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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생산과 관

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소비자는 

이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가 대두되면서, 상품에 대한 알 권리가 주목받

고 있다.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

는 식품의 경우, 제조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

도록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제도 상 관련 정

보의 고지가 의무화되고 있다. 반면, 패션 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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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소비자는 상품에 부착된 태그를 통하여 제조국, 

취급 방법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패션 소비자는 패션 상품 구매 시 사용된 상

세 소재 및 자재, 제작자나 봉제 공장과 관련된 정보

를 쉽게 얻을 수 없다. 특히, 패션 상품은 고부가가치 

상품군에 속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패션 상품의 원

가, 제조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기밀 사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전략

을 수립하고 수행하고자 하며, 이는 패션 산업도 예

외는 아니다, 패션 산업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제조 공정

과 소비 및 폐기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

어 왔고, 이러한 문제적 상황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

두되어 소비자들의 비난을 샀다. 특히, 2013년 방글라

데시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는 패션 소비자의 경각심

을 일깨웠다. 라나플라자는 서구 유명 브랜드의 옷

을 만드는 무허가로 증축된  8층 규모의 의류 생산 공

장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던 봉제 근로자들은 

건물 붕괴로 인하여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North, 2013). 해당 참사는 패

션 소비자들이 본인이 소비하는 옷의 제조지, 제조 

환경에 대한 정보 없이 무심코 소비해 온 행태에 대

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Fa- 

shion Revolution’ 비영리조직은 ‘Who made my clothes?’

라는 캠페인을 통해 패션 산업 내 고용 및 환경 · 사

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도

모하고 있다(Blanchard, 2019). 비영리 단체뿐만 아

니라, 패션 산업 내 일부 브랜드들은 자발적으로 지

속가능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패스

트 패션의 대표주자인 H&M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

지 내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제품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고지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정보에는 소재, 제조국과 공급업체명과 

주소, 공급업체의 근로자 수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근로 환경 등 정보는 없지만, 기존의 패션 브랜드들

이 제품 생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진보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의 패션 스타트업 ‘에버레인’(Everlane)

은 패션 산업 내 가장 성공한 지속가능 의류 브랜드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Feloni, 2019). 에버레인은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제조 과정 상의 원가를 상세하

게 공개하고, 리테일 가격의 형성 과정을 숨김 없이 

보여주면서, 동시에 브랜드의 공급업체를 밝히면서 

제조 공장의 역사와 근무 환경 등의 내용을 텍스트와 

비디오 자료로 아주 세밀한 정보까지 제시한다. 소

비자라면 누구든 에버레인의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소

비자들의 호의적 태도를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고 있

다. 과거에 시도 되지 않았던 패션 브랜드의 제조 공

정과 원가 책정 과정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

자의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

된다. 앞서 사례로 제시된 기업의 정보 제공은 기업

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CSR은 기업이 이윤 극대화

라는 기본적인 목표 외에도 사회 기여 및 공헌을 위

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CSR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책임으로 사회의 대의에 부합하

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Bowen, 1953). 

특히 패션 산업에서는 비윤리적 생산 과정, 환경 파

괴 등의 관행으로 인해 CSR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CSR 정보와 관련된 연구는 학계에서 풍부하

게 논의되고 있으며, 패션 산업 맥락의 CSR 연구 역

시 다수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주로 공급

망(supply chain) 상에서의 CSR 정보(Pal, 2017; Shen et 

al., 2017), 패션 브랜드의 CSR 보고서에 대한 내용 분

석(Garcia-Torres et al., 2017; Turker & Altuntas, 2014), 

패션 리테일링 관점의 CSR 전략화(Yang et al., 2017)

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패션 기업의 

CSR 정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의 연구가 미약한 실정

이다. 무엇보다 패션 업계에서 그동안 제공하지 않

았던 정보의 종류(Garcia-Torres et al., 2017)인 공급

업체, 제조 공정, 가격 책정과 관련된 투명한 정보 제

공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시

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를 통하여 패션 산업

에서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소비자의 CSR 성과 인지

와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CSR 성과 인지와 브랜드 평가의 두 변수 간 심

리적 기제를 밝히고, 정보 투명성의 조절된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브랜드 탐색과 구매결정에서 

기업의 CSR 성과와 CSR 정보 공시가 중요한 고려 사

항이 되는 이 때, 학술적으로 패션 산업 맥락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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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업체의 역할을 고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

한, CSR 정보와 소비자의 인식을 다각적이고 통합적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실무적으로는 패션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이 

CSR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

에서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

릴 실증적 근거가 될 것이다.

