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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비 패러다임의 큰 변화와 함께 현대적 노마디즘

(contemporary nomadism)에 기인한 디지털 노마드 소

비자가 등장하였다. 이동성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소

유는 이동의 유동성을 방해하는 문제가 되었다(Bar-

dhi et al., 2012). 한 트렌드 전문 기관에서는 한 곳에 머

무르는 정주(定住)형 소비에는 소유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유목(遊牧)

형 소비에는 좋은 기억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분

석을 내놓았다(Kim et al., 2016; Kim et al., 2017). Bar-

hdi and Eckhardt(2017)는 이를 유동 소비(liquid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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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ption)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순간성(ephe-

merality)과 탈물질화(dematerialization), 접근(access)

의 특성으로 설명되는 유동 소비의 사회에서 사람들

은 경험을 통한 즐거움, 가벼움, 적은 소유의 삶을 추구

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소비재와 유

통 관련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공유경제 서비

스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공유경제는 2008년 하버드 교수 로렌스 레식(Lau-

rence Lessig)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생산된 제

품을 다수의 소비자가 공유하는 협업 소비를 기초로 

한다. 상업 경제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며, 연구에 따라 

협력적 소비, 접근 기반 소비(access-based consump-

tion), 재화 공유시스템(commercial sharing system), 메

쉬(mesh), 커넥티드 소비(connected consumption)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Belk, 2014).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한 미래 지향적 비즈니스 모

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 및 그 서비스에 대한 학술적 연구

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진행된 대부분의 연

구는 그 범위나 서비스 이용 이유 및 제공 가치 등에 대

한 탐색적 연구로 제한되어 왔다. Thompson(2011)은 

공유경제를 소유보다는 이용에 가치를 둔다는 개념으

로 이해하였으며, Hamari et al.(2016)은 소유권의 이전 

여부 및 금전적 거래에 따라 대여와 대출(lending), 교

환(exchanging), 기부(donating), 중고 제품 거래로 구분

하였다. Benoit et al.(2017)은 소비자, 제공자, 플랫폼 

제공자와 같은 행위자의 유형과 교환의 성질에 따라 

구매, 대여, 접근 기반 서비스, 협력적 소비, 공유로 구

분하기도 하였다.

소비자들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제공

받는 가치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는데(Hamari et al., 2016; Lamberton & Rose, 2012; 

Möhlmann, 2015; Pizzol & de Almeida, 2015; Sordi et 

al., 2018), 크게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가치는 비용 절감이라는 금전

적 측면과 대안탐색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및 시간의 

절감이라는 비금전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사회적 

가치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는 측면과 자원을 공유하는 과정에 있

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는 다양한 소통을 들 수 

있다. 환경적 가치는 유휴 자원 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

소 및 제품 생산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친환경

적 기능, 지속가능성 등과 연결된다.

패션 분야에서 공유의 개념은 과거에도 의류 임대 

사업이나 중고 제품 거래 등의 형태로 존재하여 왔으

나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으로 확대된 플랫폼을 통해 

공유경제 서비스 맥락으로 주목받고 있다(Yoon & Kim, 

2017). 국내에 비해 패션에서의 공유 개념이 일찍이 자

리잡은 해외의 경우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미

국의 ‘렌트 더 런웨이(Rent the Runway)’는 그 대표적 

예이다. 이들은 창업 10년만에 기업 가치 10억 달러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국내의 경우 대기업이 

뛰어들게 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으며 대표적인 사

례로 현재는 시장에서 철수한 SK플래닛의 ‘프로젝트 

앤(Project Ann)’을 들 수 있다. 필요할 때 원하는 스타

일의 옷을 골라 입고 언제든 새로운 옷과 교환해 부담 

없이 다양한 스타일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콘셉트의 이 서비스는 런칭 3개월만에 가입자가 3만 

명에 이르기도 했다.  이외에도 클로젯셰어, 마이시크

릿백, 언니의 옷장 등 여러 스타트업이 공유경제 비즈

니스 모델을 채택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지만, 공유경

제 서비스에 대해 고조되는 관심과 달리 패션 영역에

서의 공유경제 서비스는 다른 영역에 비해 유독 어려

움을 겪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Son, 2018). Hamari 

et al.(2016)은 공유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및 의견

이 실제 참여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통해 소비자

들이 서비스 자체는 긍정적으로는 바라보지만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궁금증에서 출

