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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roduct recommendation services as an atmosphere for online mass

customization shopping sites on consumers' cognitive and affective responses. We conducted a between-

subject experimental study using a convenience sample of college students. A total of 196 participants pro-

vided usable respons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pport the S-

O-R model for a product recommendation system as an element of the shopping environment with an influ-

ence on OMC product evaluations and arousal. The results showed that OMC product recommendation ser-

vice positively affected cognitive and affective response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OMC re-

tailers might pay attention to the affective and cognitive responses of consumers through product recommen-

dation services that can enhance product evaluations and OMC usage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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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온라인 대량고객화(Online Mass Customization: OMC)

는 소비자가 디자인 선택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선

호가 반영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 측면

에서는 점차 심화되는 기업경쟁 속에서 차별적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고객화에 관심을 기

울이고 있으며(Dellaert & Stremersch, 2005; Syam et al.,

2005),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고객화 실행은 기업과

학계의 기대 속에서 의류산업에 또 다른 가능성을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다루어져 왔다(Ansari & Mela,

2003; Fiore et al., 2004; Ulrich et al., 2003). 그러나, 최

근 연구의 결과들에서, OMC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다양

한 디자인 옵션들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최종 제품을 얻

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dakci & Whitelock, 2004; Pine II et al., 1995; H. H.

Lee, et al., 2011). 소비자가 쇼핑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은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이와 같은 제품선택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심

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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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 Lee et al., 2011).

소비자의 개인화에 대한 욕구가 보다 본질적이고 구체

적인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량고객화의 경우(Gil-

more & Pine II, 1997)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이나 관여가 요구되며, 특히 의류

제품은 쾌락적 성향이 높은 제품인 동시에 각 부위나 디

테일을 변경함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하고 구성

의 난이도의 범위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

한 욕구를 제품속성과 연결시키는 능력과 함께 소비자

가 자신의 욕구를 찾아가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하

는 리테일러의 능력이 대량고객화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

한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H. H. Lee et al., 2011;

Salvador et al., 2009; Zhang & Jiao, 2007).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대량고객화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제품추천 서비스

를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패션상품의 대량고객화 서비

스에 적합한 제품추천 서비스 유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

한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리테일러의 능력은 소비자 선택과 탐색과정을 지

원하는 시스템에 의해 평가된다(Salvador et al., 2009). 이

런 상황 속에서 제품속성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이나

(Kamis et al., 2008), 연상범주기반 추천 서비스(Zhang &

Jiao, 2007) 등과 같은 제품추천 서비스(product recommen-

dation service)는 OMC에 수반되는 제품선택과정의 복잡

성과 부담을 줄이며 OMC의 적용가능성을 확장하는 효

과적인 방안으로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온라인 제품

추천 서비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제품선택과정에 수반

되는 인지적 비용을 줄이거나 선택의 용이성을 향상시키

는 역할 등의 인지적 측면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Kamis et al., 2008), 궁극적인 목적인 구매의도나 충성

도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반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

되는 OMC 서비스와 제품추천 서비스는 대부분의 소비

자에게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쇼핑환경 내에서의 새로

운 자극으로 지각될 것이며, 따라서 평가지침으로서 감

정적 기분이 사용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

다(Kahn, 1995). 이와 함께, 감정변수는 최근 소비경험과

쇼핑환경에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쇼핑환경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적 반응과 함

께 감정변수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E. J. Lee et

al., 2011; Lee & Lee, 2011; Suh & Son, 200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극-유기체-반응(S-O-R) 모형의 PAD(pleasure-

arousal-dominance) 감정차원들을 도입하여 의류상품의

OMC 과정에 제공되는 제품추천 서비스가 OMC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Kotler(1973, p. 50)는 “구매자의 구매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구매환경디자인”로 점

포분위기 요소를 정의하여, 점포의 시각적 요소를 비롯

하여 온도감, 향기, 질감, 인적 요소 등을 점포분위기 요

소로 포함하였다. 온라인 쇼핑몰 연구에서도 다양한 점

포분위기 요소가 소비자의 감정, 태도, 그리고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Eroglu et al., 2001,

2003; Koo & Ju, 2010; Milliman & Fugate, 1993). 그러

나 온라인 쇼핑몰 점포분위기에 관한 연구는 시각적 요

소의 영향에 국한되어 왔으며(Koo & Ju, 2010), 따라서

오프라인 점포와 비교하여 온도감, 향기, 질감, 그리고

인적 요소와 같은 점포분위기 요소가 부족하다는 한계

점이 지적되어 왔다.