II.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위 이론(Theory of Reason- 

ed Action; TRA)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였다. Ajzen and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위 이론은 소비자가 어떠

한 행동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소비자의 태도와 주

관적 규범이 있으며, 행동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임을 설명한다. 태

도는 행위에 대한 신념이며, 소비자는 자신의 가치 

및 신념을 토대로 행동하므로 TRA는 본 연구에서의 

정보 실재성 지각과 CSP 지각, 행동의도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즉, 기업의 CSR 성과를 좋게 평가할수록 기업이 

제공하는 CSR 정보에 대해 실재성을 더 높게 지각하

게 되며, 이후 행동의도를 수반하는 브랜드 평가에 

있어 선행변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토대로 하여 형

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Corporate Social Performance(CSP) 지각과 소비

자의 브랜드 평가

기업의 책임 있는 행위는 주로 CSR의 개념으로 이

해되는데, CSR의 성과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CFP)

와 비재무적 성과인 사회적 성과(Corporate Social Per-

formance; CSP)로 이해된다(Wood, 1991). CSP는 기

업 운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칙의 실행으로, 사

회적 반응성의 과정, 정책,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는 가시적 성과로 정의된다(Wood, 1991). 본래 

CSP는 기업이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당사자들

인 직원(피고용자), 주주, 고객(소비자), 공급업체, 이

해당사자들 더불어 환경적 차원에서 사회적 성과의 

측정이 가능하다(Clarkson, 1995).

긍정적인 CSP 지각은 기업과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의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Bhattacharya & Sen, 2004; 

Pigott, 2004; Smith, 2003). 소비자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높게 지각할수록 호의적인 행동의도를 갖는

다. Hazel and Kang(2018)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패

션 기업이 CSR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세히 전

달하는 상황에서 지각된 CSR 품질이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형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맥

락에서, Kang and Hustvedt(2014)의 연구는 신발 산업

에서 CSR 노력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브

랜드 자산에 호의적인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였다. 

식품 산업에서도 CSP의 지각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 

기반의 혹은 인지적 신뢰 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Pivato et al., 2008). 이처럼 기업의 사

회적 성과는 브랜드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를 평

가하는 세 차원으로 브랜드 태도, 행동적 몰입, 브랜

드 충성도를 선택하였다.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에 

대한 좋고 싫음의 정도인 감정적인 평가로, 행동적 

몰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얼마나 브랜

드에 몰입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브랜드 

충성도는 대상과의 관계지 속성에 대해 평가하기 위

하여 구성하였다. 가설 1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CSP 인식은 소비자의 브랜드 평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CSP 인식에 따른 CSR 정보의 실재성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매년 CSR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더 많은 CSR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

고 있다. CSR 공개 또는 CSR 보고는 직원, 지역 사회, 

공급자, 소비자 및 자연 환경과 같은 이해 관계자에

게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사회, 환경, 경제적 또는 윤

리적 활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Dickson & 

Eckman, 2006). 의류 산업은 특히 인권 및 환경 문제

와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비윤리적 기업 

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웹 사이트, 제품 상세 정보, 지속가능성 보

고서 등을 통해 CSR 커뮤니케이션을 시행하고 있

다. 이에 소비자들은 CSP를 인지하게 되고, 정보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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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이 완화되어 비교적 용이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모두 믿는 것은 아니다. 많은 기업들은 부당

하고, 위법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고 이는 미디어를 통

해 대중에게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Skarmeas & Leo-

nidou, 2013), 소비자들은 유통되는 많은 정보들 중 

자신에게 적합하고, 질적으로 우수하며, 믿을 만한 

정보를 찾고자 한다(Shin & Bae, 2016).