발하였다. 제품을 공유하는 협업 소비라는 공유경제

의 기본 개념을 중고 제품 거래에서의 공유가 갖는 개

념을 통해 이해한 Yoon and Kim(2017)의 관점을 수용

하여 중고 의류 소비에서 보여지는 특성을 통해 패션 

분야에서 공유경제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전염효과는 사물이나 사람을 통한 타인과의 직접적, 

간접적 접촉을 통해 어떠한 특성이 옮겨지거나 오염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ozin & Nemeroff, 1990). 

따라서 타인과 제품을 공유하는 형태의 서비스에서는 

전염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고, 이는 공유경제 서비

스를 활발히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했

다. 특히 2019년 말부터 시작되어 일년이 넘는 시간 동

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세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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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Covid-19)의 현실에서 이러한 전염에 대한 두려움

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의도적으로 제품의 뒷이야기를 연출, 제공하는 마

케팅 기법은 제품 및 서비스의 인상 관리 전략으로 활

용된다. Grayson(1998)이 제시한 인지된 무대 후면 영

역에 해당하는 이러한 무대 후면 정보(backstage infor-

mation)에는 제품의 사용 과정이나 관리 등을 엿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영역의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더 긍정적인 소

비자 행동을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Glinoga & Tombs, 

2007; Moon,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염에 대한 소

비자의 우려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공유경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제품

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 오기까지의 후면 정보를 제안

하였다. 후면 정보의 제공이 소비자가 전염에 대해 지

각하는 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나아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 소비 시장이 처음 경험하

는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패션 공유

경제 서비스가 성공적인 안착을 하기 위한 방안에 대

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무대 후면 정보(Backstage information)

Goffman(1959)은 인간의 사회적 상호관계를 연극무

대에 비유한 연극적 접근이론(dramaturgical theory)를 

제안하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

신의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는 

연기자가 되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인상 관리를 통해 

이미지를 통제하게 되는데, Goffman(as cited in Moon, 

2015)은 사회적 생활에는 무대 전면 영역(frontstage)

과 후면 영역(backstage)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차별화

된 인상 관리 전략을 구사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케팅의 영역에서는 전면과 후면 영역을 소비자에

게 보여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이해해볼 

수 있으며, Grayson(1998)은 이 두 개념에 더하여 ‘인

지된 무대 후면 영역(perceived backstage)’이라는 추가

적인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소비자들이 연출되지 

않은 노출(unstaged exposure), 연출된 노출(staged ex-

posure), 가상의 노출(hypothetical exposure)로 구분되

는 세 유형의 경험을 통해 인지된 무대 후면 영역에 노

출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중 연출된 노출은 소비자들

에게는 무대 후면으로 인식되지만, 마케터에게는 무

대 후면으로 인식되지 않는 영역으로, 비하인드 신을 

담은 프로모션 영상과 같이 브랜드나 기업에서 전략

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 공개를 하는 부분을 포함

한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유튜브(YouTube)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는 브랜드나 서비스의 

노출은 이의 가장 적절한 예일 것이다. 마케터는 의도

된 연출을 통해 깊이 있고 다양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유명인들

이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노출

되는 영상 및 이미지,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뒷이야기

(brand backstories) 등 여러 형태와 내용으로 제공된다.