온라인 대량고객화 쇼핑과 같이 상품선택과정을 지원

하는 서비스가 요구되는 쇼핑환경에서는 특히 인적 요소

와 같은 점포분위기가 소비자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Babin & Darden, 1995; Goff et al., 1997). 온

라인 쇼핑몰의 제품추천 서비스는 자신의 선호에 부합

하는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고객의 상품

탐색과정을 지원하여 오프라인 점포의 인적 판매원의 면

대면 상품추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Huffman &

Khan, 1998; Zhang & Jiao, 2007), 온라인 점포의 인적 점

포분위기 요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MC 제품추천 서비스를 점포환경분위

기(store atmospherics) 구성요소로 보고 OMC를 제공하

는 온라인 의류쇼핑몰의 점포환경 내 자극요소로 정의

하였다. 인적 점포분위기 요소는 하나의 점포환경분위

기로서 소비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제품과

쇼핑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Babin & Darden,

1995; Goff et al., 1997)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적 점포분위기 요소로서의 제품추천

서비스가 OMC를 제공하는 온라인 의류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적, 인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PAD 변수 간 상호 인과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PAD 감정변수들의 행동의도에 대한 예측력

– 1223 –



88 한국의류학회지 Vol. 36 No. 11, 2012

을 향상시키고자 한 연구들과(Hui & Bateson, 1991; Ku-

ppens, 2008; J. H. Lee et al., 2011; Massara et al., 2010;

Ward & Barnes, 2001), 점포 내에 존재하는 환경자극에

대한 소비자 인지와 감정의 동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였다(Kim, 2011; Massara et

al., 2010). 이를 통해 OMC 의류쇼핑몰의 제품추천 서비

스가 점포분위기 구성요소로서 감각적 반응인 환기를 매

개하여 순수 감정차원인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

-행동 모델 경로와, 제품평가와 인지적 감정차원인 지배

력을 매개하여 즐거움에 이르는 인지-감정-행동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고객화된 최종 제품에 대한 기대가

높은 대량고객화 쇼핑상황에서는 전반적인 대량고객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고객화 과정을

거쳐 제공된 최종 제품에 대한 선호적합성 지각이나 제

품만족을 통해 유도할 수 있으므로(Franke et al., 2009),

OMC 의류쇼핑몰의 제품추천 서비스에 대한 인지적 반

응인 제품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OMC 의류쇼핑몰의 제품추천 서

비스라는 온라인 점포분위기 요소가 제품평가라는 인지

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감정변수들 간의 상호 인과관

계를 살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는 PAD 감정차원

간 영향관계를 실제 상황에 적용시킴으로써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향

후 온라인 의류쇼핑몰의 OMC 서비스와 제품추천 서비

스 개발과 적용에 필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의류상품의 온라인 대량고객화 제품추천 서비스

제품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원하

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로 사용되어 왔다(Cho et al., 2005). 추천 서비스에 관

한 연구들은 구전이나 준거집단의 영향과 같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정보원의 영향 연구와 관련되어 발전되

어 왔으며(Senecal & Nantel, 2004), 소비자가 원하는 제

품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요구에 가장

부합되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

라서, 추천 제품을 선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원이 무

엇인가에 따라 추천 시스템의 유형이 결정되는데, Sene-

cal and Nantel(2004)은 개인화된 추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컨수머 리포트(Consumer Reports)와 같은 비개

인화 추천 정보 또한 추천 서비스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제품추천 서비스를 개념화하였다.

개인화된 추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제품추천 서

비스 또한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되었

는데,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내

용기반 추천 방식(content-based filtering: CBF)은 목표

고객의 상품선호에 근거하여 상품 간의 유사 정도를 측

정하여 추천 결과를 생성하는 것이다(Basu et al., 1998).

이 유형의 경우 고객의 과거 구매이력에 근거하여 선호

를 도출하는 방법의 한계와 과거 구매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Avery &

Zeckhauser, 1997). 협업 필터링 추천 방식(collaborative

filtering: CF)은 목표고객과 유사한 구매이력을 나타내

는 이웃고객들의 상품선호를 이용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구전추천이라고 할 수 있다(Hill et al., 1995; Xiao & Ben-

basat, 2007). 협업 필터링은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나, 상

품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평가와 선호를 획

득하기 어렵고 이들 선호 간의 유사성을 추출하는데 한

계가 있다. 두 유형의 제품추천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정

해진 평가기준과 척도에 의해 소비자의 선호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실제 선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과 과거 데이

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구매상황의 소비자 선호를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Zhang

& Jiao, 2007).

이에 따라, 위의 두 유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하이브리드 추

천 방식들이 제안되었다. Cho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고객의 순차적 구매패턴을 분석하여 제품추천에 반영하

고자 하였으며, 추천 시스템에 소비자의 실시간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정보탐색시간을 도입한 연구들 또한 이

루어졌다. Parson et al.(2004)는 특정 제품을 탐색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다고 하여 제품정보와 제품탐색시간을 연동하는 추천 시

스템을 제안하였으며, Kim et al.(2005) 또한 고객의 네

비게이션 패턴분석에 근거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고객의 구매이력 외에 사회적 정보나(Ma et al., 2011) 심

리유형을(Park & Kim, 2012) 추천 시스템에 접목시켜

추천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 또한 이루어

졌다. 이 외에도 과거 선호에 국한된 제품추천 시스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기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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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매자의 구매상황을 반영하는 연

구 또한 이루어졌다(Brunato & Battiti, 2003). 이와 같이

최근의 제품추천 방식은 과거 구매이력보다는 구매 시

소비자의 상황이나 탐색행동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심리

적 유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점차 발전되어 왔다.

