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3, pp.365-374, August 31,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65 -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365

JCCT 2021-8-43

패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서 지각된 정보의 양이
소비자 위험지각 및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perceived amount of information in a fashion 
crowdfunding project on perceived risk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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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높은 성장률과 장점으로 인해 브랜드와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패션
비즈니스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서포터가 실제 제품을 받기
전에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의 인지된 위험을 높이거나 억제하는 플랫폼 환경, 소비자
개인 특성, 또는 프로젝트의 구성 요인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크라우드펀딩에서 인지된 위험과 소비
자 태도에 대한 과거 문헌은 확장되었지만 패션 제품과 같은 경험재 소비와 관련된 맥락에서 플랫폼과 프로젝트의
특성에 관해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지각된 정보
의 양이 지각된 위험과 프로젝트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총240명의
한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 가상의 패션제품 크라우드펀딩 페이지를
자극물으로 설정하였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패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대한 지각된 정보의 양이 많은 상황에
서 적은 상황에 비해 응답자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의도가 높았다. 또한 지각된 정보의 양은 소비자의 지각된 위
험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각된 위험은 참여의도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지각
된 위험은 지각된 정보의 양과 프로젝트 참여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졌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술적 실무적 의의 및 연구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패션 크라우드펀딩, 지각된 위험, 지각된 정보의 양, 참여의도

Abstract Recently, the high growth rate and advantages of the crowdfunding market have also led to increased 
participation of brands and companies, and this also applies to fashion business. Risk has been noted to be a 
key factor in consumer behavior in crowdfunding. With the high-risk context of crowdfunding where supporters 
inevitably bear to pay full amount of price before receiving the actual products. Factors enhancing or inhibiting 
perceived risk of crowdfunding need to be explored. The past literature on perceived risk and consumer attitudes 
in crowdfunding has expanded, but it has rarely covered the context of experience goods such as fashion 
products. In addition, the platform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perceived risk should be addressed.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address the effect of the perceived amount of information offered in a fashion crowdfunding 
project on perceived risk and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For the experiment of this study, a 
fictitious crowdfunding page for fashion products was set as the stimuli. A total of 240 Korean participants 
were recruited and their respons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24.0 software. In the results, the 
greater the amount of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fashion crowdfunding project, the higher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the project. The greater the amount of information provided, the lower the perceived risk of 
consumers. Moreover, the lowered perceived risk affected the intention of participate. Perceived risk has a 
partial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information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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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서, 최근에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해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상품 개발이나 자선 활동 등

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일컫는다[1]. 대부분

의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적으로 대출, 보상, 지분투자,

후원 등 모금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분류되며[2], 다양

한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들의 성장과 함께 식품,

뷰티,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재 기업의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3]. 이처럼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따라 관련 연구들도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2,4,5]. 한편 패션기업들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가령 국내 최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는 2018년 총

602억원이 펀딩 되었는데, 이중 가장 많은 성장을 이룬

카테고리는 패션잡화로 전년 대비577% 성장을 기록했

다[6]. 또한 패션 및 잡화 영역의 제품이 텀블벅, 와디

즈 등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면에서도 빈도수 면에서도 매우 크다[6,7]. 이처럼

패션영역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

딩 플랫폼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제품군 중

의 하나이나[7,8], 관련한 학술적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후원 행동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는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9]와

참여의도(intention to participate)의 관계를 패션 제품

의 크라우드펀딩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기존

선행 연구들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이 크라우드펀

딩에서의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

는 요인으로 주목하며[1,4,5], 그와 연관되는 크라우드펀

딩 플랫폼 환경요인 또는 개인 특성 등에 관해 제언해

왔다[1,2,4].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패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와 관련한 소

비자의 지각된 정보의 양(perceived amount of

information)[1]이 지각된 위험과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

향력을 연구했다.

Ⅱ. 이론적 배경

1. 패션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창작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품 디자인에 집중하여 소비자의 관심과 인지도를 얻

음으로써 크라우드펀딩 제안을 일종의 소비자 행동으

로 -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을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높

은 우선순위로 얻는 등의 -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4].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적은 자본으로 신규 브랜드 및

상품을 런칭하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

고 있다. 그 이유는 크라우드펀딩이 갖는 다양한 장점

때문인데, 가령 크라우드펀딩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추

가적인 마케팅 비용 없이 홍보 역할을 수행한다[10,11].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약 40%의 수수료 수준에 비해

크라우드펀딩은 10%내외의 수수료만을 기업들에 책정

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유통마진의 효율도 크다[7].

