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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onsumer responses of photos used in Internet shopping malls. The content analysis

conducted a preliminary study  of the top 100 online shopping malls to investigate current website practices.

Stimuli based on the preliminary study. The present study was a 2×2 factorial design that evaluated two

independent variables of product presentation and background. We analyzed 410 responses derived from the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covariance analysis through SPSS 20.0. The results showed that a

product present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attractiveness, informativeness,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after controlling apparel items and model. This product presentation in everyday life had greater

mean values than product presentation with the posing model. The background had a significant mean dif-

ference in all consumer responses expect for attractiveness. Overall product presentation in everyday life and

indoor cases were evaluated as most positive by the respondents. The findings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online shopping malls integrating product presentation.

Key words: Internet shopping mall, Product presentation, Background, Consumer responses, Internet sho-

pping mall photos; 인터넷 쇼핑몰, 상품 표현형식, 배경, 소비자 반응, 인터넷 쇼핑몰 사진

I. 서 론

최근 12년간 인터넷 쇼핑몰의 전체 거래액이 증가하

였고, 의류패션 및 관련 상품 거래도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2).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2년 3/4분기 인터넷 쇼핑 거래액은 8조 290억 원으

로 2011년에 비하여 10.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의류 ·패

션 및 관련 상품 거래액은 2012년 3/4분기 1조 161억 원

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2% 증가하였다(Statistics Ko-

rea, 2012). 또한 인터넷 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

터넷 이용자의 2/3 이상이 최근 1년간 온라인 쇼핑을 통

하여 구매활동을 하였으며, 그 중 여성이 72.1%로 남성

(57.9%)보다 14.2%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이용률

이 90.4%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쇼핑을 통한 주된 구

매품목에서는 의류 ·의류잡화 등이 71.7%로 음악(38.5%),

예약 ·예매(35.7%), 동영상(35.3%), 화장품(30.8%)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rea Internet & Se-

curity Agenc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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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이용률이 높고 판매자의 관리가 쉽다는 이

점에 수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만큼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쇼핑몰도 많다(B.

R. Kim, 2009). 이렇듯 과열된 경쟁 속에서 인터넷 쇼핑

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인터넷 쇼핑몰들과 차별

되는,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

요하다(B. R. Kim, 2009).

인터넷 쇼핑몰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로는 종합

몰과 전문몰로 나뉜다(Park & Park, 2011). 종합몰이란

여러 가지 점포들을 입점되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파

는 쇼핑몰로, 백화점과 비슷한 인터넷 쇼핑몰의 유형이

다(Kang, 2013; I. Kim, 2013; L. Kim, 2009; N. G. Kim,

2002). 전문몰이란 다양한 제품이 아닌 특정화된 한 제

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말한다(Kang, 2013;

I. Kim, 2013; L. Kim, 2009). 전문몰은 유통업체가 새로

운 유통경로를 인터넷에서 찾은 유통점과 제조업체가 직

접 인터넷에 진출한 직판점으로 구분되기도 하며(I. Kim,

2013), 브랜드 쇼핑몰과 비브랜드 쇼핑몰로 나뉘기도 한

다(Kang, 2013).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

몰의 유형은 비브랜드 쇼핑몰이다. 비브랜드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상품 사진의 경우 브랜드 쇼핑몰처럼 브랜드

의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기보다는 상품 자체의 정보와

디자인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상품 사진의 전달과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Oh, 2009).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는 크게 상품 특성과 스토어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품 특성에는 가격, 디자인, 사진 표현, 유행,

색상, 착용, 모델, 이미지가 있으며, 스토어 특성에는 평

판, 친밀도, 구매후기, 정보탐색, 구매환경, 결제 관련 문

제, 로딩 속도, 배송 사항이 있다. 이러한 상품 특성 중 사

진 표현요소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L. Kim, 2009;

Oh, 2009).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진은 상품을 구

매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진의 표현형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광고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Kim, 2006; S. R. Kim, 1998;

W. H. Kim, 1998; Lee, 1985; Yu, 2002), 인터넷 쇼핑몰 상

품 사진에 대해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 관련 연구는 대부분 쇼핑몰 유

형(Lee, 2011; Yang, 2001), 소비자 특성요인(Hwang, 2006;

Yang, 2003), 마케팅 효과(Jeong, 2011; Kang, 2003; Lee,

2009), 서비스 품질요인(Jeong, 2003; W. S. Lee, 2007;

Park, 2001), 재구매 의사(S. J. Kim, 2010; Min, 2001;

Moon, 2008), 물류서비스(G. W. Kim, 2002; Shin, 2002),

구매후기(Jang, 2007; Kim, 2011; Park, 2010), 충성도(Jo,

2012; D. H. Kim, 2003; Kim, 2008)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사진 관리의 소홀

함은 감성적 부분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에 대한 구매욕구나 호감을 저하시키는 결