Glinoga and Tombs(2007)에 의하면 무대 후면 영역

에 노출된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해 

더 큰 자신감과 신뢰, 낮아진 지각된 위험성을 나타냈

으며, 이는 인지된 무대 후면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무대 후면 영역 노

출에 대한 Moon(2015)의 연구에서도 무대 후면 영역

이 노출되었을 때, 비노출의 조건에 비해 더 높은 수준

의 브랜드 태도와 정보 태도, 구매 의도를 나타냄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의 제공을 통해 불확실

성을 제거하여 대상에 대한 예측성을 확보하기 때문

이라 볼 수 있다. 또한 Moon(2015)은 이에 대해 사회적 

침투이론을 들어 상대방에게 자기 노출을 하는 정보

의 양과 깊이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호감도 및 신뢰

도 등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며, 무대 후면의 정보는 

자기 노출의 깊이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결

과가 도출되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Ackerman and Hu(2017)의 연구에서는 중고 

제품에 대해 마케터가 제공하는 정보가 소비자의 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규명하였는데, 중고 제품

의 품질에 대한 언급이 그 내용이 긍정적 내용일지라

도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고 제품이 마치 새것과 같

다는 긍정적 메시지에도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접하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다. 이는 거의 새것과 다름없는 상태이든 아니든, 정보

는 소비자에게 이미 그 제품이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

었다는 것과, 누군가에 의해 오염이 되었다는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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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깨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유경제 서비스의 경

우 함께 사용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공유서비

스로 접하는 모든 제품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타인에 

의해 사용이 된, 즉 오염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중

고 제품 관련 연구는 후면 정보의 제공이 오히려 오염

에 대한 인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브랜딩의 관점에서 무대 후면 정보는 브랜드의 숨

겨진 이야기라 볼 수 있는데, 브랜드의 뒷이야기는 브

랜드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브랜드 전기(biography)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제공

하기도 하고(Avery et al., 2010), 브랜드 이미지나 철학

과 같은, 브랜드 요소의 시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브랜드 역사를 제공하기도 하며,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브

랜드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은 풍부한 브랜드 경험

이 되어, 소비자-브랜드 간의 연결을 강화하게 하고, 

소비자들이 브랜드와 인게이지먼트를 형성할 수 있도

록 돕는다(Hollenbeck et al., 2008).

언더독(underdog)의 브랜드 전기 마케팅에 관한 Pa-

haria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

며 최근의 시장에서는 마케터들이 제품 패키징, 기업 

웹사이트 및 블로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브

랜드의 전기적(biographical) 이야기를 활용하며, 이러

한 브랜드의 전기들은 개인적 내러티브를 통해 브랜

드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소비자 가치를 자극한다고 밝

혔다. 연구결과에서 언더독의 전기는 소비자의 구매 

의도나 실제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재적인 약점 그리고 열정이라는 두 가

지 언더독 기저의 특성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

어냄을 알 수 있다.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해 과거 아이

덴티티의 현저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Kam-

leitner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전기적인 스토리의 

제시를 통해 보여지는 변형 이전의 과거 모습이 강력

한 내러티브로 작용, 소비자들에게 특별함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 공유경제 서비스 맥락에서의 지각된 위험(Per-

ceived risk)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들

이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의미하며(Schi-

ffman & Kanuk, 1997) 마케팅 분야에서의 지각된 위험

은 구매에 뒤따르는 손실에 대한 위험 인식이나(Peter 

& Ryan, 1976), 소비자의 평가나 구매 행동에 있어 손

실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Mitchell & 

Greatorex, 1993).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직접 소비 경험을 하

기 전까지는 정보가 불완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을 경험하게 된다(Glinoga & 

Tombs, 2007). 무대 후면 정보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나아가 지각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Liu et al., 2017). La-

roche et al.(2004)은 무대 후면을 드러내는 것은 대중

들로 하여금 무형성(intangibility)을 줄일 수 있다고 하

였는데 서비스의 무형성은 지각된 위험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무대 후면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통해 무형성을 줄이고 나아가 지각된 위험

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무대 후면의 공개를 통해 소비자는 부정적 정

보에도 노출될 수 있다(Liu et al., 2017). 부정적 정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이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

인과의 공유라는 특성과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Rozin and Nemeroff(1990)가 제안한 전염의 법칙(law 

of contagion)은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이 수용자와 직접

적, 간접적 접촉을 하게 되면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친

다는 내용을 담는다. 접촉을 통해 본질이나 특성이 옮

겨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Nemeroff & Rozin, 1994) 접

촉 혹은 교류가 멈춰져도 이러한 특성은 남게 된다. 이

러한 전염의 법칙 혹은 전염효과(contagion effect)에 

대해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접촉한 사물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사

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물리적 접촉을 갖는 것조차 꺼

려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Nemeroff, 1995; Rozin et al., 

1986). 이력을 알 수 없는 중고 블라우스와 비교하여 

좋아하는 사람이 착용 후 세탁한 블라우스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Rozin et al.(1986)의 연구와 

신체적 매력성을 지닌 타인의 손길이 닿은 동일 제품

에 대해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Argo et al.(2006)의 연구는 전염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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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전염효과의 긍정

적 반응은 자신이 긍정적이고 강한 감정을 가지는 대

상의 존재에 의해 생성된다.