온라인 대량고객화로 불리는 마케팅 전략은 제품유

형의 다양성과 차별화된 독특함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가 증가하는 환경변화를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Pine II et al., 1993),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선호를 정확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

는 것이 다른 유형의 쇼핑환경보다 더욱 중요하다. 그러

나, OMC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많은 부

분선택안들을 비교하고 조합하여 자신의 선호에 적합한

제품을 찾아내는 과정은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이나 비

용지각의 증가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Lee & Chang, 2011;

Zhang & Jiao, 2007). 특히, 의류제품은 쾌락적 성향이 높

으며 개인의 선호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제품으로 대

량고객화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은 제품유형인 반

면(Piller, 2004), 각 부위나 디테일을 변경함에 따라 다

양한 디자인이 존재하고 구성 난이도의 범위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의류제품 OMC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각

하는 어려움 또한 다른 제품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클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상품정보나 쇼핑과

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인적 판매원의 서비스가 제

한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다양성이나 전문성에 의해 제

품선택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많이 요구되는 경우

OMC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어려움은 더욱 증가

한다(Huffman & Khan, 1998). 따라서, 패션상품의 OMC

쇼핑상황은 디자인 선택안의 증가와 조합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품추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OMC 과정을 통해 소비자 선호에 가장

가까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탐색 및 쇼핑과정을 지

원하는 제품추천 서비스는 의류상품 OMC의 성공적인

도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Salvador et al., 2009;

Zhang & Jiao, 2007),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제품평가와

쇼핑몰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의류쇼핑몰의 제품추천 서비스 실행은

기초적인 단계에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미

흡하다. 소비자 선호형성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소비자

선호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상황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Kramer, 2007), 특히

패션상품의 경우 트렌드 변화의 주기가 짧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변화 또한 급격한 제품유형이므로, 쇼핑

상황에서 구매시점의 소비자 선호를 추정하고 이를 추천

상품으로 구현하는 추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

서, 사용자의 심리유형을 추천 시스템에 접목하고 실시

간 정보탐색행동 분석에 근거한 제품추천 시스템 개발

의 필요성을 제안한 일련의 하이브리드 추천 방식 연구

들이(Brunato & Battiti, 2003; Kim et al., 2005; Park &

Kim, 2012) 패션제품추천 시스템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패션상품은 구매결정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이

미지 평가와 같은 비언어적 속성이 중요하므로(Kim &

Forsythe, 2007)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를 전달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제품추천 시스템 개발의 대

표적인 어려움으로 알려져 있다(Zhang & Jiao, 2007).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유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Park and Kim(2012)의 연구를 패션제품추천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패션제품의 선호파악에 중요한 심리유형 정

보로서 패션제품과 패션브랜드 유형 분류의 기준이나 소

비자의 패션상품구매 시 평가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패션추구이미지(Chung & Rhee, 1992; Delong, 1987)

를 도입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구매시점 선호를 반영하

기 위해 실시간 정보탐색행동을 추천 서비스에 접목한

연구들을 참고하여(Kim et al., 2005; Parson et al., 2004),

OMC 과정에서 단계별 부분디자인 선택과정의 탐색 및

선택행동에 근거한 실시간 선호추정 추천 시스템을 개

발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S-O-R 패러다임의 적용

환경심리학에 근거하여 Mehrabian and Russell(1974)

에 의해 제안된 S-O-R 패러다임과 이에 근거한 PAD 감

정모델은 Donovan and Rossiter(1982)에 의해 전통적

인 오프라인 점포환경에 적용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 환

경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점포를 구성하

는 환경자극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반응과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설명하는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되었다(Kim

et al., 2007; E. J. Lee et al., 2011; Massara et al., 2010;

Suh & Kim, 2002; Yoon & Lee, 2008). S-O-R 패러다

임에서 환경자극은 소비자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

로 인지하고 환기되도록 자극하는 것을 말하며, 두 번

째 구성요소인 유기체는 소비자가 이와 같은 환경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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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시키고 활용하여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지각적, 심리적, 감정적, 인

지적 활동으로, 소비자의 감정변화의 원인이 된다. 마지

막 구성요소인 반응은 소비자의 태도나 행동의도의 변

화를 말한다.

점포환경이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연

구결과들이 제안되고(Hirshman & Holbrook, 1982; Me-

hrabian & Russell, 1974) 점포 내 환경자극과 소비의 감

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

들은 쇼핑환경인 환경자극과 소비자의 접근-회피 행동

을 매개하는 감정차원을 즐거움, 환기, 지배력의 감정차

원으로 세분화하였다. 즐거움은 환경에서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즐겁다고 느끼는 정도로, 환기는 소비자가 환경

의 자극을 통하여 활성화며 감정적으로 흥분됨을 느끼

는 정도로, 지배력은 자율적이며 주도적인 감정이 드는

정도나 지각된 통제감으로 정의된다(Eroglu et al., 2003;

Mehrabian & Russell, 1974; Kahn, 1995; Ward & Barnes,

2001). 최근의 PAD에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세 가지 감

정차원이 행동에 미치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영향에

집중했던 초기의 연구들과는 달리(Donovan & Rossiter,

1982; Mehrabian & Russell, 1974), 점차 감정차원들 간

의 상호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

행되었다(Kuppens, 2008; J. H. Lee et al., 2011; Ward &

Barnes, 2001).

