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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ests the effect of recommended product presentation on consumers' usage intentions of a web-

site, mediated by mental simulation. Mental simulation refers to perceptual experience, a more automatic

form of mental imagery, initiated by exposure to the representations of objects. This study expects that when

compliments of clothes (coordination items) are vertically presented online, consumers are likely to feel as

if they wear the outfits due to the activation of mental simul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47 women

in an age group between 20 and 40 years in a panel of an online survey firm. Data are analyzed using exp-

loratory factor analysis and bootstrapping analysis by SPSS 20.0. The results show that when compliments

(vs. substitutes) of clothes are presented, participants perceive a greater mental simulation. When compli-

ments of clothes are vertically presented (vs. horizontally presented), mental simulation is also highly driven.

In addition, mental simulation mediates the effects of online product presentation on consumers' usage inten-

tions of a websit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marketing strategies of online retailers in terms

of how product recommendation can be offered to consumers with more psychologic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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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tutes, Compliments; 추천 상품 제시방법, 웹사이트 이용의도, 심적 시뮬레이션, 대체재,

보완재

I. 서 론

최근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가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각 개인의 성향과 선호도에 맞춰 상품을 추천해주는 온

라인 상품 추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상품 추

천 서비스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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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개인에게 맞춤화된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최근 아마존, 네이버 등과 같은 온

라인 리테일러에서 관련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Oh, 2018). 추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시할 때, 소

비자가 선택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대체재, substitutes)

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의 탐색을 도와주기도 하

고, 선택한 상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상품(보완재, com-

pliments)을 추천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Diehl et al., 2015).

한 인터넷 매거진의 조사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개의 온

라인 리테일러에서는 동일 카테고리에 포함된 상품, 즉

대체재끼리 모아서 상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체 온라

인 리테일러의 85%는 특정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완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준다고 한다(Diehl et

al., 2015). 이와 같이 소비자가 관심을 지니는 상품과 관

련하여 대체재와 보완재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

천 상품을 제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품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의 쇼핑을 도와주고 추가적인 매출을 유발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드물다.

온라인 상품 추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추천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술 분야의 연구(Jeong & Kim,

2017; Kim, 2009; Kim et al., 2013; Park & Nam, 2017;

Shin et al., 2012)와 추천 결과물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는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Baier & Stüber, 2010;

Moon & Lee, 2012; J. Park, 2016). 기술 분야의 연구로

는 추천의 정확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만족을 제공하

기 위한 추천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천 생성 과정에 따라 협업 필터링(Park & Nam,

2017; Shin et al., 2012), 내용 기반 필터링(Jeong & Kim,

2017; Kim, 2009; Kim et al., 2013) 등 다양한 추천 시스

템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이루

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상품 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의 수용도(Baier & Stüber, 2010)를 살펴보거나 추천 결

과물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및 상품 선택에 대한 연구

(Choi & Lee, 2012; J. Park, 2016; Y. J. Park, 2016)가 보

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품 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

었다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리테일러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다 적극적인 접근의 연구

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동일한 상품을 추천하더라도 이

를 어떻게 제시하여 보여주는가의 제시방법에 따라 소

비자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웹사이트에서

추천 상품을 제시하는 방법은 획일화되어 있으며 추천

상품을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미비한 실정

이다. 어떤 상품이 어떻게 제시되어야 소비자의 긍정적

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천된 상품의 제시방법이 소비

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심적 시

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추천 상품을 실제로 착

용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소비자에게 불러일으키게 될

경우, 이를 매개하여 웹사이트 이용의도가 증가하는 것

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적 시뮬레이션은 제품을 시각적

으로 보기만 해도 그 제품과 관련된 운동반응이 준비되

어 마음속으로 관련 행동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지각체계와 그 환경에

대해 목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인지체계는 서로 연

결되어 있다. 시각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단순히

시각체계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관련된

운동반응도 준비상태에 있게 되고 관련된 이전 경험에

기초하여 해당 행동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 자신을

준비시킨다(Jeannerod, 2001). 예를 들어, 소비자가 관심

을 가지고 있는 상품과 잘 어울리는 코디 상품들이 함께

추천되고 해당 의복들이 실제 옷을 입는 순서대로 개별

의복이 수직적으로 나열되어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 의

복들을 착용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니게 되고, 이는 소

비자의 웹사이트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특히, 국내외 e-commerce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패