반면, 부정적 반응은 본질의 이동으로 인한 오염

에 대한 염려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O'Reilly et al. 

(1984)의 연구에서는 설문 참여자의 76%가 중고 속

옷을, 20%가 중고 외투를 사지 않겠다고 응답하였

다. 중고 제품에 대한 낮은 호감도는 오염에 대한 두

려움 때문으로, 중고 제품의 경우 기존 소유자에 대

한 감정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타인에 의해 이 

제품이 소유되거나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

하는 것이며, 제품의 타입에 따라 신체와의 밀접성이 

달라지므로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rgo et al. (2006)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오염의 신호

(contamination cue)가 다른 소비자와 제품 간 접촉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여 대상 제품에 대한 평가나 구매 

의도, 지불의사금액이 낮아짐을 확인하였고, 이는 혐

오(disgust)라는 감정에 의해 매개됨을 밝혔다.

공유경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은 오프라인과 달

리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지지 않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이므로 거래 자체에 대한 불확실

성이 발생하며(Park & Choi, 2018), 전염효과를 통해 

부정적인 무언가가 자신에게 옮아올 것이라는 측면의 

위험이 지각될 수도 있다. Belk(1988)의 확장된 자아

(extended self)라는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바라보았을 

때 역시, 알지 못하는 타인과의 공유 및 소통이라는 점

에서 자아에 대한 위협이 존재할 수 있고(Lutz at al., 

2018) 이는 위험으로 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지각된 

위험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나 구매 등의 소비

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Howard & Sheth, 1969). Park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상

품의 제시방법이 기분과 지각된 위험, 구매 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정보의 제시방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위험성이나 구매 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 후면 정보의 

제공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무형성 및 위험

에 대한 인지를 낮추고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타인이 사용했던 이력에 

대한 상기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던 중고 제

품 관련 선행연구 결과(Ackerman & Hu, 2017)와 알 

수 없는 타인과 함께 사용한다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하여 무대 후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높은 위험성을 지각하

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무대 후면 정보가 인지된 위

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1.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의 무대 후면 정보가 

제공될 때, 소비자가 지각하는 제품에 대한 

위험성은 높아질 것이다.

 

3. 투명성(Transparency)

1990년대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투명성의 개념

은 주로 정부 관련 연구나, 비즈니스 연구, 그리고 비영

리 분야에서 다루어 왔다(Auger, 2014). 비즈니스의 경

우 특히 회계 투명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왔

으며 온라인 쇼핑의 맥락에서 정보 투명성의 개념이 

다뤄졌다. Vishwanath and Kaufmann(1999)은 일반적 

정보의 차원에서 투명성을 시기 적절하고 신뢰성 있

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정보가 증진된 흐름이라 

정의하였으며 Walther(2004)는 정보 투명성을 정보의 

이해 가능성의 한 속성으로 보고 가치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라 밝혔다. 선행연구에서는 투명성이 신뢰를 

회복하거나 평판 위험 혹은 명예 실추 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Bandsuch et al., 2008; Rawlins, 

2009), Welch and Welch(as sited in Auger, 2014)는 투명

성이 확실성과 경쟁적 우위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밝

혔다. 온라인 쇼핑 맥락에서는 부가적인 정보의 제공

이 소비자에게 보다 긍정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Koufaris, 2002), 다양한 측면의 투명한 정보 제

공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에 사용된다는 연구결

과가 보고되었다(Shneiderman, 2000).