한편, PAD 감정모델은 환경자극에 대한 소비자 반응

을 세가지 감정차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PAD

감정모델이 근거로 삼고 있는 S-O-R 패러다임의 중간

단계인 유기체(O)는 감정적 반응은 물론 인지적 평가를

전제로 한 감정적 반응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점포 내에서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그리고

일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인지적인 평가과정

을 거쳐 가치판단에 의한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인 반면,

점포 내에 존재하는 시각적, 청각적, 인적 분위기는 소

비자로 하여금 감각적이고도 심리적인 변화에 의한 감

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의류제품의 OMC 과정에서 제공

되는 제품추천 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온라인 점포환경

자극으로서 소비자의 감각적 자극이 되는 동시에 오프라

인 점포의 인적 서비스를 대체하고 제품탐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로서 대표적인 인지적 자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신경계통에 의해 경험

할 수 있는 자극에 대한 감정차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

고 있는 PAD 감정모델에 제품평가라는 인지적 평가를

매개하여 감정적 반응에 이르는 경로를 보완하여 OMC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추천 서비스가 점포 내 환경자극

으로서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OMC 제품추천 서비스가 소비자의 인지적, 감

정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1) OMC 제품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감

정 반응 경로

제품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오프라인 점포에

서 인적 환경요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상품선택과정에

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쇼핑과정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점포 내 환경자극요인

이다(Huffman & Khan, 1998; Zhang & Jiao, 2007). 감

정의 인지적 평가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 of emo-

tions)은 인지적 평가가 감정유발에 필수적임을 전제한

다(Lazarus, 1991). 이 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은 점포 내

에 존재하는 환경자극요인이 소비자의 쇼핑환경에 대

한 지각은 물론, 제품의 품질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였다(Chebat & Michon, 2003;

Ward & Barnes, 2001). 또한, 점포 내 환경요인으로서

인적 환경요소는 리테일러가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기

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품평가에

영향을 미친다(Baker et al., 1992; Goff et al., 1997; Koe-

ring & Page, 2002). 따라서, 인적 환경요인이 결핍된 온

라인 쇼핑환경에서 OMC 제품추천 서비스는 제품탐색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인식됨에 따라 제

품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Eroglu et al.(2003)

은 점포환경요소를 쇼핑이라는 과업을 완수하는 데 도

움이 되는 정보제공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고과업 환

경자극(high task-relevant environment)과 저과업 환경

자극(low task-relevant environment)으로 유형화하였는

데, 제품추천 서비스와 같이 상품탐색을 지원하는 서비

스의 경우 제품상세설명 및 사진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고

과업 환경자극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OMC 온라인

의류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품추천 서비스는 인지적 반

응을 유발하는 고과업 점포환경자극으로서 제품에 대

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 OMC 제품추천서비스는 OMC 선택안 제품평가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PAD 감정차원에 관한 일부 연구들은 감정차원으로

서의 지배력의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Russell

and Pratt(1980)은 지배력이 인간의 인지적 해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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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정차원이므로 감정반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순수

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감정차원에서 지배력을 제

외하였다. 이에 일부 연구들은 인지적 차원의 감정인 지

배력을 순수한 감정차원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제안하였다(Kuppens 2008; J. H. Lee et al., 2011; Ma-

ssara et al., 2010). 또한, Ward and Barnes(2001)는 점포

환경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통제감은 목적달성가능성

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지배력이

인지적 평가를 매개한 감정차원임을 시사하였다. 즉, 목

적달성을 촉진시킨다고 지각되는 환경자극에 의해 소

비자의 판단을 거친 긍정적 감정을 형성할 수 있으며, 반

대로 목적달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환경에서는 반대의 감

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지배력은 소

비자가 특정 제품구매의 목적 없이 브라우징을 하는 경

우보다는 제품구매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쇼핑할

때와 같이 소비자의 인지적 평가가 활성화되는 상황에

서 더욱 중요한 감정이므로(Massara et al., 2010) 지배

력은 제품에 대한 평가와 같은 인지적 평가과정의 영향

을 받아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2. OMC 선택안 제품평가는 지배력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감정의 인지적 평가이론에 근거하여 점포 내 환경자

극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 연구들은, 환기나 지배력과 같은 감정차

원이 인지적 평가과정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즐거움이라

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Ma-

ssara et al., 2010). Ward and Barnes(2001)는 소비자가

점포 내에서 통제감을 지각하고 지배력을 경험할수록

즐거움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접근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긴박성이 부족한 점포 내

소비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지배력을 지각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하여 PAD 감정차원 중 지배력을 제외한 연구

들이 있으나(Donovan & Rossiter, 1982; Mehrabian &

Russell, 1974), 의류상품의 OMC 상황은 소비자가 지각

하는 쇼핑의 복잡성 지각이 높아질 수 있으며 온라인 탐

색과정이 소비자의 통제를 강화하고 쇼핑경험을 촉진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오프라인보다는 인터넷

상에서 지배력을 더 많이 경험하므로(Dailey, 2004; Lu-

nardo & Ababacar, 2009; Suh & Son, 2004), 본 연구에서

지배력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할 것으로 예

상된다.

