 2.83 .63 .627 1.833 16.668

요인2. 디자인 구성

·화면 구성이 간단하고 이해가 쉽다. (편의성 4) 3.15 .51 .829
1.753 15.940 .89

·사진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편의성 8) 3.09 .71 .594

계 3.12 .61 .712 1.753 15.940

요인3. 검색의 용이성

·특정 단어 등으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편의성 2) 2.71 .49 .794
1.617 14.697 .75

·적은 노력으로 페이지를 넘길 수 있다. (편의성 5) 3.47 .52 .565

계 3.09 .51 .680 1.617 14.697

요인4. 시간적 편의성

·원하는 시기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편의성 7) 2.95 .51 .901
1.418 12.887 .88

·자료를 구하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 (편의성 9) 2.79 .78 .604

계 2.87 .65 .753 1.418 12.887

요인5. 정보 검색의 편의성

·자료가 손상되거나 깨짐이 없이 잘 볼 수 있다. (편의성 6) 3.25 .51 .846
1.417 12.882 .73

·여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다. (편의성 10)
3.06 .66 .784

계 3.16 .59 .815 1.417 12.882

구 분 평균
표준 요인 Eigen 총변량에 대한 신뢰도

편차 부하량 value 설명력(%) 계수



아도 상품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편의성1)으로 나

타났다.

2) 정보제공 구성방식별 편의성 비교 분석

Sample 5개를 대상으로 측정한 정보제공 방식의 편

의성의 경우 이미지와 텍스트의 혼합방식의 편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M=3.20), 텍스트방식이

(M=2.90), 이미지(M=2.69)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정보제공 구성방식에 따른 편의성을 비교, 분석 하

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F값 8.303, p값 .000으

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Duncan의 사

후검정 결과 이미지(M=2.69)와 텍스트(M=2.90)는 동

131

高 銀 珠/情報提供媒體의 構成方式에 따른 패션商品 情報檢索의 便宜性에 關한 硏究

<표 4>  정보제공매체의 편의성

구분 인터넷 잡지 카탈로그 Total
sam1 sam2 sam3 sam4 sam5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편의성1 2.94 0.88 2.59 1.08 2.44 0.93 2.66 0.96 3.18 1.09 2.09 0.75 2.64 0.93

편의성2 2.62 1.02 3.26 0.90 2.26 0.75 2.71 0.89 3.24 0.82 2.21 0.73 2.72 0.81

편의성3 3.24 0.78 2.76 1.02 2.56 0.79 2.85 0.86 3.15 0.74 2.52 1.03 2.84 0.88

편의성4 3.21 0.81 2.68 1.07 2.88 0.84 2.92 0.91 3.50 0.75 2.79 1.04 3.07 0.90

편의성5 3.32 0.77 2.91 0.97 3.06 1.01 3.10 0.92 3.35 0.54 3.09 0.90 3.18 0.79

편의성6 2.91 0.87 3.26 0.83 2.85 0.86 3.01 0.85 3.24 0.74 2.79 0.95 3.01 0.85

편의성7 2.94 0.89 3.12 1.04 2.97 1.03 3.01 0.99 3.12 0.88 2.74 0.86 2.96 0.91

편의성8 4.24 6.90 2.29 1.14 2.64 0.88 2.67 0.96 3.35 0.88 2.58 1.28 2.87 1.04

편의성9 3.47 0.83 2.94 1.04 2.94 0.74 3.12 0.87 3.35 0.95 2.56 0.93 3.01 0.92

편의성10 3.35 0.94 3.09 0.87 2.91 0.75 3.12 0.85 3.32 0.98 2.41 0.78 2.95 0.87

편의성11 3.14 0.89 3.03 0.87 2.85 0.96 3.01 0.91 3.24 0.85 3.00 0.92 3.08 0.89

Total 3.11 0.87 2.90 0.99 2.76 0.87 2.93 0.91 3.28 0.84 2.62 0.92 2.94 0.89

인터넷 잡지 카탈로그
구 분 sample 1 sample 2 sample 3 Subtotal sample 4 sample 5

Total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표 5>  정보제공방식의 편의성

구분 TextText+Image Image Total
sam2 sam1 sam4 subtotal sam3 sam5 subtotal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편의성1 2.59 1.08 2.94 0.88 3.18 1.09 3.06 0.99 2.44 0.93 2.09 0.75 2.27 0.83 2.64 0.97

편의성2 3.26 0.90 2.62 1.02 3.24 0.82 2.93 0.92 2.26 0.75 2.21 0.73 2.24 0.74 2.81 0.85