과를 유발할 수 있다(J. Y. Kim, 2003). 인터넷 쇼핑몰 상

품의 상세 정보를 다양한 사진으로 제공하는 것은 구매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Jeong, 2007).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에게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진

을 제공할 때, 타 쇼핑몰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다고 본다(Jeon, 2003).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사용되

고 있는 상품 사진의 표현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인터넷 쇼핑몰의 의류상품 사진 표현형식에 따른 소

비자의 사진지각과 소비자의 반응에 대해 실증적으로 조

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

품 사진 표현형식의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인터넷 의

류쇼핑몰의 상품 사진 표현형식에 따른 소비자의 사진

지각 정도와 반응을 규명한다.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 여성의류쇼핑몰에 사용되는

상품 사진의 표현형식을 밝히고, 그에 대한 소비자의 반

응을 연구함으로써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는 상품

사진 제시의 효과적인 사용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운

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보다 효

율적인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사진

1) 사진을 통한 상품 정보제공의 중요성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메인 화면의

이미지를 통해 쇼핑몰의 컨셉과 느낌을 제공하려고 한

다. 이러한 메인 화면 구성의 대부분은 사진으로 구성

되기 때문에 사진을 통한 시각 정보가 소비자에게 미치

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Jeong, 2007).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정보는 시각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이 대

부분이므로, 화면상에서 제품의 가치를 명확하게 상승

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고 본다(J.

– 468 –



인터넷 의류쇼핑몰 상품 사진의 표현형식과 배경이 소비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43

Y. Kim, 2003). 이렇듯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사진은

상품을 소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Oh,

2009). 구매자는 인터넷 화면상의 사진을 보며 상품을 판

단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Oh,

2009). 특히 사진은 감각적, 감정적으로 판단되고 인식되

므로 감성제품인 의류에서는 더욱 차별화된 사진이 요

구된다(J. Y. Kim, 2003). Jeong(2007)에 의하면 상품 정

보를 자연스러운 포즈와 상황 등의 다양한 사진으로 제

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한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

품 사진을 제공할 때 타 쇼핑몰에 비해 경쟁력을 구비

할 수 있다(Jeon, 2003). 사진은 상품의 특성과 컨셉을

정확히 시각화하여 상품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으므로 마케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고 할 수 있다(L. Kim, 2009; Son, 1995).

2) 인터넷 쇼핑몰 사진의 쓰임과 효과

인터넷 의류쇼핑몰의 사진은 상품의 인지과정에서부

터 정보처리, 구매, 구매 후 평가과정까지 소비자의 구

매과정을 전체적으로 유도한다. 이는 의류제품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충동구매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Kim, 2006). 상품 사진은 판매를 목적으로 소

비자를 설득하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상품이 가

지고 있는 장점이 더 부각되도록 촬영하여 소비자의 구

매욕구를 상승시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에서 사용되는 사진은 고객이 상품을 받았을 때를 고려

하여 색감이나 재질, 실루엣 등을 표현에 큰 차이를 느

낄 정도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좋은 상품 사진 촬

영을 위해서는 모델과 상품 촬영을 통해 기본적인 컨셉

을 정리하고, 배경과 장소를 통해 컨셉을 더 부각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J. D. Kim, 2010). 또한

사진에서 배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배경

이 주제를 보조하는 수단인 동시에 주제를 설명하여 주

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Min, 2006).

최근의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주얼적인 측면 또한 공략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그것을 구매로 연결

시키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초창기의 쇼핑몰 사

진 촬영이 단순히 상품을 잘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감성적인 소품과 상황을 연출하여 인

위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추구하

는 것이다(Heo & Park, 2008).

인터넷 쇼핑몰 사진의 이미지 실재감은 인터넷 쇼핑

에 대한 가치와 만족, 재구매 및 구전의도와 상관이 있

으며, 상품에 대한 만족도와 직결되어 있다. 이는 향후 지

속적으로 실재감이 높은 사진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요

구에 부합한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한다(You & Lee, 2010).

3) 사진의 표현형식

사진 표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광고 사진에 분야에서

이루어졌다(S. R. Kim, 1998). 광고 표현형식에서 패션광

고는 사진 표현형식이 주도적인데, 이는 의류제품을 표

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진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W. H. Kim, 1998). 광고 사진의 표현형식은 기존의 연구

들을 통해 여러 분류기준이 제시되었으나, 일관된 근거

기준이 마련된 실정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들(Kim, 2006; S. R. Kim, 1998; W. H. Kim, 1998; Lee,

1985; Yu, 2002)을 바탕으로 하여 8가지 분류기준을 제

시하였다.