많은 선행연구들은 CSP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태도 및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 왔다. Lang and Lundholm(1996)의 연구에 따르

면 CSR 활동이 우수한 기업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소비자

가 인지하는 정보의 비대칭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정보가 실재(實在)한다고 생각하고, 기업

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때 기업의 윤리성에 대

한 인식이 증가하고, 이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한

다(Rawlins, 2008). Bhaduri and Ha-Brookshire(2011)

의 연구에서, 소비자는 CSR 정보를 직접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가 접근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여김을 실증한 바 있다. 즉, 기

업 CSR 정보의 투명성은 단순히 정보의 공개가 아니

라 기업이 CSR 활동 내용을 얼마나 잘 소비자와 소

통하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다. 브랜드

가 자신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브랜드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소비자가 실

재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 

Hazel and Kang(2018)의 연구에서는 Rawlins(2008)

의 정보 실재성 개념을 적용하여 인지된 CSR 정보 실

재성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를 소비자가 주어

진 CSR 정보에 대해 적시성, 관련성, 정확성, 신뢰성, 

완전성, 비교 가능성 및 명확성을 지니고 있다고 느

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Hazel and Kang(2018)의 연

구결과는 패션 브랜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CSR 정

보를 제공할 때, 소비자의 정보 실재성을 측정하고, 

이것이 기업의 CSR 품질 지각에 정적인 영향이 있음

을 실증하였다. 이렇듯 소비자가 높은 CSP 인식을 갖

게 된다면 소비자는 기업이 고객의 욕구나 필요를 만

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업이 

수행할 것이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 믿게 된다(Hwang 

et al., 2011). 따라서 소비자가 기업의 CSP에 대해 높

게 인지할수록 CSR 정보는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고 

실재성이 있다고 판단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CSR 정보 실재성을 통해 긍

정적인 브랜드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밝혔다. 

예를 들어, Brown and Dacin(1997)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의 CSP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

고해줄 수 있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Hazel and Kang(2018)은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긍정적일수

록 소비자는 기업 행위를 더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책

임 있는 기업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브랜드 평가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가 CSP 인식을 통

해 CSR 정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이를 신뢰할 경

우, 브랜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

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

해 호의적인 인식을 가지며, 브랜드가 제공하는 정

보에 대해 더 신뢰를 가질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가

설 2, 3을 도출하였다.

가설 2: 소비자의 CSP 인식은 기업의 CSR 정보 실

재성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기업의 CSR 정보 실재성 지각은 CSP 지각

과 소비자의 브랜드 평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공급업체의 역할 및 조절효과

정보의 투명성이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가시성을 의미한다. 최근 소비자들이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

하면서 공급업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패

션 산업 내에서 일부 밝혀진 노동 환경과 친환경적이

지 못한 제조는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패션 소

비자들의 CSR 정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

는 추세이다. 기업이 사업의 운영 및 상품 제조 과정

에서 과실이 있는 부분을 숨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며 향후 소비자와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Carter & Rogers, 2008). 실무에서는 Adidas, Ree-

bok, Patagonia와 같이 투명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소비자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증진하고, CSR 

활동을 통한 산업 리더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Hol-

brook, 2019).

경영학의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정보 전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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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정보 전략이란 기

업 입장에서 정보를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의미한다(Granados & Gupta, 2013). 디

지털 시대에서 정보 전략은 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행

동의 전략에 대해 논한다. Granados et al.(2010)에 따

르면, 기업의 정보 투명성 전략은 네 가지의 선택지

가 있다. 완전히 기업 내 · 외부에 정보를 공개하는 노

출(disclose) 전략,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완전하지 않

거나, 정확하지 않은 왜곡(distort) 전략, 경쟁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기재하는 편향

(bias) 전략, 완전하게 정보를 숨기는 숨김(con- ceal) 

전략이다. Granados and Gupta(2013)는 정보의 요소

에 따라 전자제품 기업은 다음 옵션을 취할 수 있다

고 예를 들었다. 

<Tabl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보 요소 중 하

나인 비용에 대해 전통적으로 기업은 공개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Zhu(2004)

는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자

들이 기업의 원가 구조를 알게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의류학 연구에서 패션 기업을 대상으

로 정보 투명성에 대한 질적, 양적 분석이 직접적으

로 이루어진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패션 기업

들은 제조 과정이나 원가 비용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숨김 전략을 취하고, 밝히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패션 산업에서 기

존 관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투명성에 대한 요구

가 높아지고 있다. 에버레인과 같은 패션 기업은 이

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제조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

할 뿐만 아니라 패션 제품의 특성이나 가격 정보를 

포털 사이트에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듯이 전시

하는 편향 전략을 취하고 있다(Babicheva, 2019). 재

고와 관련된 정보는 기업마다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 ZARA와 같은 일부 기업은 정보 ·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재고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실시간 

반영 및 공개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패션 업계에서 상품의 품질은 투명성 있는 완전한 정

보가 공유되기 어렵다. 제품군의 특성 상, 의복의 소

재 원단, 봉제 구조 등에 대한 정확한 품질에 대한 정

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며, 다른 원인

은 제조 공정의 글로벌화로 인한 복잡한 산업 구조 때

문이다(Dyer & Ha-Brookshire, 2008). 이에 전통적으

로 패션 업계에서 숨김 전략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제

조 과정과 원가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밝혀질 

때, 소비자는 패션 기업의 정보 투명성이 높은 것으

로 지각할 것을 추론할 수 있다. 