편의성3 2.76 1.02 3.24 0.78 3.15 0.74 3.20 0.76 2.56 0.79 2.52 1.03 2.54 0.91 2.83 0.90

편의성4 2.68 1.07 3.21 0.81 3.50 0.75 3.40 0.78 2.88 0.84 2.79 1.04 2.84 0.94 2.97 0.93

편의성5 2.91 0.97 3.32 0.77 3.35 0.54 3.34 0.66 3.06 1.01 3.09 0.90 3.08 0.96 3.11 0.86

편의성6 3.26 0.83 2.91 0.87 3.24 0.74 3.08 0.81 2.85 0.86 2.79 0.95 2.82 0.91 3.05 0.85

편의성7 3.12 1.04 2.94 0.89 3.12 0.88 3.03 0.89 2.97 1.03 2.74 0.86 2.86 0.95 3.00 0.96

편의성8 2.29 1.14 3.08 0.87 3.35 0.88 3.22 0.88 2.64 0.88 2.58 1.28 2.61 1.08 2.71 1.03

편의성9 2.94 1.04 3.47 0.83 3.35 0.95 3.41 0.89 2.94 0.74 2.56 0.93 2.75 0.84 3.03 0.92

편의성10 3.09 0.87 3.35 0.94 3.32 0.98 3.33 0.96 2.91 0.75 2.41 0.78 2.66 0.77 3.03 0.87

편의성11 3.03 0.87 3.14 0.89 3.24 0.85 3.19 0.87 2.85 0.96 3.00 0.92 2.93 0.94 3.05 0.89

Total 2.90 0.99 3.11 0.87 3.28 0.84 3.20 0.86 2.76 0.87 2.62 0.92 2.69 0.89 2.93 0.91

Text Text+Image Image
Total구 분 sample 2 sample 1 sample 4 subtotal sample 3 sample 5 subtotal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일그룹으로, 텍스트와 이미지 혼합방식(M=3.25)은 다

른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텍스트와 이미지 혼합

방식의 구성방식이 가장 편리하게 인지되어 인터넷을

통한 의류제품의 광고를 제작할 때, 구성방식을 고려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V.

본 연구는 정보 제공 매체 중에서 잡지와 카탈로그,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매체의 구성방식

에 따른 정보 검색의 편의성에 관해 연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광고매체로서의 인터넷 활용 현황을 조사

하고 정보 검색 매체의 편의성 차원을 분석하 으며,

광고매체별, 구성방식에 따른 정보검색 편의성 차이를

조사하 다. 연구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20세에서 22

세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1주일 평

균 3시간이상으로 나타나 인터넷의 사용정도가 높음

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목적이 정보검

색임을 알 수 있었다. 웹사이트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하는 상황으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려고 할 경우와 잡지나 카탈로그의 내

용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정보검색과정이 웹사이트나 기존의 잡지, 카

탈로그 매체 중 한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가

지 이상의 매체를 동시에 사용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광고 또는 정보 제공 시 다양한

매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보를 알려고 할 때 선호하는

정보제공 방식으로는 웹페이지에서 제품의 사진과 설

명 제공이 가장 많았으며 샘플을 통한 실험 결과에서

도 이미지(사진)와 설명을 사용한 방식에서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단지 이미지만으로는 상품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보검색 매체의 편의성차원은 5가지로, ‘정보의 이

해도’, ‘디자인 구성’, ‘검색의 용이성’, ‘시간적 편의

성’, ‘정보검색의 편의성’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 매

체별 편의성 차원 비교 분석 결과 매체의 경우 잡지,

인터넷 카탈로그 순으로 편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성방식의 경우 이미지와 텍스트 혼합방식, 텍스트,

이미지 순으로 편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

제공매체별 편의성은 통계적인 유의성의 차이가 없었

고, 정보제공 구성방식별 편의성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텍스트와 이미지의 혼합방

식이 구성방식 중 가장 편리한 정보제공 방식으로 인

지되었다. 이를 통해 정보제공 매체의 특성과 제공하

려는 상품의 특성에 맞춘 매체의 선택과 설명 방식 및

정보 제공 방식을 선택하여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구성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인터넷 소비자

행동의 이론정립에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파일

롯 연구로서 조사대상자의 수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후속연구에는 조사대상자의 크기를 확대하여 조사 분

석함으로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가설에 대한 일반화

적용과 인터넷 소비자 행동 모델에 대한 이론적 정립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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