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포화상태이며 이

러한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웹사이트 이용의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는 심적 시뮬레이션이 해당 행

동뿐 아니라 관련된 행동의도도 높임을 보여주었다(El-

der & Krishna, 2012). 본 연구결과를 통해 추천 상품을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따라 소비자 반응이 다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리테

일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상품 추천 서비스

온라인 상품 추천 서비스는 웹상에서 소비자 행동데

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개인에게 맞춤화된 상품과 컨

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Oh, 2018; Y. J.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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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온라인 상품 추천 서비스는 추천 시스템 방식에

따라 크게 내용 기반 필터링과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으로 구분할 수 있다(Burke, 2002). 내용 기반 필터링 추

천 시스템은 개인이 관심을 가진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며,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은 개인과 유

사한 다른 소비자가 관심을 갖거나 구매한 상품을 추천

해주는 것이다(Burke, 2002).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 기반 필터링,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추천 서비스 이외에 해당 상품 분야의 전문가가

상품을 직접 추천해주는 지식 기반 필터링 추천 방식도

찾아볼 수 있다(Lee et al., 2017). 특히, 최신 트렌드가

중시되는 패션 상품의 경우,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전

문가에 의한 상품 추천이 적합할 수 있다.

의류 제품 맥락에서 이루어진 상품 추천 서비스 연구

를 살펴보면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술적 연구(Kim,

2009)와 소비자 관점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Baier & Stü-

ber, 2010; Moon & Lee, 2012; J. Park, 2016). 기술적 관

점의 연구로서 Kim(2009)은 여성복 패션 코디네이션 시

스템 구축 시, 여성복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속성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의복과 유사한 상

품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소비

자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추천 결과물에 대한 소비

자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aier and Stüber(2010)

는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사용

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의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추천

결과물이 개인의 선호도와 니즈에 부합할수록, 추천 서

비스가 개인의 쇼핑에 도움이 된다고 지각할수록 서비

스에 대한 유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비스를 이용하기 쉽다고 생각할수록 서비스 유용성이 증

가하였으며 유용성을 매개하여 서비스 사용의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J. Park(2016)의 연구에서는 추천

하는 상품이 대체 상품인지 보완 상품인지에 따라 소비

자가 지각하는 상품 유사성, 상충관계 비교, 선택 어려움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체 상품을 추천받

은 소비자들이 보완 상품을 추천받은 소비자들에 비해

상품이 유사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속성 간

비교를 많이 하고 정보 과부하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J. Park(2016)의 연구결과를 통해 어떤 유

형의 상품을 추천하는가에 따라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

이 달라지고 이는 소비자의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류 제품 맥락에서 상품 추천 서비스를 다룬 연구가

많지 않고 이들 연구에서는 상품 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

비자의 인지적 반응을 살펴보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

다. 어떤 상품이 어떻게 제시되어야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천 상품

의 유형과 상품 제시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

보고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추천 서비스 방

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추천 상품의 유형: 대체재 vs. 보완재

대체재는 제품 중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효용을 얻

을 수 있는 제품으로 한 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

는 관계인 것을 의미하며(Lattin & McAlister, 1985; Wal-

ters, 1991), 특정한 패션 제품과 동일 카테고리의 비슷한

상품을 예로 들 수 있다(Diehl et al., 2015). 반면 보완재

는 두 제품을 독립적으로 소비하였을 때보다 함께 사용

하였을 때 효용이 증가하는 제품을 의미하며(Lattin & Mc-

Alister, 1985; Walters, 1991), 특정 패션 제품과 함께 착

용할 수 있는 다른 카테고리의 패션 제품을 예로 들 수

있다(Diehl et al., 2015). 리테일러는 제품을 제시할 때 동

일 카테고리의 비슷한 상품을 모아서 대체재 중심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서로 어울리거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끼리 모아서 보완재 중심으로 제품을 제시하기도 한

다(Diehl et al., 2015).