한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기업들은 위험부담 없이 소

비자의 니즈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소비자 반응 테스트를 거치면서 추후 브랜드를

전개하거나 최종 상품을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이

디어를 얻을 수 있다[8]. 무엇보다, 기업들은 펀딩을 통

해 재정적 부담 없이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수요에 맞

춰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12]. 특히 일반 소비재 크

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상형 펀딩

(reward funding)은 제품 공개 후 목표 금액 모금을 완

료하면 주문량만큼 제작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수요 예

측과 낮은 재고 부담의 장점이 크다[12]. 매 시즌 빠르

게 전환되는 유행과 시즌별 출시되는 신제품의 수량이

다른 소비재 영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패션제품군

의 경우 이러한 생산비용 절감과 수요예측의 정확성은

더욱 활용가치가 높다[6,7,10,11,12].

박선민과 조민경[13]은 20대를 중심으로 크라우드펀

딩 플랫폼 기반 패션제품의 브랜드 가치요인을 분석하

여 유행 선도력이 높은 20대 소비자 집단에서의 크라우

드펀딩 패션제품에 대한 선호도 및 수용도가 높음을 경

험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패션제품의

주된 가치요인을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

로 기존의 온라인 의류제품의 주된 가치요인과 차별화

됨을 논했다. 이경미[14]는 영국, 이탈리아, 미국, 프랑

스, 일본 등, 5개국의 대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및 패

션분야 프로젝트 성공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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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육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프로젝트의 성격과 가장 잘 부합하는 플랫폼을 선정하

며, 진정성 있는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의 적절성으로

프로젝트에 흥미를 유발시키고, 시각적인 자료를 포함

하여 자신의 프로젝트를 임팩트 있고 설득력 있게 전달

해야 한다는 등의 국내 패션분야 신진 디자이너들의 창

업활동 지원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패션제품의 크라

우드펀딩 플랫폼의 실태를 조사한 정남주와 김창완[8]

은 국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중 패션아이템의 비중이

가장 높은 텀블벅의 패션 프로젝를 대상으로 패션 크라

우드펀딩 프로젝트에서 창업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제

품 가치가 크라우드펀딩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

고, 분석 결과 제품의 디자인, 가격, 스토리텔링, 브랜드,

기능요소가 해당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성공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활성화된 패션제품 영역에서의 크라우드펀딩에

관련된 소비자행동 연구는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제품에 대하여 지각된 정보의 양과

지각된 위험, 그리고 후원자들의 구매 의도 간의 관계

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2. 지각된 정보의 양

소비 상황에서 주어지는 정보의 양은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있다. 정보의양은 실제로 주어진

객관적인 정보의 양, 그리고 이와 별개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지각된

정보의 양으로 구분된다[1,9]. 정보의 양과 관련된 학술

적 배경으로 정보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에 관

한 이론이 있다[15]. 정보 비대칭이란 1970년 경제학자

George A. Akerlof를 통해 제시된 경제학이론에 그 뿌

리를 둔 개념인데, 이는 상호간의 정보에 대한 불완전

하고 불공평한 배분을 뜻한다[15].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정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현실시장에서 정보의 우위는 소

비자보다 공급자에게 있다. 지각된 정보의 양은 소비자

의 정보처리과정에 밀접한 영향을 갖는다[16]. 지각된

정보의 양이 소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한 선행연구들은 소비자들이 지각된 정보의 양이 많을

수록 해당 제품이 보다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정보의 단순한 양이 소비자의 해당 사안에

대한 태도와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17].

제한된 소비환경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은 특별히 상품

을 확인하기 전에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의 영향력이 클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에서도

소비자 관점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 대한 지각이 형

성된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지각된 정보의 양과 역선

택, 그리고 신호이론에 관한 선행연구자료는 많지 않다.