직설적 상품 표현형식은 상품을 모델이 직접 착용하고

부동적 자세의 포즈를 취함으로써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

개하는 표현형식이다. 주로 신제품 소개에 많이 사용되

며, 제품의 구체적인 재질, 용도 등을 설명이 가능한 형

식이다. 이 형식은 백화점이나 통신판매의 카탈로그용으

로 많이 사용된다(Kim, 2006; S. R. Kim, 1998; W. H. Kim,

1998; Yu, 2002). 일상적 시츄에이션 표현형식은 일상적

인 환경에 바탕으로 모델과 상품의 연계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상품을 착용한 모델이 취한 이미지가 일상적

인 생활의 한 장면을 연출 가능하여 자연스럽고 실용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일상적 상황 설정에 의한 표현은 모

델들의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이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S. R. Kim, 1998;

W. H. Kim, 1998; Yu, 2002). 감각적 이미지 표현형식은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상품보다는 브랜드의 이미지

를 강조하고 전달하는 표현형식이다. 추상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무드를 조성하거나 사진의 특수기법을 사용함

으로써 다른 브랜드와의 컨셉에서 차별화를 둘 수 있다

(Kim, 2006; S. R. Kim, 1998; W. H. Kim, 1998; Yu, 2002).

상징적 이미지 표현형식은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브

랜드나 상품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다른 사물

을 통해 간접적으로 브랜드나 상품의 성격을 강조함으

로써 암시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Kim, 2006; S. 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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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W. H. Kim, 1998; Yu, 2002). 스토리 표현형식은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의 사진을 하나의 화면 안

에 늘어놓음으로써 강한 이미지를 남긴다. 제품의 컨셉

과 관계있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연출되며, 연출의도에 맞게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Kim, 2006; S.

R. Kim, 1998; W. H. Kim, 1998). 극적, 충격적 이미지 표

현형식은 상품과 관련된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여, 강

력한 전달력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표현형식이다. 시

각적 충격을 주어 시선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이

슈로 등장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Kim, 2006; S.

R. Kim, 1998; W. H. Kim, 1998; Yu, 2002). 성적 표현형

식은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를 노출하면서 드러나는 성

적인 자극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언더웨어, 화장품, 향수

의 광고에서 많이 사용되며, 그 적용범위가 방대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표현형식은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관

심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뷰티

와 섹시를 표현하여 뚜렷한 개성과 이미지를 창출한다

(Kim, 2006; S. R. Kim, 1998; W. H. Kim, 1998; Yu, 2002).

상품 제시형 표현형식은 모델없이 제품만을 따로 표현

하는 방식이다.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장점을 강조

함으로써 그 상품의 효용가치를 강조한다(S. R. Kim,

1998).

2. 인터넷 쇼핑몰 상품 사진 표현에 관한 선행연구

사진의 표현형식에 대한 연구는 광고에 제한되어 이

루어졌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상품 사진에 적용된 경

우는 없다. 패션 광고 사진 관련 연구들(Kim, 2006; S. R.

Kim, 1998; W. H. Kim, 1998; Lee, 1985; Yu, 2002)은 주

로 패션 전문지, 카탈로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S. R.

Kim(1998)은 광고 메시지 중에서 사진이 나타내는 시각

적 이미지를 파악하고 보편적인 카탈로그 패션 사진이

광고 커뮤니케이션으로서 하는 역할을 알아보았으며, 광

고 사진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소비자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W. H. Kim(1998)은 패션 광고 사진

의 시각적 표현효과를 연구하여 효과적인 이미지 표현

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는 패션 전문지를 선정

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패션 사진 이미지 유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패션 광고 사진이 감

각적이고 의식적인 표현에 호소하고 있었으며, 브랜드

의 특성에 따라 독특한 이미지 표현을 의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 사진은 사진의 사실적이고 현실적

이라는 일차원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감성적이고 상징

적인 이미지를 부합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나 희망 등

을 이미지화하여 표현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Kim(2006)은 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6가

지의 패션 광고 사진 표현형식이 구매충동 정도와 구매

행동에 연결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령대

와 상관없이 여성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직설적 표현

형식”에 익숙해져 있어 사진 작가의 직설적인 메시지를

편리하게 받아들이는 데에 익숙하다는 결과를 도출해냈

다. 여성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패

션 광고 표현형식은 상징적 표현형식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직설적, 스토리, 감각적, 성적, 극적, 충격적 표현형

식의 순서로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였다. Yu(2002)은 패

션 전문지의 광고를 대상으로 7가지의 광고 사진 표현

형식, 사진 표현기법, 이미지 구성요소에 대해 심층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지, 여성지 모두가 상품

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사진 표현형식 광고가 많았으며,

다음은 일상적 표현형식과 감각적 표현형식 등의 순서

로 나타나, 세 가지 형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여

성지에 비해 남성지에서는 극적, 충격적 이미지 표현형

식과 성적 이미지 표현형식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잡지 광고의 사진이미지는 다양한 촬영기법