H3. OMC 쇼핑과정의 지배력은 즐거움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 OMC 제품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반응

경로

점포 내 인적 서비스는 환경자극요인 중 사회적 요인

으로서(Baker et al., 1992) 백화점이나 할인점과 같은 소

매 매장에서 특히 중요한 환경요소이다(J. H. Lee et al.,

2011; Lee & Lim, 2011). 이와 같은 인적 점포환경요소

는 소비자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리

테일 환경에 노출된 소비자에게 오감을 자극하고 정신

적인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

을 이끌어낸다(Donovan & Rossiter, 1982). 쇼핑환경에

서 감각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쾌락적 쇼핑행

동(Hirshman & Holbrook, 1982) 혹은 즐거움을 추구하

는 소비자 행동으로(Bloch & Bruce, 1984; Sherry et al.,

1993) 설명되는 이와 같은 견해는 온라인 쇼핑환경에도

적용된다. 특히, 온라인 의류쇼핑몰의 대량고객화 마케

팅에 대한 소비자의 혜택지각이 소비자의 인지적 평가

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최근 연구는(E. J. Lee

et al., 2011) 고객화를 위한 일대일 마케팅이 소비자의 환

기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OMC 의류쇼핑몰의 제품추천 서비스 환경자극요인이 소

비자의 환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

서, OMC 의류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제품추천 서비스라

는 환경자극요인은 소비자의 환기수준에 영향을 미침으

로써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H4. OMC 제품추천 서비스는 소비자 환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PAD 감정모델을 사용하여 점포 내 환경자극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즐거움과 환기만

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Donovan & Rossiter, 1982; Koo & Ju,

2010; J. H. Lee et al., 2011; Lee et al., 2008; Lee & Lee,

2011; Russell & Pratt, 1980). 민감하고, 활동적이고, 활성

화된 정도로 정의되는 환기는(Eroglu et al., 2003; Kahn,

1995) 소비자가 점포 내 환경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자

극을 통한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점포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자극특성들은 소비자

의 환기에 영향을 미치며 환기수준은 행복감이나 즐거

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쇼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altcheva & Weitz, 2006; Lee

et al., 2008; Rafaeli & Revelle, 2006). 환기와 즐거움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E. J. Lee et

al., 2011; J. H. Lee et al., 2011), 오프라인 점포뿐만 아

니라 온라인 점포 환경에서도 환기수준은 즐거움에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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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5. OMC 쇼핑과정의 환기는 즐거움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 OMC 제품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행

동 반응 경로

PAD 감정차원 간 상호 인과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에

의하면, 환기는 점포 내 환경자극에 대한 소비자의 일차

적 반응으로 감각적인 감정차원으로서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배력은 인지적 평가에 의한 감정반응의

정보단서로서 순수한 감정차원인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

며, 즐거움은 소비자의 점포 내 체류의도는 물론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Frijda, 1993; Kim,

2011; J. H. Lee et al., 2011; Lee et al., 2008). 이와 같이

점포 내 상황에서 환기와 지배력이라는 감정의 영향에

의해 발생되는 즐거움이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며(Baker et al., 1992;

Kaltcheva & Weitz, 2006; Lee et al., 2008; Sherman et

al., 1997), 오프라인 점포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 환경에

서 발생되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소비자의 접근행동

과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Koo & Ju, 2010; J. H. Lee et al., 2011). 따라서, 의류

제품의 온라인 OMC 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적, 감정적 반응 경로를 거쳐 소비자가 느끼는 즐거움은

소비자의 쇼핑몰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OMC 쇼핑과정의 즐거움은 OMC 이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표본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극물로 티셔츠 품목의 OMC 서비스를 제

공하는 가상의 온라인 패션쇼핑몰(제품추천 서비스를 포

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을 개발하고 응답자들

이 이 쇼핑몰을 방문하여 티셔츠의 고객화 과정에 참여

하는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의류상품의 OMC 서비스

제공이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가상의 패션쇼핑몰

을 개발하여 응답자에게 OMC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제

공하고자 하였으며, 제품추천 서비스의 효과 또한 측정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티셔츠

상품의 OMC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션쇼핑몰을 개발하였

다. 티셔츠는 온라인 소비자가 가장 빈번히 구매하는 의

류상품이며(Lee et al., 2012), 착용자의 이미지를 표현

하는 대표적인 패션아이템이므로 OMC에 적합한 상품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추구이미지라는 소비자 심리유형

과 소비자의 실시간 정보탐색행동을 추천 시스템에 접

목하여(Kim et al., 2005) 하이브리드 소비자 선호추정

추천 시스템을 자극물로 개발하여 실험처치로 조작화하

였다. 먼저, 타겟과 트렌드 특성을 반영한 패션추구이미

지를 유형화하기 위해 아이템별 인기순위를 제공하는 사

이트에 게재된 20~30대 타겟의 티셔츠 상품들을 대상으

로 3명의 패션전문가가 카드분류법을 활용하여(Chur-

chill, 1979) 이미지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Casual

& Basic”, “Romantic & Feminine”, “Modern & Urban”

의 세가지 이미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4명의 패션디자이

너와 그래픽디자이너에 의해 개발된 핏과 길이감, 소매

및 어깨디자인, 네크라인, 소재, 프린트, 장식 등의 부분

디자인들을 소비자가 직접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소비자

가 OMC 서비스를 통해 총 1,872개의 티셔츠디자인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품탐색과정인 부분디자인

변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부분디자인의

추구이미지 유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합한 최종 디자

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제품추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소매 및 어깨디자인 선택단계에서

“Romantic & Feminine”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디자인

을 선택한다면, 해당 패션추구이미지에 해당하는 몇 개

의 최종 디자인 제품들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1,872개의

최종 티셔츠디자인들과 각각의 부분디자인들은 디자인

을 개발한 4명의 디자이너에 의해 세 개의 추구이미지 유

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상품의 이미지 유형 분류의 안면

타당도 검증을 위해 또 다른 4명의 패션전문가가 검토

하였다.