온라인에서 제품을 대체재와 함께 제시하는지 혹은

보완재와 함께 제시하는가에 따라 소비자의 제품에 대

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Diehl

et al., 2015; J. Park, 2016). Diehl et al.(2015)의 연구에 따

르면 소비자가 쾌락적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품이 보완재와 함께 제시될 때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으며 반면 실용적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에는 제품이 대체재와 함께 되어야 제품 선택을 수월하

게 하고 상품 구색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일반적인 온라인 상품 제시상황뿐만 아니라

추천 시스템을 통해 제시되는 상품이 대체재인지 보완

재인지에 따라 소비자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

펴본 선행연구도 있다. J. Park(2016)은 온라인에서 추천

하는 상품이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 따라 추천 상품을

선택할 때 지각하는 제품 유사성과 정보 과부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다양한 방

식으로 소비자에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대체재)을 보여주기도 하고,

선택한 상품과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상품(보완재)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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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기도 한다.

2) 추천 상품 제시방법: 수평 제시 vs. 수직 제시

온라인에서 상품 제시방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력을 규명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특정

기준을 중심으로 상품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제시방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배

열의 기준이 되는 요인으로 색상, 맛, 향 등과 같은 상품

속성(Areni et al., 1999; Hoch et al., 1999; Huffman &

Kahn, 1998), 상품의 혜택(Lamberton & Diehl, 2013), 브

랜드(Simonson et al., 1993) 등을 제안하였으며, 배열방

법에 따라 소비자의 인식과 상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력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상품 제시방법의 효과는 상품

추천 서비스 맥락에서도 유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즉 동

일한 제품이 추천된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소비자에

게 배열하여 제시하는가에 따라 소비자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추천된 상품이 무작위로 제시되는지, 혹은 특

정 제품 속성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되는지에 따라 추천

상품에 대한 소비자 결정이 달라진다(Diehl et al., 2003;

Nah et al., 2010; J. Park, 2016). Diehl et al.(2003)은 추천

상품이 추천 랭킹의 순서대로 소비자에게 제시될 때 상

위권 랭킹의 몇 상품들의 품질은 비슷한 것으로 인식되

고 결국 가격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Nah et al.(2010)은 추천 상품의 속성(브랜드, 사이즈,

무게 등)이 수직적으로 제시될 때, 수평적으로 제시될

때보다 속성 중심으로 제품의 유용성을 쉽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천 제품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에 따라 소비자의 제품 정보 탐색 패턴이 달라질 수 있

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Deng et al.(2016)은 제품의 수평

적 디스플레이가 구색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구색

에 대한 다양성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적으로 검증하였다. 제품이 수직적으로 제시될 때보다

수평적으로 제시될 때, 소비자의 정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제품 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획득하게 됨

으로써 구색의 다양성을 높게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Deng et al., 2016). 이와 같이 제품의 수평 vs. 수직 제시

의 효과를 규명한 선행연구에서는 제품 제시방법에 따

라 달라지는 소비자의 정보 탐색, 구색 지각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추천 상품의 수평적

·수직적 제시방법이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심적 시뮬레이션

심적 시뮬레이션(Mental simulation)은 어떤 가상의 사

건에 대한 모방적 심적 표상으로 정의되며(Zhao et al.,

2007)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다. 심적 시뮬레이션의 다른 표현으로서 심적 심상(Men-

tal imagery)은 특정 제품의 사용 혹은 제품과 관련된 상

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미리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명확하고 뚜렷한 심상(Imagery)을 의미한다(Phill-

ips, 1996). 또한 심상 휴리스틱(Imagery heuristic)은 소비

자가 실제 경험을 상상하거나 제품 경험의 상상을 통해

서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으로 제품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Keller & McGill, 1994). 이러한 용어들의

정의를 통해 심적 시뮬레이션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실제로 소비하기 전에 제품 사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

는 것으로 소비자는 제품 소비를 미리 심상화하여 상상

함으로써 제품과 관련된 평가를 내리거나 관련된 행동

의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제품 소비상황을 상상하도록

하는 심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 평가 혹은 소비자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규명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Tucker and Ellis(1998)는 사물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심적 시뮬레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음

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전자, 프라이팬 등의

가정용품이 나와 있는 사진과 가정용품이 좌우반전이

되어 있는 사진을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각 사진을 구분

하도록 하였다. 가정용품이 제대로 찍힌 사진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하고 좌우반전이 된 사진은 왼쪽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손잡이가 달린 가정용