Bhaduri and Ha-Brookshire(2011)는 정보 투명성 연

구는 보통 재무 관련 분야에서 주로 수행되어 왔으나 

의류 산업에 적용은 거의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의

류 공급망에서 정보 투명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들과 면담조사를 통해 정

보 투명성과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고찰했는데, 연

구결과는 소비자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CSR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고 밝혔

다. Burchell and Cook(2006)의 연구는 많은 진보된 정

보 · 통신 기술 상황에 발맞추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사회적, 환경적 책임의 기업 활동 정보를 알기를 원

Strategic 

option

Informational 

element

Disclose Distort Bias Conceal

Full revelation, 

information is available 

and easy to interpret

Information is outdated, 

incomplete, inaccurate, 

or obfuscated

Preferential display

of information to the 

detriment of competitors

Full opacity,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Product features ✕

Product quality ✕

Price ✕

Cost ✕

Inventory ✕

Processes ✕

Reprinted from Granados and Gupta (2013). p. 639.

Table 1. An example of firm's information transparency strategic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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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Singh et al.(2008)은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에 대해 소비자들이 투명함을 요구

하며, 특히 상품의 원산지, 제조 과정이 소비자들에

게 알려지면 이것이 소비자들의 상품 지식 욕구를 만

족시킴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투명한 공급망의 공개

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의 충성도 확보에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된 바 있다(Strutin, 2008). 

대부분의 CSR 정보 투명성의 실증연구는 회계 및 

재무 분야에서 ‘정보 공시’라는 키워드와 함께 다루

어졌다. Jeong(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영자가 

영업 활동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정

보 비대칭을 해소하며, 불확실성을 줄여주므로 소비

자가 CSR 활동에 대한 기업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

함이 밝혀졌다. Choi and Yoon(2006)의 연구에 따르

면, 회계 정보의 자발적 공시가 많을수록, 공시 오류

가 적을수록, 공시 내용이 상세할수록 이해당사자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해

당 연구에서 경영 투명성은 법에 의해 강제되는 재무 

제표의 공시가 아니라 기업 · 경영 전반을 자발적으

로 외부에 투명하게 공시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 조작

적 정의되었는데, 경영 투명성이 높을수록 회계 정

보의 투명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패션 산업으로 대치해 보면, 패션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높을수록, 다시 말해, 패션 기업 운영 및 상

품 제조를 투명하게 공시할수록 정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내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진적으로 패션 산업 맥락에서 제조 과정 중 일

부인 노동에 관한 공급업체를 토대로 소비자 인식과

의 관계를 실증연구를 한 사례가 있다(Kang & Hustve-

dt, 2014). 이들은 신발 산업 맥락에서 노동 투명성의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인지된 노동 투명성이 브랜드 

신뢰를 부분 매개하여 브랜드 자산 평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가 공시하는 정보 실

재성의 지각은 브랜드가 주는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

하며 분명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므

로 브랜드 신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제시

된 연구결과들로 비추어 볼 때, 소비자가 정보원이 

되는 기업의 CSR 성과를 좋게 지각할수록 기업이 제

시하는 정보에 대한 실재성을 높게 지각할 것이다. 

또한 정보 투명성이 높을수록 이 효과가 강해질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 정보가 아닌 

패션 기업의 공급업체를 비롯한 제조 과정 정보와 원

가 구조를 제시하는 것을 높은 정보 투명성으로 조작

하고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조, 원가 정보는 기

업 외부자에게 공시되는 정보가 아닌 것으로 인지되

므로(Garcia-Torres et al., 2017), 공시될 경우 높은 수

준의 정보 투명성으로 수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패션 기업의 정보 투명성의 고저는 공급업체

와 원가 정보의 제시 여부에 따른 차이로 조작하였

다. 정보 투명성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가

설 4, 5를 도출하였다.