정보의 속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관련성, 정확성, 사실

성, 신뢰성, 적시성, 접근성 등이 거론된다. 기업의 다

양한 행위에 관련하여 접근성과 적시성 및 확실성을 

가진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제시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유경제 서비스의 투명성이

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Park et al., 2004), 무

대 후면 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투명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공유경제 경험에서 사용자와 제공자는 각각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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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Köbis et al., 2021). 공유

숙소나 카 쉐어링 등의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 진행

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서비스의 딜리버리 컨디션에 

대한 우려나, 오염에 대한 걱정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 상황이나 책임에 대한 모호함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며(Varma et al., 2016), 사람들로 하여금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자신에게 유

리하도록 정보를 해석하는 등의 행동을 나타나게 한

다(Köbis et al., 2021). 상업적인 공유경제 서비스의 맥

락에서는 신뢰를 기본 전제로 한다. 제공자와 사용자 

간 신뢰가 없으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신

체와의 거리에 있어 그 어떤 공유아이템보다도 가까

운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의 특성, 그리고 신뢰의 선행

요인으로서 투명성을 바라본 Schnackenberg and Tom-

linson(2016)의 연구와 Goffman(1959)의 접근을 통해 

투명성을 조명한 Ringel(2019)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

에서는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의 무대 후면 정보가 서

비스 투명성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2.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의 무대 후면 정보 제공

은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에 

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이다.

 

4. 지각된 정직성(Perceived honesty)

정직성은 신뢰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 중 하나로 상

대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충

실히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정의

되며 원칙이나 약속을 정직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하는 정도 즉,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연성으로 이어져 신뢰감 형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Cummings & Bromiley, 1996).

Wu et al.(2016)은 진실된 정보와 설명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정직성이 발현된다는 점을 통해, 공유경제 

서비스에서 더 개인적인 정보를 오픈하는 제공자일수

록 정직성, 신뢰성이 높을 것이라 정리하였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숨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

하며 이는 지각된 정직성을 높일 것이라는 선행연구

의 가설 및 결과와 열린 정보에 대한 투명성의 인식이 

신뢰, 혹은 정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다른 연

구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Grimme-

likhuijsen, 2010; Grimmelikhuijsen & Meijer, 2014; 

Hood, 2007), 소비자가 제공받은 정보 그 자체, 또한 그

를 통해 지각한 공유제품에 대한 위험이나 서비스의 

투명성은 지각된 정직성이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후면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앞서 살

펴본 오염효과로 인한 막연한 우려, 위험의 지각이 있

을 수는 있으나 숨김 없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

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정직성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다음의 가설들을 통

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3.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 상황에서 무대 후면 정

보의 제공은 지각된 서비스 정직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무대 후면 정보의 제공과 지각된 서비스 정

직성의 관계는 제품에 대한 지각된 위험 및 

서비스 투명성에 의해 매개된다.

 

5.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인게이지먼트는 관여(involvement), 흥미(interest), 

선호(preference), 연관성(relevance) 등의 많은 요소를 

포함한 개념으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차원을 가

지는 다차원적 개념으로도 볼 수 있으며(Hollebeek, 

2011), 선행연구에서는 브랜드 행동에 대한 사고의 과

정과 노력의 정도, 관련된 감정의 정도 및 브랜드 행동

에 대해 고객이 노력, 시간, 에너지를 쏟으려는 관심의 

정도라 정의하였다(Hollebeek et al., 2014). 이러한 인

게이지먼트는 고객의 참여의 중요한 동인이자 브랜드 

만족에 대한 고객 참여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요인

이며(Pham & Avnet, 2009; Solem, 2016), 신규 고객의 

충성도 형성과 기존 고객의 재구매 유도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Bowden, 2009).