및 표현방법을 연구하여 광고주나 기업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Lee(1985)는 의류 광고의 표현형식을 핸드 일러스트

레이션, 사진적 표현형식, 카피 표현형식으로 분류하였

다. 핸드 일러스트레이션에는 상징적 이미지, 감각적 이

미지, 극적 충격적 이미지, 충족 이미지 표현형식과 상품

제시형식 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사진적 표현형식에는

제품을 클로즈업한 표현, 복합 사진에 의한 표현, 정감

있는 표현, 일상적 상황 표현, 스토리를 제시하는 내용,

상표의 이미지에 의한 표현 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반면에 인터넷 쇼핑몰 상품 사진과 관련된 연구는 인

터넷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사진 교육(Oh, 2009), 제품

의 배경색(J. Y. Kim, 2003)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J.

Y. Kim(2003)은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도 의류제품의 팝

업창 사진 배경색에 초점을 맞춰 배경 색채를 통해 상

품이 가진 특성을 차별화함으로써 제품의 가치를 상승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팝업창의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팝업창에서 의류에

따른 배경색의 변화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직결되어

제품의 가치를 상승시켜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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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의 적합한 의류상품의 배경색을 찾아내

어 이를 인터넷 의류쇼핑몰 팝업창 배경에 적용하는 것

은 보다 효과적인 쇼핑몰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 제안

하였다. Oh(2009)는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광고 사진의

특성과 쇼핑몰에 적합한 사진 교육 강좌의 필요성에 대

해 연구하였다. 인터넷 쇼핑에서 제공되는 제품 관련 사

진은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볼 수 없는 인터넷 구매의 특

성상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 작용한다(S. H. Lee, 2007; Oh, 2009). 그러나, 소규

모단위의 업체가 대부분인 인터넷 쇼핑몰 업계의 실정

을 고려해 볼 때, 사진 제작을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하

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

므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 교

육 강좌는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정확한 사진 기술을 습

득하도록 하여 매출증대와 연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III. 예비조사

1. 연구문제

예비조사는 본 조사의 자극물 제작을 위해 현재 인터

넷 의류쇼핑몰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품 사진의 표현형

식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상품 사진

표현형식의 유형과 빈도를 조사한다.

연구문제 2.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템별 상품 사진

표현형식을 조사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 제작에 앞서 현재 인터넷 의류

쇼핑몰의 상품 사진 표현형식을 알아보고자 우선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2013년 4월 6일을 기

준으로 스타일닷컴(http://www.sta1.com) 사이트의 순위

에 근거하여 20대 여성의류쇼핑몰 검색어 순 상위 100위

쇼핑몰을 조사하였다. 연구가 진행되었던 2013년 봄에

는 환절기 날씨로 인해 기본 아이템으로 활용도가 높은

셔츠, 스키니 팬츠, 자켓, 원피스가 유행하였다(Baek,

2013; Hong, 2013; W. R. Lee, 2013; Song, 2013; Yoon,

2013a, 2013b, 2013c). 따라서 20대 여성들이 봄에 많이

입는 아이템인 셔츠, 스키니 팬츠, 원피스, 자켓을 상품

카테고리로 기준으로 정해 한 쇼핑몰에서 네 종류의 아

이템을 조사하였다. 이때 각 카테고리에서 가장 신상품

인 첫 번째 상품을 클릭했을 때 상품 하나에 제시된 사

진 모두를 분석하였으며, 상품이 제시되지 않은 사진과

상품 상세컷은 제외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4월 6일

부터 2013년 4월 7일이며, 조사방법으로는 선행연구들

을 바탕으로 정리한 광고 사진의 표현형식 8가지 중 인

터넷 쇼핑몰 상품 사진에 적용 가능한 표현형식인 직설

적, 감각적, 일상적, 상품 제시형 표현형식의 네 가지를

사용하여 상품 사진을 분석하였다. 표현형식의 하위 카

테고리로서는 장소를 사용하였으며, 장소는 실내와 실외

로 분류하였으며, 이후 그 결과를 빈도와 백분율로 수치

화하였다.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정보는 지속적으로 갱

신되어 검색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내용분석에

사용된 쇼핑몰 사이트는 2013년 4월 6일부터 2013년 4월

7일에 검색된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분

석은 3명의 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사전 분류작업을 진행

함으로써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로는 3명의 연구원

이 각자 인터넷 쇼핑몰 상품 사진을 살펴보는 작업을 진

행하였고, 2차로는 연구원 3명이 함께 인터넷 쇼핑몰 상

품 사진을 살펴봄으로써 표현형식과 배경에 대한 수치

입력기준을 정립하였다. 3차로는 3명의 연구원이 100개

의 쇼핑몰에 대해 독립적으로 쇼핑몰 사진을 분석하였

다. 4차 작업에서는 3차에서 진행한 작업을 검증하기 위

해 연구원 간의 결과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 예비조사 결과

1) 상품 사진 표현형식과 배경

내용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Fig. 1>에 제시되었다.