가설 4: 패션 기업의 정보 투명성이 낮을 때보다 높

을 때 소비자의 CSP 지각, CSR 정보 실재

성, 브랜드 평가가 더 좋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 정보 투명성 정도는 CSP 지각이 CSR 정보 

실재성을 통해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할 것이다(정보 투명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III .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CSP 지각이 인지된 CSR 정보 실재성을 

매개하여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CSP 지각이 인지된 CSR 정보 실재성에 미치는 영향

을 공급업체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선행연구에 따라 CSP 지각은 소비자, 직원, 그리

고 환경적 차원의 하위 차원을 포함하는 하나의 변수

로 구성하였으며, 브랜드 태도, 행동적 몰입,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를 포함하는 변수인 브랜드 평가를 제

안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Fig. 1>에 제시하

였다.

2. 자극물 개발 및 검증

본 연구는 온라인 패션 브랜드 사이트를 가상으로 

구성하여 상품 정보가 공급업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

부를 조작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두 유형으로 

구성하여 응답자들에게 제시하였다. 패션 산업 내 

지속가능 공급망에 대한 정보 투명성에 대한 수요를 

밝힌 연구(Bhaduri & Ha-Brookshire, 2011)에서 정보 

투명성의 개념은 접근가능성과 정보 가시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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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자극물은 패션 상품 구매 

시 누구나 접근가능한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정보가 

고지되는 상황으로,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시 방식

인 것으로 표현하였다. 먼저 제시된 제품에 대한 이

미지, 가격 및 색상에 대한 정보를 두 자극물에 공통

으로 제공한 후, 투명성이 낮은 상품 정보 제시 방법

<Fig. 2>에서는 낮은 제품에 대한 설명과 반품, 세탁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정보를, 투명성이 

높은 상품 정보 제시 방법<Fig. 3>에서는 윤리적이

고 투명한 경영, 공급업체, 원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의류학 전공자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하여 정보 투명성의 낮음(일반적인 제품의 상세 페

이지), 정보 투명성의 높음(제품 상세 페이지에 CSR 

상세 정보 제공)으로 자극물의 정보의 양을 통제하

고,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의 구성 순서가 같으면서 

투명성의 정도만이 다르게 지각됨을 확인하였다. 

자극물의 제작 후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자극물

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자극

물에 배치된 집단 간 공급업체의 지각을 확인하기 위

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급업체 

지각 평균은 낮은 공급업체 집단에서 7점 기준 평균 

3.53(S.D.=1.14), 높은 공급업체 집단에서 4.81(S.D.=

1.10)로 유의한 차이(t=–6.77, p<.000)를 보였다. 따라

서 자극물이 잘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온라인 자극물을 통해 응답하는 설문지법을 사

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 대상은 20~30대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앞서 분류한 각 설문지에 따라 

무작위로 배치하여 응답하게 하였고, 모든 응답자는 

한 자극물 내에서만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

자가 온라인 자극물에 노출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

고 시나리오를 이해한 후 응답에 참여하도록 하였으

며, 설문에는 자극물이 제공하는 내용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 자극물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낮은 정보 투명성의 자극물에 68명, 높은 정보 투명성

의 자극물에는 73명으로 총 141명이 응답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살펴보면 20~29세(66.0%), 

30~39세(34.0%)로 20대 응답자가 가장 많이 수집되

었다. 응답자 중 63.8%는 여성, 36.2%는 남성이었으

며, 기혼 여부는 미혼(78.0%), 기혼(22.0%)으로 구성

되었다. 직업의 경우 직장인 또는 학생이 92.2%로 대

다수였으며,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2.5%

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소득의 경우 월 평균 가구 소

득은 200만 원 이상에서 600만 원 미만이 49.6%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CSR의 지각에 대한 변수를 포함

하므로 친환경 의류 제품 구매경험 여부를 추가적으

로 질문하였는데, 응답에서 ‘예’가 65.2%, ‘아니오’

가 34.8%로 나타나, 과반수의 응답자가 환경을 고려

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 SPSS 23.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빈도분

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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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gh information transparency.

Fig. 2. Low information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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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SPSS Macro Process(Hayes, 2013)를 실시하였다.

4. 척도 구성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변수들의 척도

는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척도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본 연구의 맥락에 맞추어 수정

하였다. 먼저, CSP 지각과 관련된 척도는 Pivato et al.

(2008)의 실증연구에서 제시한 환경, 소비자, 직원의 

세 가지 차원을 통합하여 구성하였고, 각각 3문항으

로 총 9문항이 사용되었다. 인지된 CSR 정보 실재성

은 Rawlins(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Hazal and Kang

(2018)이 사용한 척도 7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하였고, CSR 지각 여부에 대해 묻는 2문항을 추가하

여 총 9문항이 사용되었다.