Vivek et al.(2012)은 조직이 제공하는 경험에의 참

여를 통해 인게이지먼트가 형성되고 브랜드와의 관계

를 구축한다고 밝혔으며, 온라인 브랜드 인게이지먼

트에 관한 Mollen and Wilson(2010)의 연구에서는 매

체에 의해 의인화된 브랜드와의 적극적 관계를 위한 

고객의 인지적, 정서적 몰입을 인게이지먼트로 정의

하기도 하였다. 제공되는 무대 후면 정보를 통해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은 풍부한 

브랜드 경험이 되어 소비자-브랜드 간의 연결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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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고, 소비자들이 인게이지먼트를 형성할 수 있

도록 도울 것이다(Hollenbeck et al., 2008). 또한 인게

이지먼트를 소비자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고 기대감을 

갖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행동으로 유

도하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 제시한 선행연

구(Murry et al., 1992)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게이지

먼트는 의미 있는 소비자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

한 수단이므로, 무대 후면 영역 정보의 제공과 그로 인

한 소비자의 지각이 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메시

지 검토에 있어서 지각된 정직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함을 밝힌 선행연구를 통해(Priester & Petty, 1995), 

소비자가 느낀 정직성은 인게이지먼트로 이어질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가설 5.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

한 정직성은 인게이지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이다.

 

6.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정서지능은 정서, 감정이 주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

력으로 Salovey and Mayer(1990)가 제안한 개념이다. 

개인의 사고 및 행동을 이끌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돌아보는 능력을 

일컬었으며, 후에는 이를 네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감

정의 지각, 사용, 이해 및 조절로 재정의하였다(Mayer 

& Salovey, 1997). 개인은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사

고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정

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감정적인 단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므로 무대 후면 정

보 제공에 의한 소비자 반응은 개인의 정서지능에 따

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추가적

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정보의 교환은 언어적, 비언어적의 방법으로 이뤄

질 수 있는데 비언어적 신호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숨겨진 진실을 담을 수 있어 언어적 신호에 비해 정보

적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다. Jacob et al.(2013)의 연구

에서는 더 높은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비언어적 

단서로부터 감정을 더 잘 지각한다고 밝혔으며 Cior-

ciari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뇌전도 검사를 통해 복

합적인 광고 비디오 메시지를 보여주었을 때 높은 정

서지능의 사람들이 낮은 정서지능의 사람들과 비교

하여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더욱 복합적으로 사고함

을 밝혔다. 예를 들어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가시

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는 반면, 정

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보여지는 단서 외에도 

광고의 주제나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순한 정보 전달형 광고가 소비자의 분석적 사고

를 촉발시키는 것과 달리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러티브 

정보는 이전(transportation)이라는 기제를 통해 소비

자를 몰두시킨다(Escalas, 2004; Green & Brock, 2000). 

내러티브를 접할 때 소비자들은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반박(counterargument)을 

발생시킬 인지적 능력이나 동기를 없앨 수 있다고 선

행연구는 지적한다(Green & Brock, 2000). 이는 설득

적 시도로서 내러티브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미 이

야기가 가지는 오락적 요소에 먼저 빠져들게 되어 스

토리에 대한 긴장감이나 감추어진 메시지에 대해 세

밀한 숙고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Kim & Lee, 

2007). 무대 후면 정보가 숨겨진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

러티브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서지능에 따라 무대 후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아래

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의 경

우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주어지는 후면 정

보 제공의 유무에 더 큰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가설 6. 소비자의 정서지능은 패션 공유경제 서비

스의 무대 후면 정보 제공이 소비자의 지각

된 위험, 투명성, 지각된 정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공유경제 서비스에서의 무대 후면 정보의 제공 여

부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면 정보 제공 여부(무

대 후면 정보 조건: 제시 vs. 비제시)에 따른 집단 간 설

계의 실험을 계획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온라인을 통

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두 조건 중 하나에 무작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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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었다.

 

1. 자극물 제작

일반적인 마케팅 맥락에서 후면 정보의 노출은 일

반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기업의 운영과 

활동 정보를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가 제품에 

대한 타인의 착용 이미지, 제품에 대한 세탁 및 관리방

법, 배송 등과 같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체 여정을 노출시키는 것을 후면 정보 제공으로 정

의하였으며 자극물을 제시하기 전,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 공유경제 및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지문

을 통해 제공하였다.