현재 인터넷 의류쇼핑몰의 상품 사진 표현형식은 일상

적 표현형식(61.8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직설적(30.99%), 감각적(5.03%), 상품 제시

(2.15%) 순이었다. 사진의 배경적인 측면에서는 실내와

실외는 각각 61.28%, 38.72%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적

표현에서의 실내 촬영이 전체의 3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일상적 표현 중 실외 배경이 26.21%,

직설적 표현 중 실내 배경이 23.14%, 직설적 표현 중 실

외 배경이 7.85%로 나타났다. 감각적 표현과 상품 제시

형은 3% 이내로 모두 낮게 나왔으며 특히 상품 제시유

형에서 실외는 0.01%로 비교적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감각적 표현형식과 상품 제시 표현형식의 경우 일상적

표현형식과 직설적 표현형식에 비해 비율이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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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촬영 사진의 배경은 스튜디

오, 카페, 음식점, 쇼핑 센터 등이 사용되었으며, 실외 촬

영 사진의 배경은 자연, 거리, 건물 앞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 결과는 실제로 쇼핑몰 CEO들이 상

품을 제시할 때 일상적인 표현을 가장 선호한다고 밝힌

J. D. Kim(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상품 사진 표현형식과 배경에 따른 의류아이템

상품 사진 표현형식과 관련하여 사진에서 사용된 아

이템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가 <Table 1>에 제시되었다.

공간과 표현형식별 네 가지 의복아이템의 사용 정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본 조사

1. 연구문제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표현형식에는 모델이 부

동적 자세를 취해 상품을 제시하는 직설적 표현과 일상

적인 생활 장면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

는 일상적 표현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배경은 스튜디오,

카페, 음식점, 쇼핑 센터 등을 포함하는 실내와 자연, 거

리, 건물 앞 등을 뜻하는 실외로 나누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

는 사진의 요소 중 표현형식과 배경에 근거하여 소비자

의 지각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진의 표현형식에 따른 소비자의 지각

차이를 조사한다.

연구문제 2. 사진의 배경에 따른 소비자의 지각 차

이를 규명한다.

2. 실험설계

1) 자극물 제작

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2×2 집단 간 요인설계

(표현형식: 직설 vs. 일상)×(배경: 실내 vs. 실외)가 사용

하였다. 실험연구를 위하여 의류상품의 상품 사진 표현

형식을 달리한 자극물이 제작되었다. 자극물은 예비조

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활

용되고 있는 상품 사진 표현형식인 “직설”과 “일상”, 배

경에 따라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였다. 자극물 제작

에 있어서, 사진 표현형식과 공간을 제외한 상품(원피스

와 자켓)과 모델은 모두 동일하게 통제되었다. 이를 통

Fig. 1. Results of product presentation and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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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터넷 의류쇼핑몰 상품 사진 표현형식에 따라 소비

자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소비

자의 쇼핑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

극물에 사용된 원피스와 자켓은 예비조사의 결과에서

다른 아이템과 비교하여 사용빈도에 커다란 차이가 없

었으며,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었던 2013년도 봄에는 자

켓과 원피스는 판매율이 높았으며, 특히, 원피스와 자켓

은 서로 코디하기에 적합한 품목이라고 소개되었다(“간

절기 인기 아이템 [Popular item ‘Jacket’]”, 2013; “화사한

봄옷 [Prepare the gorgeous spring dress]”, 2013). 또한 자

극물 제작시기에는 의류에서는 화려한 패턴과 컬러의

의상이, 헤어에서는 웨이브 스타일과 시스루 뱅 헤어스

타일이 유행하였고 전국적으로 운동화가 대중적인 인기

를 끌고 있었다(H. J. Kim, 2013; H. O. Kim, 2013; B.

M. Lee, 2013; Lee & Lim, 2013; W. R. Lee, 2013; Park,

2013).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하여 모델의 전체적인 스타

일을 설정하였다. 제작된 자극물은 <Fig. 2>−<Fig. 5>에

제시되었다.

2) 설문문항 제작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에서 상품 사진 표현형식의 선

호도를 알기 위해 Kang(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보완하여 4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상품 사진의 시각

적인 요소에 따른 구매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J. Y.

Kim(2003)의 연구에서 2문항, Lee(2012)의 연구에서 1문

항을 사용하고 1문항을 보완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또한 사진의 매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hoi et al.

(2006)의 연구에서 4문항, 사진의 정보제공성 항목은 Yoo

and Lee(2010)의 연구에서 2문항, Kim(2011)의 연구에서

1문항, 만족도에서는 Lee(2012)의 연구에서 1문항과 G.