또한 공급업체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 조

작 외에도 집단 간 지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Vish-

wanath and Kaufmann(2001)이 개념화 한 정보 투명

성의 다섯 가지 차원(접근성, 종합성, 관련성, 품질, 

신뢰성)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맥락에 적절한 Kang 

and Hustvedt(2014)의 연구에서 4문항을 발췌하여 사

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브랜드 평가는 소

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이고 다각적인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히 한 척도로 측정하기보다는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포함하였는데, Aaker et al.

(2004)이 제시한 행동적 몰입, Albert et al.(2008)이 제

시한 브랜드 태도, 그리고 Kwon et al.(2003)의 브랜드 

충성도에서 각각 3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응

답 척도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

에 대하여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문항의 내용은 

<Table 2>‒<Table 5>와 같다.

IV . 연구결과

1.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분석에 앞서,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분석한 결

과 모든 변수의 신뢰도 계수는 .89 이상으로 높은 신

뢰도를 보였다. 또한 측정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

해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

는데, 요인분석에서 인지된 CSR 정보 실재성의 두 

문항과 브랜드 평가의 세 문항을 제외하고는 고유치 

1.00 이상, 요인부하량이 .73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문항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위의 문

항들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Table 2>‒<Table 5>와 같다.

2. 연구가설 검증

CSP 지각, CSR 정보 실재성, 브랜드 평가, 그리고 

공급업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회

귀분석과 SPSS Macro Process(Hayes, 2013)에서 Pro-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CSP perception

Brand A cares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87

6.08 67.58 .94

Brand A is environmentally aware .86

Brand A is sensitiv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85

Brand A guarantees equal opportunities to employees .84

Brand A is sensitive to waste recycling and recovery .83

Brand A provides fair economic treatment to all emp-

loyees
.83

Brand A protects consumers' interests and rights on a 

voluntary basis
.81

Brand A satisfies consumers' needs .76

Brand A accures quality along the whole supply chain .74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CSP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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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s Model 7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구간은 95%로, 

부트스트랩(Bootstrap) 샘플 수는 5,000으로 지정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 수가 작거나 표본의 분

포가 비대칭적인 경우, 다중매개나 이중매개 등 보

다 정교한 매개모형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 등에서는 

많은 분석 방법들은 한계점을 가지기에, 표본의 반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Information 

transparency

Brand A would be honest and sincere in addressing 

the issue of sweatshop labor
.90

3.01 75.14 .89

I can rely on brand A to solve the problem of sweat-

shops
.87

If I wanted to, I could easily find out about labor con-

ditions in the factories brand A uses to make their pro-

duct

.86

I believe brand A doesn't have anything to hide .84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information transparency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Brand 

evaluation

I would recommend brand A to others .92

3.85 64.18 .89

I would continue to use brand A .87

I would consider brand A when purchasing fashion 

product
.86

I am willing to continue to use brand A even if it di-

sappoints me once or twice
.73

I can make small sacrifice to continue using brand A .70

Negative-Positive .69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brand evaluation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Perceived CSR 

information 

substantiality

I can accurately identify brand A with the provided in-

formation.
.85

4.13 59.04 .88

I can find socially responsible behavior in brand A's 

online mall product page.
.82

I think brand A is carrying out CSR activity. .81

The provided information shows brand A is doing so-

cially beneficial activities.
.80

I can understand brand A by the provided informa-

tion.
.74

I can completely identify brand A with the provided 

information.
.74

I wanted to know the provided information. .60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erceived CSR information substa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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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인 재표본추출법인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해 

기존 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1) CSP 지각, CSR 정보 실재성, 브랜드 평가 간의 관계

CSP 지각이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

귀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에 대한 검정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5.7%의 설명력을 보였다(F

(1,139)=176.81, p<.000 R2=.56). CSP 지각이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계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β=.75, t(139)=13.30, p<.000). 이로써 가

설 1은 지지되었다. CSP 지각은 정보 실재성 지각에

도 유의한 영향을 미쳐(β=.80, t(139)=15.95, p<.000, F

(1,139)=254.23, p<.000, R2=.64), 가설 2 또한 지지되

었다.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CSR 정보 실재성을 매개로 하여 CSP 지각이 브랜

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o-

del 7의 분석 결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

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CSP 지

각에서 브랜드평가의 직접효과가 유의하고(b=45, t=

4.89, p<.000), 공급업체의 자극물이 배정된 각 집단

에서 두 집단 모두 신뢰도 구간(confidence interval)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유

의하여, 부분 매개함이 확인되었다. 가설 3이 지지되

었다.