본 연구는 25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

전조사를 통해 자극물의 타당성과 설문지의 문항내용

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후 본 조사는 2011년에 미국 중

남부에 위치한 대학의 여대생 215명을 편의표집하여 데

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실험대상자들이 OMC 서비스

를 제공하는 온라인 의류쇼핑몰의 자극물을 동일한 환

경 내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험대상자들이

대학 내의 컴퓨터실을 방문하여 실험에 참가하도록 하

였다. 자극물로는 제품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OMC 의

류쇼핑몰과 그렇지 않은 두 가지의 쇼핑사이트를 준비

하였으며, 실험대상자가 두 집단에 무작위로 배치되어

자극물에 일정 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설문지에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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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두 집단에 각각 107명과 108명이 참가하

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196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제품추천 서비스를 제공한

실험처치집단 102명과 통제집단 94명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처치에 따른 두 자극물의 조작화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어려움 없이 상품탐색을 할 수 있도록 쇼핑환경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실험참가자들의 지각을 측정한 결

과, 실험처치집단(M=3.64, SD=1.327)이 통제집단(M=

3.11, SD=1.246)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t=−2.973, p<

.01) 자극물로 사용된 두 개의 인터넷 쇼핑몰의 조작화

가 잘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OMC 서비스를

통해 티셔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얻기

위한 디자인 변형과정을 집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였으

며, 가장 마음에 드는 최종 디자인을 도출할 때까지 자유

롭게 탐색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2.41세

로 그 범위는 최소 19세에서 최대 34세였으며, 이 연령대

의 소비자는 대량고객화 서비스의 주요 대상소비자로 밝

혀졌다(Lee & Chang, 2011).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을 실시

한 결과, 두 집단은 연령이나(t=0.909, p>.05) 인터넷 사

용능력에서(t=−1.139, p>.05)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2. 측정도구

설문문항으로는 PAD 감정차원, 제품선택안 평가, OMC

서비스 이용의도와 인구통계적 문항을 포함하였다. PAD

감정차원들은 Mehrabian and Russell(1974)의 연구에

서 사용한 측정문항을 토대로 환기, 즐거움, 지배력을 측

정하기 위해 차원별 각 5문항으로 구성된 총 15문항으

로 구성하였으며, 제품선택안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Franke et al.(2009)의 연구에서 OMC 제품에 대한 소

비자 혜택지각에 사용한 5문항을 사용하여 최종 선택제

품이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OMC

서비스 이용의도는 Fiore et al.(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행동의도 문항을 참고하여, 향후 OMC 서비스를 제공하

는 의류쇼핑몰 이용의도를 측정하였다. 이외에, 실험처

치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

인터넷 사용능력을 측정하였으며, 인구통계적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응답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변화시

키지 않으며 충분한 분산을 제공하는 척도로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Garland, 1991).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19.0와 AMOS 14.0

을 이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과 일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 분석,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확인

적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알파계수를 측정하였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AMOS 14.0

을 이용해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제품추천 서비스의 대

한 소비자 반응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도

입하였고, 두 개의 자극물은 제품추천 서비스 제공유무

에 따라 조작되어 “0”(무)과 “1”(유)로 코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

든 측정변수의 구성요인 추출을 위해 주성분분석을 사

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선택안

제품평가, 세 개의 PAD 감정차원들, 그리고 OMC 이용

의도의 5개 요인이 전체 분산의 약 79.4%를 설명하고 있

어 개념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

합도 지표들이 χ
2
=159.17(df=108, χ

2
/df=1.47, p<.001), GFI=

.92, NFI=.94, CFI=.98, IFI=.98, RMSEA=.049로 나타나

적합도 지표들이 .90 이상이면 모델과 자료의 부합도가

충분하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만족시켰다(Bagozzi &

Yi, 1988; Hair et al., 1998). 척도 정제과정에서 환기 2문

항, 지배력 2문항, 즐거움 1문항, 제품평가 1문항이 제거

되었으며, 최종 측정모델에 포함된 모든 측정문항의 모

든 요인적재량의 t값이 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Byrne, 1998).

다음으로, 모든 연구개념의 분산추출값(AVE)을 살펴

본 결과 .52 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치를 충족시켰으며

(AVE>.5), 연구개념의 구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값도 .6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

dity)이 확인되었다(Table 1). 또한, 모든 평균분산추출

값이 상관관계의 제곱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Fornell

& Larcker, 1981)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Table 2).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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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델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문항들의 문항 간 내적 일

관성 검증결과,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값이 .81 이상

으로 나타나 그 임계값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은 만족할 만

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가설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 1>, OMC를 제공하는 의류쇼핑몰의 제품추천 서

비스는 점포분위기 요소로서 소비자의 환기수준을 증가

시키는 동시에 제품선택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쳐 쇼핑과정에 미치는 지배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PAD 감정차원 간의 인과관계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환기를 매개하여 즐거움에 이르는 감각

적 감정경로와 지배력을 매개하여 즐거움에 이르는 인

지적 감정경로 모두 유의하게 OMC 서비스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치를 나타

내어(χ
2
=190.73; df=126; GFI=.91; AGFI=.87; IFI=.97;

CFI=.97; NFI=.97; RMSEA=.051), 연구모델이 자료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Bagozzi & Yi, 1988; Hair et

al., 1998).