하지만 비교적 새로운 개념의 투자형태인 크라우드펀

딩의 특징은 기존에 알려진 투자 성향과 시장의 관계에

관해서도 비교할 수 있다[18]. 크라우드펀딩의 상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IPO(Initial Public Offering)를 살펴

보면IPO의 품질을 나타내는 시그널링을 제어한 후에도

높은 수준의 자발적 개시(disclosure)는 낮은 레벨의 저

가발행(underpricing)을 일으켰고[18], 투자설명서에 정

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더 많을수록 상장가격이 저평가

되지않고더정확하게책정되었다[19]. 온라인플랫폼환경

에서 주어지는 정보의 양은 소비자 참여(engagement)

와 인지적 주의(cognitive attention)를 활성화시키고[19],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강화하며[19], 결과적으로

판매촉진이 이루어졌다[21]. Romero et al.[1]의 연구에

서도 레스토랑과 관련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서

메시지 길이가 길어질수록 해당 레스토랑에 대한 호의

적인 태도가 증가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제품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프로

젝트에서의 지각된 정보의 양과 소비자 참여 의도에 관

련한 다음의 가설을 설정했다:

H1. 패션제품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서의 지각된

제품정보의 양은 소비자 참여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

다.

3. 지각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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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위험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Bauer[22]에 따르

면, 소비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과정에서 결

과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결과에 대한 불확

실성을 위험으로 감지하게 되며, 이러한 소비자의 위험

을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이라 설명하였다. 지각된

위험은 구매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각

하는 것이다[9.23]. 소비자는 제품이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각하며, 제품 구매

에 따른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수

집한다[23]. 인터넷 기반 소비환경에서는 쇼핑환경에 의

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위험의 수준이 높고 이는 소비

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을 통한 구매에서 소비자들은 상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점포가 제공하는 수준

으로 제품정보, 인적 서비스, 오락, 그리고 사회적 상호

작용을 제공하지 못한다[21,23].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또한 이러한 인터넷 기반의 소비환경에서의 제

한된 정보와 높은 지각된 위험의 상황이다. 제한된 온

라인 쇼핑환경에서는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소비

자들의 지각된 위험과 부정적 구매의사결정이 더 크게

확장되어 나타날 위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사

소통에서의 한계는 구매와 관련한 정보의 효율적 전달

과 이해를 방해하여,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25,26]. 따라서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후원

자들의 지각된 위험을 낮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9].

구매의사결정에서 소비자들은 위험을 극소화하려는 의

사결정을 하는데, 특히 온라인 기반의 쇼핑 환경에서

부족한 정보의 제공과 제한된 쇼핑 환경 요인들에 의해

유발되는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25,26]. 지각된 정보의 양이 많을수

록 지각된 위험이 낮아진다는 주장은 인터넷보다 다양

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TV홈쇼핑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데, 가령 Kim 과 Lennon[27]의 연구에서는 TV홈

쇼핑 상황에서 지각된 제공 정보의 양이 지각된 위험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구매 의도와는 정적인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이 수립되었다:

H2. 패션제품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서의 지각된

제품정보의 양은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크라우드펀딩 프로그램에 관련한 참여자들의 지각된

위험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 크라우드펀딩이라는 특수한 소비 환경은 온

라인 쇼핑몰과 투자시장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상황

이므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지각된 위험이 소비자 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을 확

인하기 전에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 인터넷 기반의 쇼핑

환경에서는 지각된 위험이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에 특

히 큰 영향을 미친다[28, 29]. 지각된 위험이란 기대 손

실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효용을 지각하는 것인데[28],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의 특성, 품질 및 가

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온라인 쇼핑에 대해 더 긍

정적인 태도를 보이며[29],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수

준이 낮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크게 향상된다[1,

28, 29].

Romero et al.,[1]는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지각된

위험이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성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Kim과 Chang[4]은 예술행사

와 관련된 크라우드펀딩 소비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지

각된 위험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설명했다.