2) 공급업체의 역할 및 조절된 매개효과

공급업체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는 가설 4를 검

증하기 위하여 공급업체의 고 ·저에 따라 소비자의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는 패션 기업의 공급업체가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소비자의 CSP 지각, 인지된 CSR 정보 실재성, 그리

고 브랜드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

상하였고, 이에 따라 응답자들에게 공급업체 지각을 

조사하여 이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SP 지각은 공급업체가 높을 때(Mhigh=4.89, S.D.=.90)

와 낮을 때(Mlow=3.62, S.D.=1.12) 유의미한 평균 차이

가 있었다. 다음으로, 인지된 CSR 정보 실재성 또한 

공급업체의 고(Mhigh=4.65, S.D.=1.13), 저(Mlow=3.12, 

S.D.=1.12)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마

지막으로 브랜드 평가의 경우, 마찬가지로 공급업체

의 고(Mhigh=4.53, S.D.=1.13), 저(Mlow=3.50 S.D.=1.08)

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세 변수에 대

해 <Table 8>과 같이 모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

하였으므로 가설 4가 지지되었으며, 소비자가 공급

업체를 높게 평가할 때 CSP 지각, 인지된 CSR 정보 

실재성, 그리고 브랜드 평가를 더욱 긍정적으로 한

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Process Model 7

은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라고도 

불리는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값을 제시하는

데, 이는 독립-매개-종속 변수 간의 간접효과가 조절

변수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조절된다는 가정을 토대

로 한다(Preacher et al., 2007). Hayes(2015)는 조절된 

매개지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해석할 것을 권장한다. 앞서 참여자들에게 높은 정

보 투명성의 자극물로서 제시하였던 온라인 쇼핑몰

의 상세 페이지는 윤리적 공장 운영, 재활용 실행 계

획 또는 지속가능한 소재 사용 등 정보 투명성 저집

단의 자극물에는 없는 CSP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기

에, 이런 정보의 차이로 인하여 정보 투명성뿐만 아

니라 CSP 지각이나 CSR 정보 실재성 지각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CSR에 대한 정보 지각을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였다. CSP 

지각이 정보 실재성을 매개로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 대한 정보 투명성의 조

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Table 7>에서 정보 

투명성이 높을 때, 매개지수의 영향력(effect)이 정보 

투명성이 낮을 때보다 .13만큼 더 높고, 조절된 매개지

수가 유의하므로(index=.1229, Boot CI=.0243~.2505), 

구조적 관계를 강화함을 알 수 있다. 정보 투명성의 조

H Path β t R2 F

1 CSP perception → Brand evaluation .75 13.30*** .56 176.81***

2 CSP perception → Perceived CSR information substantiality .80 15.95*** .64 254.23***

***p<.001

Table 6. The effect of CSR perception on brand evaluation and perceived CSR information substantiality N=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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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어 가설 5가 지지되었다.

V. 결론및논의

본 연구는 패션 기업이 패션 제품의 제조 및 원가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정보 투명성의 전략을 

취할 때, 소비자가 정보와 기업 브랜드에 대하여 어

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소비자의 

CSP 지각이 CSR 정보 실재성 지각을 통해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 투명성이 조절하는지 확

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정보 투

명성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수행하여 변

수의 평균값을 비교하고, 단순회귀분석과 SPSS Pro- 

cess Model 7을 통해 CSP지각과 브랜드 평가 간의 

Mediator variable model (CSR information substantiality as DV, perceived CSR information as covariate)

Predictor b SE t p

Constant  1.04 .27   3.84 .00

CSP perception    .45 .08   5.46 .00

Information transparency (I.T.) ‒1.49 .54 ‒2.75 .01

CSP perception * I.T.    .27 .12   2.25 .03

Perceived CSR information    .29 .05   5.37 .00

R2=.68, F(4,133)=71.19 ***

Dependent variable model (Brand evaluation as DV, perceived CSR information as covariate)

Predictor b SE t p

Constant   .44 .27  1.64 .10

Direct effect

CSP perception
  .42 .10  4.26 .00

CSR information substantiality   .45 .10  4.59 .00

Perceived CSR information ‒.03 .06  ‒.50 .62

R2=.58, F(3,134)=61.33 ***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perceived CSR information substantiality on brand evaluation at values of information transparency level

Effec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Boot LLCI Boot ULCI

Indirect effect of CSP perception → Perceived CSR information substantiality → Brand evaluation

Information transparency: Low .20 .06 .0988 .3232

Information transparency: High .33 .08 .1822 .4876

***p<.001

Table 7. The results of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perceived CSR information substantiality on brand eval- 

uation at values of information transparency level N=141

Variable

Low information transparency 

(n=68)

High information transparency 

(n=73) t p

Mean (S.D.) Mean (S.D.)