가설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Table 3). 우선, OMC 의류쇼핑몰의 제품추천 서비스

가 소비자의 인지-감정-행동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H1은 OMC 제품추천 서비스와

제품평가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로, OMC 제품추천 서비

스가 제공되는 상황이 제품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186 t=2.54). 이와 같은 결과는 점

포환경이 제품평가와 같은 인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Goff et al., 1997; J.

H. Lee et al., 2011), OMC 의류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품

추천 서비스 점포환경요인이 OMC 소비자의 제품만족

Table 1. Results of CFA, CR, alpha, and AVE

Dimensions Items CFA t-value CR α AVE

Product

evaluation

The final t-shirt satisfies my requirements.
a

The final t-shirt is more likely to be what I really want.

The final t-shirt is more likely fit my image of a perfect t-shirt.

The final t-shirt is more likely to be the best solution for me.

.791

.897

.822

.842

*

13.948

12.575

12.971

0.90 .902 .64

Arousal

When I'm using this site, I am_____.

sluggish - frenzied

calm - excited

sleepy - wide awake

.634

.650

.801

*

07.027

07.608

0.67 .810 .54

Dominance

When using this site, I feel I am_____.

submissive - dominant

cared for - in control

influenced - influential

.754

.838

.756

*

10.193

09.720

0.81 .822 .52

Pleasure

Using this site makes me feel_____.

annoyed - pleased

unsatisfied - satisfied

unhappy - happy

depressed - contented

.875

.908

.897

.841

17.548

19.674

*

16.081

0.93 .933 .76

Intention

to use

I expect my use of this online retailer to continue in the future.

I intend to continue using this online retailer in the future.

I plan to use this online retailer in the future.

.944

.959

.922

*

28.245

24.513

0.96 .965 .92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Composite reliability.
a
Measurement based on a six-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strongly disagree” (1) to “strongly agree (6).

Table 2. Evidence of discriminant validity

Measures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5

1. Product evaluation .64
a

2. Arousal .15
b

.54

3. Dominance .08 .14 .52

4. Pleasure .19 .31 .22 .76

5. Intention to use .14 .17 .09 .09 .92

a
We calculated the average variance extracted (values along

the diagonal) by following Fornell and Larcker (1981).
b
Off-diagonal elements indicate the shared variance amo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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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H2는 OMC

선택안 제품평가가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가

설로 소비자가 인지적으로 제품평가를 호의적으로 할수

록 지배력 또한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β=.303, t=

3.71). 셋째, H3은 지배력과 즐거움 간의 관계에 관한 가

설로 지배력은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296, t=3.79), 가설 3 역시 지지되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지배력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지지하

지 못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지 않은 반면(Lee & Moon,

2012; J. H. Lee et al., 2011), 점포환경에서 소비자의 인지

와 감정의 상호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에서 지

배력과 즐거움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결과들을 지지하

는 결과이다(Massara et al., 2010; Ward & Barnes, 2001).

넷째, 제품추천 서비스가 소비자의 감정에 미치는 경로

를 살펴보면 제품추천 서비스가 환기에 미치는 영향력

에 관한 가설인 H4(β=.246, t=3.15)와 환기와 즐거움 간

의 관계에 관한 가설인 H5(β=.477, t=5.45) 모두 지지되

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은 OMC 이용의도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309, t=4.19)

가설 6 또한 지지되었다. 따라서, 의류쇼핑몰의 OMC 제

품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점포의 환경자극요인으로서 소

비자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을 모두 유발함으로써 쇼핑

몰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즐거움에 미치는 인지-감정-행동 반응 경로와 감정-행동

반응 경로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환기가 즐거움

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배력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온라인 의류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품추천

서비스가 점포환경요인으로서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의 관심을 높이고 쾌락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음을 시

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의류쇼핑몰에서 제공하는 OMC 제품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S-O-R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OMC 의류쇼

핑몰의 점포환경요인으로서의 제품추천 서비스가 PAD

감정차원들과 함께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

로 연구모형에 포함함으로써 의류쇼핑몰의 OMC 서비

스 적용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Fig. 1. Test of the hypotheses for the proposed model.