Tseng[5]또한 지각된 위험과 신뢰가 소비자들의 프로

젝트에 대한 태도 및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을 확인했다.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

정하였다:

H3. 패션제품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서의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의 참여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H4. 패션제품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서의 지각된

위험은 지각된 정보의 양과 참여의도 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실험에 앞서 설문지에 노출될 패션 제품을 선정

하였다. 사전 조사에서 가장 범용적이고 성별에 따른

소비특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후드 티셔츠를 선정

하여 소비자의 성별이나 유행,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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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후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설

문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실험자에게 보이는 패션 제품

(후드티셔츠)의 이미지는 동일하며 제품명이나 제품 설

명에도 해당 제품의 특징을 담되 외생변수의 개입을 없

애기 위해 가치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최소

화하였다.

그림 2. 연구자극물 (좌: 지각된정보의양적음, 우: 지각된정보의
양 높음)
Figure 2. Research Stimuli (Left: Perceived amount of information
Low, Right: Perceived amount of information High)

본 연구는 패션 제품으로 진행되는 가상의 크라우드

펀딩 상황을 자극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제시되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상세한 정

보의 양이 후원자의 구매 의도와 지각된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알거나 크라우드펀딩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 10대부터 40대 이하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240부의 설문조사 결

과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위한 지각

된 정보의 양, 지각된 위험, 참여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모두 관련 선행연구의 문항들을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1,4,9].

2. 응답자 특성

본 연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

별은 남성 108명(45.0%), 여성 132명(55.0%)으로 여성

응답자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67명(27.9%), 30대 113명(47.1%), 40대 60명(25.0%)이었

으며, 학력은 대학졸업이 157명(65.4%)으로 가장 많았

다. 직업은 사무직이 124명(51.7%)으로 가장 높은 빈도

를 나타냈으며, 월 평균수입은 500만원 이상이라고 응

답한 응답자가 97명(40.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했다(표1).

　 n %

Gender
Male 108 45.0
Female 132 55.0

Age
20-29 67 27.9
30-39 113 47.1
40-49 60 25.0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26 10.8
Community college
graduate

33 13.8

University graduate 157 65.4
Graduate school
graduate

24 10.0

Occupation

Sales/services 26 10.8

Office works 124 51.7
Professionals 23 9.6
Self-employed 9 3.8
Students 25 10.4
Housewives 14 5.8
Etc. 19 7.9

Annual
Household
Income

₩1,999,999 or under 21 8.8
₩2,000,000
-₩2,999,999

43 17.9

₩3,000,000
-₩3,999,999

47 19.6

₩4,000,000
-₩4,999,999

32 13.3

₩5000,000 or greater 97 40.4
Total 240 100.0

표 1.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Table 1. Respondents’ Profile

Ⅳ. 연구결과

1. 측정도구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각 변수들간의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Varimax 회

전법을 이용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성

요인의 설명력 및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총 4개의 문항

을 제외한 총 18문항들로 재분석을 실시하여, 지각된

위험, 지각된 정보의 양, 그리고 참여의도 등 총 3개의

고유치 1.0 이상의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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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는 .892이었으며, 요인들의 설명력에 해당하는 적

재량 누적 퍼센트는 67.12%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

은 p<.000으로 나타나 요인은 적합성 및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ronbach's α값은 지각된 정

보의 양을 측정하는 문항들에서 .937, 지각된 위험 문항

들에서 .886, 그리고 참여의도 측정 문항들에서 .911으

로 나타나 바람직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2. 지각된 정보의 양이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1)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 패션 제품

에 대한 프로젝트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프로젝트

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양이 소비자의 참여의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특

성 변수를 투입한 후 2단계로 독립변수인 정보의 양을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패션제품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Independen
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Intention to
participate

B S.E β t p adj.
R2

F
(p)

Gender -0.0
61

0.11
7

-0.0
34

-0.5
23

0.60
2

.031

2.53
6*
(.02
9)

Age 0.00
1

0.00
8

0.00
8

0.12
3

0.90
2

Education 0.18
9

0.07
8

0.16
5

2.40
9

0.01
7

Occupation 0.03
4

0.03
3

0.06
7

1.02
5

0.30
6

Income 0.04
8

0.04
4

0.07
5

1.09
4

0.27
5

Gender -0.0
74

0.10
4

-0.0
41

-0.7
09

0.47
9

.234

13.2
01**
*

(.00
0)