S. Kim(2010)의 연구에서 1문항, 마지막으로 재구매 의

도를 위해 Yoo and Lee(2010) 연구에서 3문항을 사용하

였고 만족도 항목을 위해 2문항을 보완하여 총 14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적 조사를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10여

개 대학에서 지난 6개월 간 인터넷 쇼핑몰 이용경험이

있는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4개의 실

험처치 중 하나의 그룹에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자료수

집은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총 410부의 응

답을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407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0.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검

증, 공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특성

지난 6개월간 인터넷 쇼핑몰 이용경험이 있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평

균 연령은 약 21세, 월평균 의복구입비는 약 130,000원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미혼이며, 학생이

고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생활과학대’

가 응답자의 약 1/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문과대’

가 15.5%, ‘사회과학대’가 8.6%로 높았다. 가계 월평균

Table 1. Number of apparel items used in the photos

PP with model PP in everyday life
PP with evoking

brand image
PP without model

Total

Indoor Outdoor Indoor Outdoor Indoor Outdoor Indoor Outdoor

n (%) n (%) n (%) n (%) n (%) n (%) n (%) n (%) n (%)

Shirts
579

(021.41)

176

(019.19)

1075

(025.84)

603

(019.69)

101

(022.85)

2

(01.37)

55

(021.91)

0

(000.00)

2591

(022.17)

Skinny

pants

904

(033.43)

207

(022.57)

1113

(026.75)

939

(030.67)

136

(030.77)

24

(016.44)

53

(021.12)

0

(000.00)

3376

(028.90)

One-piece
620

(022.93)

268

(029.23)

1104

(026.54)

712

(023.25)

109

(024.66)

79

(054.11)

69

(027.49)

0

(0v0.00)

2961

(025.34)

Jacket
601

(022.23)

266

(029.01)

868

(020.87)

808

(026.39)

96

(021.72)

41

(028.08)

74

(029.48)

1

(100.00)

2755

(023.58)

Total
2704

(100.00)

917

(100.00)

4160

(100.00)

3062

(100.00)

442

(100.00)

146

(100.00)

251

(100.00)

1

(100.00)

11683

(100.00)

PP: Produc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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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P w/ PM × Indoor photo. Fig. 3. PP w/ PM × Outdoor photo.

Fig. 4. PP in EL × Indoor photo.

Fig. 5. PP in EL × Outdoor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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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은 ‘200~300만 원 미만’이 22.4%로 가장 높았고,

‘300~400만 원 미만’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인터넷 의류쇼핑몰 이용에 관한 질문에서 인터넷 의류

쇼핑몰 방문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절반 정도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이 25.3%

로 높았다. 지난 6개월간 인터넷 의류쇼핑몰을 통해 상품

을 구매한 경험은 ‘1~5회’가 응답자의 절반 정도(49.4%)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10회’가 24.6%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구

입한 상품/서비스의 총액은 ‘10~30만 원 미만’이 38.3%

로 가장 높았고, ‘10만 원 미만’이 33.9%인 것으로 나타

났다.

V. 연구결과

1. 인터넷 의류쇼핑몰 상품 사진 표현형식에 대한

선호도

<Table 2>는 인터넷 의류쇼핑몰 상품 사진 표현형식

의 선호도에 대한 결과이다. ‘일상적 표현형식’의 선호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설적 표현형식’의 선호도

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현재 인

터넷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일상적과 직설적 표

현형식을 감각적이나 상품만을 제시한 경우보다 더 선

호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2. 요인분석

자극물 평가에 사용된 척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

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진의 매력성, 정보제공성, 만족도

와 재구매 의도를 측정한 14문항에 대해 주성분분석과

베리멕스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에 사용된 각 연구변수의

차원이 독립적으로 추출되어 전체 변량 중 82.34%를 설

명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83 이상으로 추출되어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3. 공변량분석

상품 사진 표현형식(직설, 일상)과 배경(실내, 실외)에

따라 사진 매력성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자극물로 제시된 모델과 상품(자켓과 원피스)에 대한 관

여도를 통제하고 공변량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

하였다. 공변량으로 사용된 모델과 상품에 대한 관여도

는 유의하였다.

<Table 4>에서 제시되었듯이 모델과 상품에 대한 관

여도를 통제한 결과 상품의 표현형식에 따라 사진 매력

성, 정보제공성, 만족도, 재구매의도 지각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진 매력성에서 자극물의

배경에 따라서는 사진 매력성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사진의 정보제공성, 만족도, 재구매 의

도 지각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사진

매력성, 정보제공성, 만족도, 재구매 의도에서 상품의 표

현형식과 배경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연구결과 사진의 배경(실내 vs 실외)과 독립적으로 일상

적인 표현형식이 직설적인 표현형식보다 소비자에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실내에서 촬영된 사진이 상품의

표현형식에 관계없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사

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5>에서 다시 한 번 제시되었다.