품을 보면 사람들은 심적 시뮬레이션에 의해 손잡이를

잡는 상상을 하게 되고, 이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반

응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

였다. 이와 유사하게 Elder and Krishna(2012)는 특정 상

품의 이미지 묘사와 오른손잡이의 방향성이 매치될 때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즉 치즈케이크의 왼쪽에 포크가 있을 때와 오른쪽

에 포크가 있을 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치즈케이크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측정한 결과 케이크의 오른쪽에

포크가 있을 때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일반적으로 오른손으로 포크를 사용하는 심적 시뮬

레이션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

에게 특정 상품이 묘사된 이미지 자극물을 보여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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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해당 상품과 관련된 심적 시뮬레이션이 활성화되고

이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적 시뮬레이션 현상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

라인 쇼핑몰에서 추천되는 상품이 대체재일 때보다 보

완재일 때 사람들은 해당 상품을 착용해보는 것과 같은

상상을 하게 되는 심적 시뮬레이션이 활성화될 것이라

고 예상한다. 추천되는 상품이 보완재일 때 특정 상품과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코디 상품이 제시되기 때문에 사람

들은 이를 함께 착용한 자신을 상상할 수 있으나, 추천

되는 상품이 대체재일 때에는 동일한 카테고리에 포함

된 유사성 높은 상품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입은 모

습을 상상하는 심적 시뮬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

으로 예상한다. 또한, 특정 상품의 보완재가 추천된다

할지라도 추천되는 상품이 수직적으로 보여지는지, 수

평적으로 보여지는지에 따라 소비자의 심적 시뮬레이

션 활성화 수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온라인 쇼핑몰

에서 추천 상품은 상세페이지의 하단에 수평적으로 제

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일 코디되는 상품(보완재)

들이 입혀지는 순서에 따라 수직적으로 제시된다면, 소

비자는 해당 상품을 착용해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온라인 추천 상품이 보완재일 때, (대체재일

때보다) 심적 시뮬레이션 수준이 높을 것이

다.

가설 2: 온라인 추천 상품이 보완재일 때, 수직적으

로 제시되어야 (수평적으로 제시될 때보다)

심적 시뮬레이션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특정 상품이 묘사된 이미지로부터

심적 시뮬레이션이 활성화되고 이를 매개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호도 및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Shen et al.(2016)은 이미지가 보여지는

디바이스가 터치 스크린일 때 상품을 실제로 소유하고

만지는 것 같은 심적 시뮬레이션이 활성화되고 이를 매

개하여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El-

der and Krishna(2012) 역시 실제 행동(오른손으로 포크

를 사용하는 행동)과 매치되는 이미지 자극물이 심적 시

뮬레이션을 활성화하고 이를 매개하여 상품 선호도가 증

가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심적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행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추천된 상품을 실제

로 입어보는 상상을 하게 되는 심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의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온라인 추천 상품이 보완재이고 수직적으로

제시될 때, 심적 시뮬레이션을 매개하여 웹

사이트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극물 제작

본 연구에서는 추천 상품의 제시방법이 심적 시뮬레

이션을 매개하여 웹사이트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상품 유형(보완재 vs. 대체재)과 상품 제

시방법(수평 vs. 수직)에 따른 네 가지 유형의 웹페이지

를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볼 수 있는

상품(재킷)의 상세페이지를 구성하고 추천된 상품의 모

습을 보여주었다. 추천 상품이 대체재일 때에는 메인 상

품(재킷)과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

(재킷)을 제시하였으며, 추천 상품이 보완재일 때에는 메

인 상품(재킷)과 함께 코디할 수 있는 다른 카테고리의

상품(티셔츠, 청바지, 신발, 가방)을 제시하여 보여주었

다. 추천 상품을 수평적으로 제시하는 상황에서는 상세

페이지 하단에 제품을 나열하여 보여주었으며 수직적으

로 제시하는 상황에서는 상세페이지 오른쪽에 제품을 착

용 순서대로 나열하여 제시하였다. 자극물 예시는 <Fig.

1>과 같다.

2. 측정도구

설문참여자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정보가 포함된 웹페

이지를 제시한 후 가설 분석에 필요한 문항과 인구통계

적 특성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심적 시뮬레

이션은 Shen et al.(2016)이 사용한 2문항을 의복 카테고

리 내에서 진행한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I imagined myself enjoying this outfit.”, “I ima-

gined myself wearing this outfit.”). 웹사이트 이용의도는

Mukherjee and Nath(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의복 제품을

자극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의복 카테고리에 대한 소

비자 관여 수준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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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imuli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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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의복 관여도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O'Cass,

200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

우 그렇다).