Age
0.00
4

0.00
7

0.03
3

0.57
0

0.56
9

Education 0.19
1

0.07
0

0.16
7

2.74
9

0.00
6

Occupation
0.00
7

0.03
0

0.01
3

0.22
5

0.82
2

Income 0.04
2

0.03
9

0.06
6

1.08
1

0.28
1

Perceived
amount of
information

0.48
4

0.06
1

0.45
4

7.94
7

0.00
0

표 2. 회귀분석결과 (지각된 정보의양이참여의도에미치는영향)
Table 2. Regression analysis (perceived amount of information
to intention to participate)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는 F값은 2.536

(p<.05)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를 투입한 2단계에

서의 회귀모형의 F값은 13.201(p<.001)로 나타나 본 회

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의 양(β

=.454, t=7.947, p<.001)은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소비자에게제공되는프로젝트

에 대한 상세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소비자의 참여의도도

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가설1은채택되었다.

3. 지각된정보의양이지각된위험에미치는영향분석

(가설2)

패션제품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대하여 소비자에

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소비자의 지각된 위

험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로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들을 투입한 뒤, 2단계로 독립변수인 정보의 양을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지각된 위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를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Perceived risk

B S.E β t p adj.
R2

F
(p)

Gender -0.0
31

0.08
6

-0.0
24

-0.3
58

0.72
0

-0.0
12

0.42
1
(.84
3)

Age 0.00
3

0.00
6

0.02
8

0.42
2

0.67
3

Education 0.01
7

0.05
7

0.02
0

0.29
2

0.77
0

Occupation 0.03
2

0.02
4

0.08
6

1.29
0

0.19
8

Income -0.0
17

0.03
2

-0.0
36

-0.5
14

0.60
8

Gender -0.0
23

0.08
0

-0.0
18

-0.2
93

0.77
0

0.12
0

6.4
24*
**

(.00
0)

Age 0.00
1

0.00
6

0.00
8

0.12
6

0.90
0

Education 0.01
5

0.05
4

0.01
9

0.28
4

0.77
6

Occupation 0.04
7

0.02
3

0.13
0

2.07
0

0.04
0

Income -0.0
13

0.03
0

-0.0
29

-0.4
38

0.66
2

Perceived
amount of
information

-0.2
82

0.04
7

-0.3
68

-6.0
10

0.00
0

표 3. 회귀분석결과(지각된정보의양이지각된위험에미치는영향)
Table 3. Regression analysis(perceived amount of information to
perceived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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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

는 F값은 0.421(p>.05)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를 투

입한 2단계에서의 회귀모형의 F값은 6.424(p<.001)로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각된 정보의 양(β=-.368, t=-6.010, p<.001)은

지각된 위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정

보의 양이 많을수록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가설2 또

한 채택되었다.

Independe
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Intention to
participate

B S.E β t p adj.
R2

F
(p)

Gender -0.0
61

0.11
7
-0.0
34

-0.5
23

0.60
2

0.03
1

2.5
36*
(.02
9)

Age 0.00
1

0.00
8
0.00
8
0.12
3
0.90
2

Education 0.18
9

0.07
8
0.16
5
2.40
9
0.01
7

Occupatio
n

0.03
4

0.03
3
0.06
7
1.02
5
0.30
6

Income 0.04
8

0.04
4
0.07
5
1.09
4
0.27
5

Gender -0.0
82

0.10
1
-0.0
46

-0.8
10

0.41
9

0.27
2

15.
901
***

(.00
0)

Age 0.00
3

0.00
7
0.02
2
0.38
7
0.69
9

Education 0.20
0

0.06
8
0.17
5
2.94
9
0.00
4

Occupatio
n

0.05
6

0.02
9
0.11
0
1.92
3
0.05
6

Income 0.03
7

0.03
8
0.05
7
0.96
4
0.33
6

Perceived
risk

-0.6
85

0.07
7
-0.4
91

-8.8
61

0.00
0

표 4 회귀분석결과 (지각된 위험이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4. Regression analysis (perceived risk to intention to
participate)

4. 지각된 위험이참여의도에미치는영향분석 (가설3)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지각된 위험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패션제품 크라우드펀딩 상황에

서 지각된 위험이 소비자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인구통계적 특성을 투

입한 1단계의 F값은 2.536(p<.05)이었으며, 2단계로 지

각된 위험을 독립변수로, 참여의도를 종속변수로 투입

한 결과, F값은 15.901(p<.001)로 나타났다. 또한 지

각된 위험(β=-.491 t=-8.861, p<.001)은 소비자의 참여

의도에 대하여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3도 채택되었다.