사진 매력성 지각에 있어서는 일상적 표현형식(M=3.68)

이 직설적 표현형식(M=2.74)에 비하여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또한 사진의 정보제공성 지각에 있어서도 일

상적 표현형식(M=3.77)이 직설적 표현형식(M=3.58)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실외에

서 촬영된 사진(M=3.54)보다 실내에서 촬영된 사진(M

=3.81)의 지각이 더 큰 평균 차이를 나타냈다. 사진의 만

족도 지각에 있어서도 일상적 표현형식(M=4.35)이 직

설적 표현형식(M=3.63)에 비하여 매우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실외에서 촬영된 사진(M=3.85)보다 실내에

서 촬영된 사진(M=4.13)의 지각이 더 큰 평균 차이를 나

타냈다. 또한 재구매 의도 지각에 있어서도 일상적 표현

형식(M=4.15)이 직설적 표현형식(M=3.41)에 비하여 높

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실외에서 촬영된 사진(M=3.60)

보다 실내에서 촬영된 사진(M=3.97)의 지각이 더 큰 평

균 차이를 나타냈다.

제시된 모델과 상품에 대한 관여도를 통제한 결과 상

Table 2. The preference analysis about the Internet

cloth shopping mall product image presen-

tation type

Item Mean Std.

Product presentation in everyday life 5.28 1.34

Product presentation with model 4.01 1.30

Product presentation with evoking brand image 3.82 1.33

Product presentation without model 2.63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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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Factor dimension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α

Attractiveness

Attractiveness 1 .83

3.52 25.14% 0.94
Attractiveness 2 .88

Attractiveness 3 .88

Attractiveness 4 .81

Information

Informativeness 1 .79

3.05 21.76% 0.83Informativeness 2 .80

Informativeness 3 .86

Satisfaction

Satisfaction 1 .78

2.49 17.78% 0.92
Satisfaction 2 .80

Satisfaction 3 .70

Satisfaction 4 .78

Repurchase intention

Repurchase intention 1 .79

2.47 17.66% 0.91Repurchase intention 2 .83

Repurchase intention 3 .75

Total variance explained 82.34%

Table 4. Analysis of covariance results (F-value)

Dependent variable

Model
Attractiveness Informativeness Satisfaction Repurchase intention

Corrected model  32.56***  13.33***  24.49***  23.31***

Intercept  27.60***  269.31*** 135.60***  89.02***

One-piece control  7.91***  .25***  9.38*** 1.84***

Jacket control 5.68***  13.62***  15.96***  14.76***

Model control  30.45***  15.07*** 5.21***  12.67***

PP  65.17***  4.17***  42.19***  38.56***

BG .15***  9.55*** 6.48***  9.68***

PP*BG .06*** 1.63*** .85*** 1.42***

*p<.05, **p<.01, ***p<.001

BG: Background; PP: Product presentation

Table 5. Mean values by background and product presentation

Background
Mean PP

Indoor Outdoor

A I S R A I S R A I S R

PP
PP w/ PM 2.75 3.78 3.72 3.52 2.74 3.39 3.54 3.30 2.74 3.58 3.63 3.41

PP in EL 3.71 3.85 4.54 4.41 3.64 3.69 4.16 3.89 3.68 3.77 4.35 4.15

Mean BG 3.23 3.81 4.13 3.97 3.19 3.54 3.85 3.60

BG: Background; PP: Product presentation; PP w/ PM: Product presentation with model; PP in EL: Product presentation in 

everyday life; A: Attractiveness; I: Informativeness; S: Satisfaction; R: Re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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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표현형식에 따라 매력성, 만족도, 정보제공성, 재

구매 의도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 자극물의 배경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사진의 매력성, 정보제공성, 만족도, 재구매 의도 항

목에 대하여 일상적 표현형식이 직설적 표현형식에 비

하여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실외에서 촬영된 사진

보다 실내에서 촬영된 사진의 지각이 더 큰 평균 차이를

나타냈다.

VI.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 의류상품 사진의 표현형식

이 소비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극물 제작을 위해 본 연구의 예비조사 결과 현재 인

터넷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진은 일상적 표

현으로 실내에서 촬영한 사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

상적 실외, 직설적 실내, 직설적 실외 순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표현형식: 직설적 vs.일상적)×2(배경: 실내 vs.

실외) 집단 간 요인설계방법을 이용하여 407명을 대상

으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의류쇼핑몰 상품 사진의 표현형식에서

일상적 표현과 직설적 표현을 가장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im(2006)과 Yu(2002)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는데, 이를 통해 광고 사진과 인터넷 의류쇼핑몰 사

진 표현형식의 사용비율과 선호도가 어느 정도 일치한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W. H. Kim(1998)의 연구에서 패

션 광고 사진은 감각적 표현형식의 비율이 가장 높아 브

랜드의 특성마다 독특한 이미지 표현을 하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패션 전문지 사진과 인터넷 의류쇼핑몰

의 목적에 의한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사진의 표현형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광고 사

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진을 대상으로 소비

자 반응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결과를 도

출하였다.