3.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극물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소

비하는 제품이 구분되는 패션 상품이기 때문에 20~40대

여성 소비자로 한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추천 상품

의 유형과 제시방법에 따른 4가지 유형의 웹페이지 자

극물과 설문문항에 응답자들을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자료수집은 아마존(https://www.amazon.com)에서 제공

하는 패널데이터(Mturk)를 사용하였으며 총 182개 데이

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기술통계,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27.5세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 139명(7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

20명(11.0%), 대학교 재학 16명(8.8%), 고등학교 졸업 이

하 7명(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일반 사무직

(White collar)이 50명(2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

35명(19.2%), 기타 35명(19.2%), 일반 노동자 30명(16.5%),

학생 19명(10.4%), 농부(Farmers) 13명(7.1%) 순으로 나

타났다. 인종은 아시아인이 111명(61.0%)으로 가장 많았

으며 백인이 45명(24.7%), 기타 인종이 26명(14.3%)인 것

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심적 시뮬레이션(α=.709), 웹사이

트 이용의도(α=.875), 의복 관여도(α=.839) 변수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가 .700 이상으로 나타나 각 척도의 신뢰

성이 검증되었다. 신뢰성이 검증된 각 변수의 측정문항

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심적 시뮬레이션, 웹사이트 이용의도, 의복

관여도 각 측정문항의 요인부하량이 .800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고 고유치가 1.000 이상으로 나타나 각 변수가

단일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2. 연구가설 검증

온라인 추천 상품의 유형과 제시방법에 따라 심적 시

뮬레이션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품 유형과 제시

방법을 독립변수로 심적 시뮬레이션을 종속변수로 의복

관여도를 통제변수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품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F(1,177)

=7.317, p=.01) 추천 상품의 유형이 대체재여서 메인 상

품과 동일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보여질 때보다(M=

3.78) 메인 상품과 함께 코디할 수 있는 보완재 상품들이

보여질 때(M=4.06) 해당 상품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심적

시뮬레이션이 더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

이 검증되었다. 또한 상품 유형과 제시방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177)=6.628, p=.05). <Fig.

2>와 같이 추천 상품이 대체재일 때에는 제시방법에 관

계없이 심적 시뮬레이션이 낮게 나타났으며 추천 상품

이 보완재일 때에는 해당 상품들이 수평적으로 제시될

때보다 수직적으로 제시될 때 심적 시뮬레이션이 높게

나타났다. 즉 메인 상품과 코디할 수 있는 상품들이 수

직적으로 제시되어야 소비자가 해당 상품들을 착용해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인 심적 시뮬레이션을 높게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3의 추천 상품 유형과 제시방법이 웹

사이트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적 시뮬레이션

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

하였다(샘플수: 1,000, 95% 신뢰도, 7번 모델). 부트스트

랩 분석결과,  <Table 1>과 같이 추천 상품 제시방법이

웹사이트 이용의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95% 신뢰구

간(CI: Confidence Interval)이 .1620, .1425 값을 보여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ig. 3>과 같이 추

Fig. 2. The interaction effect of product types and pre-

sentation on ment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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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상품 제시방법과 상품 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심적

시뮬레이션을 매개하여 웹사이트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추천 상품의 유형

이 보완재와 대체재일 때로 나누어 심적 시뮬레이션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Table 2>

와 같이 상품 유형이 보완재일 때 수직적으로 제시된다

면 마치 해당 상품들을 착용해보는 것과 같은 심적 시뮬

레이션이 증가하며, 이를 매개하여 웹사이트에 대한 이

용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품 추천 서비스가 제공될 때

추천하는 상품의 제시방법에 따라 웹사이트 이용의도가

달라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기존 선행

연구가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Table 1. The results of bootstrap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Effect size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Dependent variable: Mental simulation

- Product presentation −.1414*** −.4470 .1642

- Product type −.0387*** −.2760 .3533

- Product presentation * Product type −.4597*** −.0175 .9018

Dependent variable: Website usage intentions

- Product presentation −.0098*** −.1620 .1425

- Mental simulation −.6784*** −.5793 .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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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The research model.