Step Variables B β t R2 F

1

Perceiv
ed

amount
of

informa
tion

→
Perc
eived
risk

-0.4
62

-0.3
53

-5
.82
3**
*

0.12
1

33.9
11**
*

2

Perceiv
ed

amount
of

informa
tion

→

Inten
tion
to
parti
cipat
e

0.42
9

0.45
7

7.9
30
***

0.20
6

62.8
85**
*

3

Perceiv
ed

amount
of

informa
tion →

Inten
tion
to
parti
cipat
e

0.35
1

0.33
0

5.7
70
***

0.31
8

56.5
95**
*

Perceiv
ed risk

-0.5
04

-0.3
61

-6
.32
5**
*

표 5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분석
Table 5. Testing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risk

5.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분석 (가설4)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각된 위험이 정보의 양과

소비자의 참여의도 사이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

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Kenny(1986)의 3단

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지각된 정보의

양과 참여의도와의 관계에서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면 다음 <표5>와 같다.

먼저1단계에서 정보의 양(β=-.353, t=-5.823, p<.001)

은 지각된 위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단계에서 정보의 양(β=.457, t=7.930, p<.001)은

참여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지각된 위험(β=-.361, t=-6.325, p<.001)이

참여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인인 정보의 양(β=.330, t=5.770, p<.001)는 여전

히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독립변수인 지각된 정보의 양은 2단계보다 감소하

였다. 따라서 지각된 위험지각은 지각된 정보의 양과

참여의도와의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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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Baron & Kenny, 1986). 또한 매개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소벨테스트 결과

값은 2.425로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값이 유의했다. 이상

의 통계검증 결과 가설4는 채택되었다.

Ⅴ. 결 론

패션 브랜드들의 크라우드펀딩 진출세가 활발함에

따라 패션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크라우드펀딩 마케팅

연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투자라는 개념을

갖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매자들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제품으로 전개되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의 특성을 파악하고, 구매자에게 주어지

는 제품 및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정보의 양에 따른 참

여의도의 변화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크라우드펀딩과 지각된 정보의

양, 그리고 지각된 위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

았다. 이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 따른 지각된 정

보의 양을 독립변수로, 참여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였으며 이때 구매자들의 지각된 위험을 매개변수로 두

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SPSS for Win.

24.0를 이용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모

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결과를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정보의 양 이론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구매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참여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정보의 양은 구매자의 참여

의도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 따라 구매자들의 지각된 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커질수록 구매자들의 지각된 위험은 낮아지는 부

(-)의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구매자의

지각된 위험이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

과, 지각된 위험은 참여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양과 참

여의도간의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위험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에서 정보의 양이 참여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지각된 위험이 갖는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론연구 및 실증연구를 병행하

여 검증했다. 그 결과 패션제품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정보가 많을수록,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지각된 위

험이 낮아지고 참여의도는 올라간다는 영향관계를 파

악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투자시장에서 주로 이루어

졌던 지각된 정보의 양 이론을 크라우드펀딩이라는 환

경으로 확대하여 적용하였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는데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패션제품이라는 특

정 프로젝트를 지정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군과 그에 따른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

적으로 연구해왔던 기존 크라우드펀딩 연구들과도 차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

점 또한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정보의 양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러나 정보의 양만으로는 구매자의 참여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하기엔 부족함

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정확성을 위하여 가상의 패션

제품 프로젝트를 설정함에 있어 외생변수가 될 수 있는

제품의 디자인적 요소를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따

라서 패션제품들의 특징인 다양한 디자인적 요소들을

모두 설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본 연구를 통해 밝혀낸 요인 외에도

크라우드펀딩에서 구매자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탐색하여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프로젝트

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관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도출하

고 이것이 구매자의 참여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향후 연구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 보완되고 더욱 실증적이며 구체적인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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