둘째, 인터넷 의류쇼핑몰 상품 사진의 시각적인 요소

의 차이는 구매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배경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의류제품이라도

다르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류상품의 특

성에 맞게 배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소비자의 구매의욕

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 J. Y. Kim(2003)의 결

과와 일치한다.

셋째, 일상적 표현형식이 직설적 표현형식보다 매력

적인 표현형식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진 매력성 지각에

상품의 표현형식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나 상품의 배

경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규명되었다.

넷째, 일상적 표현형식으로 실내에서 촬영된 사진이

정보제공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상적 표현형식이

직설적 표현형식보다 정보제공성이 뛰어남을 알 수 있

으며 실외에서 촬영된 사진보다 실내에서 촬영된 사진

의 정보제공성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섯째, 일상적 표현형식으로 실내에서 촬영된 사진

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일상적 표현

형식이 직설적 표현형식에 비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가지며 실외에서 촬영된 사진보다 실내에서 촬영된 사

진의 지각이 더 큰 평균 차이를 나타냈다.

여섯째, 일상적 표현형식으로 실내에서 촬영된 사진

에 대한 재구매 의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일

상적 표현형식이 직설적 표현형식에 비하여 높은 평균

값을 나타냈으며, 실외에서 촬영된 사진보다 실내에서

촬영된 사진의 지각이 더 큰 평균 차이를 나타냈다. Oh

(2009)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한 실외 촬영 사진이

소비자들에게 의상의 느낌을 잘 전달해주기 때문에 판

매효과가 더 좋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일

관된 결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진의 매력성, 정보제공성, 만족도, 재구

매 의도 항목에 대하여 일상적 표현형식이 직설적 표현

형식보다, 실내에서 촬영된 사진이 실외에서 촬영된 사

진보다 더 효과적인 상품 사진 제시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학문적인 차원과 실무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문적인 차원에서

본 연구는 첫째, 인터넷 쇼핑몰 사진과 관련된 연구를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진의 표현형식에 관한 연구

는 주로 광고 사진에 대해서만 다루어졌을 뿐, 인터넷

쇼핑몰 사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본 연

구는 인터넷 쇼핑몰 사진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주요한 요소인 사진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연구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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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터넷 쇼핑몰 사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인터넷 쇼핑몰 사진과 관련된 서적은 전문가

의 입장에서 사진 촬영법만 제시하여 사진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을 뿐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반응

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효과적

인 사진 표현형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진 표현에

따른 소비자의 사진 지각과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시사점을 갖

는다 사료된다.

실무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첫째, 현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상품 사진 제작과 사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

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즉, 쇼핑몰 운영을 위

한 상품 사진의 표현형식과 배경과 관련된 실증적인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

해 낼 수 있는 상품 사진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본다. 둘째,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결정에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일상적 표

현형식으로 실내에서 촬영된 사진은 소비자들에게 익숙

한 느낌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진의 매력성, 정보 제공성,

만족도, 재구매 의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므로 인터

넷 쇼핑몰 운영자들은 상품 사진 촬영 시 카페, 쇼핑 센

터 등의 실내에서 모델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것

을 제안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사진의 매력성이나 제

품의 정보제공성, 만족도, 재구매 의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

으로 사료된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인터넷 쇼핑몰과 자극물의 사진 개수에 차이가 있었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은 아이템당 여러 장의 사진을 제시

하나 본 연구는 실험연구의 한계상 표현형식과 배경을

통제하여 진행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인터넷 쇼

핑몰 사진 개수와 유사한 자극물 제작이 제안된다.

둘째, 실제 인터넷 쇼핑 환경을 적용한 가상 인터넷

쇼핑몰 페이지 제작이 제안된다. 본 연구는 실험연구의

한계상 시나리오 상황으로 진행하여 실제 인터넷 쇼핑

몰에 제시되는 상품 정보페이지를 구현하지 못했으므

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 사

진 제시의 레이아웃을 적용한 자극물을 제작하는 것이

제안된다.

셋째, 상품 사진의 다양한 표현형식을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직설적 표현형식에 관

해서만 진행하였으나 선행연구들에 제시된 광고 사진의

표현형식 중 인터넷 쇼핑몰 상품 사진에 적용 가능한 감

각적, 상품 제시형 표현형식을 결합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실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한 상품에 한 가지의

표현형식을 사용한 사진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표현형식의 사진이 혼합되어 제시된다. 그러므로 후

속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형식을 혼합한 자극물 제

작이 제안된다.

다섯째, 배경의 다양성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에 근거하여 카페, 거리에서 자극물

을 제작하였으므로 인터넷 쇼핑몰 사진에 나타난 다양

한 배경을 적용한 연구가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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