후면 정보 제시 조건에서는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

의 사용 과정의 다양한 여정을 담은 모습이 제시되었

다. 실제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를 활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제품 행거링 컷을 포함하

여 앱을 통해 서비스에 접근하는 이미지, 더불어 제품

의 포장이나 세탁 및 관리, 반품과 관련된 이미지가 제

공되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입는다는 공유경제 서비

스의 특성과 오염효과로 인한 소비자 반응을 나타냈

던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Ackerman & Hu, 2017; 

O'Reilly et al., 1984) 다른 소비자의 착용 모습 등이 포

함되었다. 후면 정보 비제시의 조건에서는 앞선 조건

과 동일하게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

미지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제품 관리 및 반품 등의 이

미지를 대신하여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아이템 및 사용자 화면(user intereface) 등의 이미지가 

제시되었다. 아이템 하나하나가 두드러지게 보여지

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은 전반적인 서비스 진행 프

로세스를 보여주는 자극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하여 특정 복종의 아이템을 선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컬러 밸런스를 염두에 두고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에

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 중 일부를 선정하

였다. 패션 의류 및 구두, 핸드백을 포함하는 패션 액세

서리 등의 일반적인 패션 제품이 포함되었다. 두 자극

물 모두 동일하게 서비스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글로 함께 제시되었으며 이미지의 크기 및 여백도 추

가적인 작업을 통해 조정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자극

물의 검증을 위해 패션 전공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

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

나 컬러감, 분위기 등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자

극물 예시는 <Fig. 2>와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

된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자극물 제시 전, 참여자에게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무작위로 배정된 자극

물 제시 후에는 지각된 위험 및 투명성, 지각된 정직성 

및 인게이지먼트 측정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정서지능의 경우 Schutte et 

al. (1998)의 33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를 다양한 차원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Petrides & Furnham, 2000) 본 연구에 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별하여 측정하였다. 제품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리테일 환경에서 품질-가치 사이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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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용하는 지각된 위험의 역할에 관한 Sweeny et al. 

(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맥락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서비스 투명성과 지각된 

정직성은 Vishwanath and Kaufmann(2001)의 연구와 

Hustvedt and Kang(2013) 및 Kang and Hustvedt(2014)

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는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투명성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들고 있

는 여러 속성 차원들 중 특히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초점을 두었다. 인게이지먼트는 Vivek et al.(2014)에

서 제안한 고객 인게이지먼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령에 따라 소비하는 패턴에 차이를 보

이는 패션 상품 및 관련 신규 서비스에 대한 것이므로 

20~30대의 소비자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아마존 

MTurk를 통해 미국 내 소비자 380명이 참여하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351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인종별

로는 아시아계가 35.0%, 백인 28.8%, 흑인 28.2%, 히

스패닉 및 원주민 등 기타 인종이 8.0%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성이 39.0%, 여성이 23.9%, 비응답자가 36.9%

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5.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t-검정,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 Process v.3.3(Hayes, 

2018)을 통해 경로 및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작점검

구현된 자극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 -검정을 통해 조작점검을 진행하였다. 제시된 

이미지를 통해 해당 공유경제 서비스에서 어떻게 제

품을 감독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

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매장 후면 정보의 제시와 비제

시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극물을 통한 조작

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Table 1). 이미지 자체

에 대한 선호도에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또한 자극물을 통해 공유경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얻을 수 있었는지 묻는 문항을 통해 제시된 해당 자

극물이 공유경제에 대한 이미지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a)

   

(b)

Fig. 2. Stimuli ((a) backstage information not offered / (b) backstage information offered).

Variable
Not offered (n = 181)

Mean (S.D.)

Offered (n = 154)

Mean (S.D.)
t

Information contents 5.08 (1.277) 5.62 (0.976) 4.384***

Table 1. Differences on offering backstage information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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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측정문항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측정문항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신뢰성은 측정변수들 간 내적 일관성

을 확인하기 위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도출

하여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지각된 위험(α= 

.743) 및 지각된 정직성(α=.731), 인게이지먼트(α=.870), 

정서지능(α=.848) 등의 측정문항 신뢰도 계수가 .700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투명

성의 경우 신뢰도 계수가 .625로 한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상관분석을 통해 지

각된 정직성과 지각된 위험, 투명성의 모든 변수 간 상

관관계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Table 2)‒(Table 3).