CSP perception 3.62 (1.12) 4.89 ( .90) ‒7.44 .00

Perceived CSR information substantiality 3.12 (1.12) 4.65 (1.13) ‒8.04 .00

Brand evaluation 3.50 (1.08) 4.53 (1.13) ‒5.53 .00

Table 8. The results of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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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정보 실재성 매개효과와 정보 투명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패션 산

업의 맥락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정보 투명성을 학술

적으로 고찰하고, 실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패션 기업의 CSR 성과가 긍정적으로 지각(CSP 

지각)될수록 CSR 정보 실재성을 높게 지각하며, 이

를 통해 브랜드 평가를 호의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신발 산업에서 CSR 노력에 대한 소비

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브랜드 자산에 호의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한 Kang and Hustvedt(2014)의 연구를 뒷

받침하는 결과이다. 패션 소비자가 브랜드가 CSR 활

동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지각할수록 기업이 제

공하는 CSR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믿을 만한 

것이라고 더 크게 인지한다. 이로써 기업은 평소 자사

가 CSR 활동을 잘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인

지할 수 있도록 알맞은 전략을 세워 홍보하고, 소비

자에게 기업 CSR 성과를 더욱 각인시킬 때, 제공하

는 CSR 정보의 효과 자체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CSR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실재성 평가는 CSP 

지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패션 브랜드의 의사결정권

자는 CSR 정보의 무차별적 노출이 해답이 아니라 진실

성을 가지고 CSR 활동을 하여 이미 기업이 CSR 성과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높게 지각될 때, 전달하는 CSR 

정보를 소비자가 더 믿고 받아들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식품 산업에서 소비자의 CSP 지각

은 브랜드에 대한 가치 기반 또는 인지적 신뢰 형성

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Pivato et al.(2008)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보 투명성의 역할은 자극물

로 제시되어 패션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공급업체 

및 원가 정보의 유무로 조작하였으며, 해당 정보가 

있을 때 정보 투명성이 높다고 지각됨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투명성이 높을 때, 낮을 때보

다 CSP 지각, 정보 실재성 지각, 브랜드 평가가 모두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난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

였다. 더불어, CSP 지각이 정보 실재성을 통해 브랜

드 평가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정보 투명성이 통합

적으로 조절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정보 투명성이 

높을수록 효과가 높았다. 이는 패션 기업이 공급업

체와 원가 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하지 않을 때보다 

전반적인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우

호적임을 의미한다. 즉, 진보된 정보 · 통신 기술 시대

에 살고 있는 현 세대의 소비자에게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그 자체로 소비자의 호

의적인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실무에서도 에버레인 등 몇몇 기업이 정보 투명성을 

전략으로 하여 패션 스타트업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

가 등장하고 있다. 패션 제품의 원가와 제조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과거에는 궁금하지 않았던, 혹은 공개

되리라 기대하지 않았던 정보의 범주였을 수 있지만 

현재는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에 대한 수요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패션 기업은 정보 투명성을 소비

자의 마케팅 활동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먼저, 정보

의 투명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의 자

극물인 온라인 패션 브랜드를 가상으로 개발하여 공

급업체가 높고 낮은 두 자극물만을 제공했다는 점에

서 한계를 지닌다. 후속연구에서는 공급업체가 없는 

자극물과 일부 정보만을 공개한 자극물 등을 포함해 

자극물의 종류를 늘려 공급업체에 따른 차이를 더 세

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

극물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삽입

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였으나, 온라인으로 배

포된 설문지였기에 피험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해

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매장 상황에 입각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 또

한 흥미로울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쇼

핑의 주요 이용자인 20~30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여성이 60% 이상

을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력이 발생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남성 피험자를 추가 모집하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

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온라인 쇼핑의 중요한 

소비자로 떠오르고 있는 Z세대는 포함되지 않았기

에,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확장하여 새로운 소

비자층의 인식을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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