Table 2. The results of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product presentation on website usage intentions at values of

product types

Product types Effect size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Substitutes (Product type=0) −.0959 −.3574 .1321

Compliments (Product type=1) −.2017 −.6708 .0009

Mediator: Ment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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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본 연구에서는 심적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적

용하여, 소비자가 추천 상품들을 착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니도록 하였을 때 웹사이트 이용의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온라인에서 추천

하는 상품이 보완재로 이루어져 있을 때 서로 코디할 수

있는 상품들이 보여지게 되며 이러한 이미지 자극물은

소비자의 심적 시뮬레이션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보완재가 수평적으로 제시될 때보다 수직적

으로 제시될 때 심적 시뮬레이션이 증가하고 이를 매개

하여 웹사이트 이용의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소비자의 마음속에 패션 제품

을 착용하는 것 같은 내적 심상을 자극할 때 소비자 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심적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의류학 연구에 적

용하고 이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의의

를 지닌다. 심적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주로 심리학

·마케팅 ·광고학 분야에서 이미지 자극물의 효과를 규

명하기 위해 시행되어 왔으나(Elder & Krishna, 2012;

Shen et al., 2016; Tucker & Ellis, 1998; Zhao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e-commerce 상황에서 보여지는

패션 상품을 통해서도 동일한 심적 시뮬레이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심적 시뮬레이션의

매개역할을 검증함으로써 기존 온라인 상품 추천 서비

스에 대한 연구가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

었던 것에서(Baier & Stüber, 2010; Choi & Lee, 2012;

J. Park, 2016; Y. J. Park, 2016)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제

공할 수 있는 새로운 효용을 갖는 추천 제품 제시방법의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져 왔던 추천 상품의 제

시방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의

의를 지닌다. 온라인 리테일러가 판매하는 상품의 제시

방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Areni et al., 1999; Hoch et al.,

1999; Huffman & Kahn, 1998; Lamberton & Diehl, 2013;

Simonson et al., 1993), 상품 추천 맥락에서 추천된 상품

들이 어떻게 제시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추천 상품으로서 보완재를 수직적으로 제시할 때 소비자

가 지닐 수 있는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추천 상품 제시방

법은 웹사이트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온라인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리테일러는 추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일반적인 온라인 리테일러는 추천 상품으로서 보

완재를 제시하여 다른 상품군에서도 추가적인 구매를 유

도하는 경우가 많다(J. Park, 2016). 하지만 본 연구결과

를 통해 보완재를 추천하는 것이 단순히 추가 구매를 유

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심적 시뮬레이션을 활

성화하여 웹사이트 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추천 상품을 제품

상세페이지 하단에 수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코디 상품을 착용하는 것 같은 느

낌을 줄 수 있도록 수직적으로 배열하여 제시한다면 소

비자의 심적 시뮬레이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 내에서도 심적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네킹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매장 내에서도 상품의 코디를 소비자에게 어필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매장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현재 일부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 3D simulation, 2D

· 3D mapping 등의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

은 심적 시뮬레이션을 가시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본 연구

에서 검증한 심적 시뮬레이션의 매개효과를 약화시킬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천 상품의 제시방법에 대한 연구

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관련 상품의 제시

방법이 시뮬레이터의 사용의도나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온라인 쇼핑 환

경에 따라 적절한 추천 상품의 제시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

는 상품 제시방법을 파악함으로써 온라인 리테일러들이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기술을 어떻게 접목하는 것이 소비

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점은 다음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패션 상품을 자극물로 사용

하였기 때문에 설문참여자 역시 20~40대 여성으로 한정

하여 진행하였다. 패션에 관여도가 높은 성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심적 시뮬레이션의 효과가 유

의하게 나타난 것일 수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

으로써 심적 시뮬레이션의 긍정적 효과를 일반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작된 웹페이

지 자극물을 사용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가상의 웹사

이트를 제작하거나 실제 웹사이트를 자극물로 사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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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연구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적 시뮬레이

션의 효과를 웹사이트에서 제공된 이미지 자극물로 확인

하였으나 오프라인 스토어에 디스플레이된 코디 상품을

통해서도 심적 시뮬레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리테일

러의 마케팅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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