Table 3. Results of hypotheses test

Hypotheses Results

H1. Product recommendation service

→ Product evaluation
Supported

H2. Product evaluation → Dominance Supported

H3. Dominance → Pleasure Supported

H4. Product recommendation service

→ Arousal
Supported

H5. Arousal → Pleasure Supported

H6. Pleasure → Intention to use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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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류쇼핑몰의 OMC 제품추천 서비스는 점포환

경요소로서 소비자의 환기수준을 증가시키며, 환기는

또한 즐거움이라는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추천 서비스를 하나의

점포환경자극으로 지각하고 감각적이고도 직관적인 반

응을 하게 되며, 이와 같은 새로운 점포환경요인은 소비

자가 쇼핑과정에서 즐겁고 행복한 감정과 함께 쇼핑과

정에 대한 만족 또한 느낄 수 있도록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PAD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환

기와 즐거움 간의 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특히 환기

가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배력의 영향력과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의류쇼핑몰과 같이

소비자의 쾌락적 욕구가 높은 제품의 경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품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행동

반응 경로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OMC 의류쇼핑몰의 제품추천 서비스는 소비자

의 환기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제품평가라는 인지적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인지적 평가

는 쇼핑과정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즐

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는 온

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품추천 서비스를 쇼핑과업

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쇼핑환경요인으로 지각하

여 호의적인 제품평가를 하게 되며, OMC 과정을 통해 최

종적으로 선택한 제품에 대한 만족은 쇼핑과정 전반에

대한 통제감을 증가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쇼핑과정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즐거운 쇼핑으로 느낄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소비자가 쇼핑

과정에서 지각하는 복잡성의 정도가 높은 OMC 쇼핑상

황에서 제품선택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지원하는 제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적 부담을 경

감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점포환경요인이 리테일

러가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제

품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Baker et al., 1992;

Koering & Page, 2002) 인적 점포환경요인에 대한 소비

자 만족이 제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Goff

et al., 1997) 지지하는 연구결과로, OMC 쇼핑환경에서

제품선택과 만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다는 점을 감

안할 때 고객화된 제품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제품평가에 후광효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제품평가라는 인지적 평가가 지배력을 매개

하여 즐거움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감정의 인지적 평가이

론을 지지한다(Lazarus, 1984).

마지막으로, 즐거움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

력이 검증되었다. 이는 많은 의류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점포 내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즐

거운 감정이 소비자의 쾌락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지지하는 것으로, PAD 감정모델이나 온라인 쇼핑몰

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서비스를 도입할 때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 뿐 아니라 감정변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

장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의류쇼핑몰

의 OMC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제품추천 서비스를 통해

OMC에 대한 의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추천 서

비스를 통해 제품선택안에 대한 평가를 향상시키는 소

비자의 인지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감각적이고 감정적

인 반응을 함께 고려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연구 제안

본 연구는 S-O-R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온라인 의류쇼

핑몰의 OMC 제품추천 서비스라는 점포환경요인에 대

한 소비자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을 포괄적으로 살펴봄

으로써 의류쇼핑몰의 OMC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이

용의도를 예측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제품추

천 서비스를 오프라인 점포의 인적 환경요인으로 정의

하여 점포 내 또 다른 환경요인인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

향과 환경자극으로서 소비자의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경

로를 통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

펴봄으로써 감정이론과 인지적 평가이론의 의류쇼핑몰

OMC 쇼핑상황에의 적용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

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PAD 연구에서 일관적인 결과

를 나타내지 못했던 지배력 차원을 연구모형에 포함시

켜 PAD 감정차원 간 상호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지배력

의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지배력과 즐거움 간의 유의한

관계를 지지하지 못한 선행연구들은 점포 내 쇼핑환경

의 부족한 긴박감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Donovan & Ro-

ssiter, 1982; Mehrabian & Russell, 1974), 쇼핑과정에 대

한 소비자의 통제가 비교적 높은 온라인 쇼핑환경에서 지

배력의 영향력을 살펴본 일부 연구에서도 지배력의 영

향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Lee & Moon, 2012; J. H.

Lee et al., 2011). 이는 선행연구에서 한계점으로 밝혀진

바대로 소비자가 쇼핑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

에서 실제 쇼핑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통제감이나 쇼

핑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Lee & Moon,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는 OMC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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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가상의 온라인 패션쇼핑몰을 개발하고 쇼

핑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실제 쇼핑상황에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차원들을 최대한 연구에 반

영하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 지지되지 못했던 지배력과 즐거움 간의 유

의한 영향관계를 검증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지배력의 영향력이 일관되지 못한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OMC 제품추천 서비스를 개발하

는 의류쇼핑몰 리테일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

언하고자 한다. 우선, 제품추천 서비스는 OMC 제품의 제

품평가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실질적으

로 제품선택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제품평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소비자의 부분디자인 선택안 탐색행동과 패션추구이

미지 유형에 근거한 하이브리드 제품추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소비자의 제품추천

에 대한 평가도 소비자의 제품구매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상황에 따른 소비자 선호를 도출할 수

있는 제품추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품추천 서비스는 점포환경요인으로서 환기와 같은 소

비자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품추천 서비스가

환기와 즐거움에 미치는 감각적 감정반응 경로의 영향력

이 인지적 반응 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연

구의 결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의류쇼핑몰의 제품

추천 서비스를 통해 OMC 이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평가와 관련된 인지적 반응뿐만 아니라 추천 시스

템의 디자인이나 컨텐츠 구성, 제시방법 등의 물리적 특

성 또한 개발과정에 고려하여 소비자의 감각적 자극에

대한 욕구 등의 쾌락적 쇼핑성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제품추천 서비스

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 특성을 조절변

수로 도입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다양한 제품추천 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보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또한, 제품추천 서비

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

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상품추천 서비스의

추천 상품을 제시하는 방법과 제시된 추천안의 수의 영

향에 대한 연구 등을(Xiao & Benbasat, 2007) 통해 온라

인 의류쇼핑몰 리테일러들에게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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