3. 경로모형 검증

측정문항 및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한 

후, 연구모형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를 통한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

석에 기반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Baron and Kenny 

(1986)와 Sobel(1982)의 분석방법은 많은 논문에서 오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Customer

engagement

I am heavily into the fashion sharing economy. .79

47.540

(47.540)
.870

I pay a lot attention to anything about the fashion sharing economy. .77

I think I will spend a lot of my discretionary time to figure out what the 

sharing economy is.
.68

I like the events that are related to sharing the clothes. .66

I think I will enjoy spending time looking up the items through the fashion 

sharing economy service.
.63

Perceived

honesty

It seems that this sharing economy service does not pretend to be something 

it isn't.
.72

8.276

(55.816)
.731

I can rely on this servic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ontamination issue. .69

This service leads me to expect it to keep its promises, no more and no less. .52

Perceived

risk

There is a chance that I can get some items with some spots on them. .83

7.065

(62.881)
.743

There is a chance that the products offered by the service might be con-

taminated.
.75

The fact that the products had been worn or used by someone else is bo-

thering me.
.60

Transparency

If I wanted to, I could easily find out about the product conditions that the 

sharing economy service is offering.
.71 6.179

(69.060)
.625

It is easy to obtain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se services activities. .69

Emotional

intelligence

I am aware of my emotions as I experience them. .80

4.992

(74.052)
.848

I am aware of the non-verbal messages I sent to others. .75

By looking at their facial expressions, I recognize the emotions people are 

experiencing.
.74

I know why my emotions change. .79

I easily recognize my emotions as I experience them. .74

I am aware of the non-verbal messages other people send. .70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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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연구모형에서 측정오차를 반

영하지 못하고 이중매개 및 다중매개 모형과 같은 정

교한 매개모형을 검증하는데 한계점을 가진다(Hayes, 

2013; Hur, 2013).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모

델에 대한 정교한 검증을 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반

의 매크로인 Process가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사용하여 Preacher and Hayes(2004)의 제시에 따

라 신뢰 구간 95%, 부트스트랩 수를 1,000으로 설정하

여 모형분석(Model: 4)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분

석의 경우, 신뢰 구간의 최대값(UCLI)과 최소값(L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 효과가 없다는 귀무

가설이 기각되고 간접 효과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지

지된다.  

후면 정보의 비제시 조건은 0으로, 제시 조건은 1로 

코딩하였으며, 공유경제 서비스나 협력적 소비에 대

한 관심 수준 등은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4>와 

<Fig.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후면 정보가 제시되

었을 때 지각된 위험과 투명성, 지각된 정직성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B=.4907/LLCI=.2482, ULCI 

=.7333), 가설 2(B=.4047/LLCI=.1660, ULCI=.6435), 

가설 3(B=.1899/LLCI=.0158, ULCI=.3640)이 지지되

었다. 앞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무대 후면 정보 

제공 여부가 지각된 위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있

을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연구

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때 제품에 대한 지각

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는 공유경제 무대 후면 정보 제공이 알지 못하는 타

인과의 공유 및 소통을 증가시켜 자아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Belk, 1988; Lutz et al., 2018) 그 제

품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고 오염되었을 수 있

Perceived risk Transparency Perceived honesty

Perceived risk 1.000

Transparency 1.475** 1.000

Perceived honesty 1.577** 1.585** 1.000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risk and transparency, perceived honesty

**p<.01

IV DV Coefficient p LLCI ULCI

Backstage

information

Perceived risk .4907 .0001 .2482 .7333

Transparency .4047 .0010 .1660 .6435

Perceived 

honesty

.1899 .0327 .0158 .3640

Perceived risk .3459 .0000 .2614 .4304

Transparency .3730 .0000 .2871 .4588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risk and transparency on perceived honesty

***p<.001

Fig. 3.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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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때문에(Ackerman & Hu, 2017)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또한, 후면 정보의 제시가 제품에 대한 지각된 위험

을 매개하여 서비스 정직성으로 연결되는 경로와(In-

direct effect=.1698/LLCI=.0759, ULCI=.2904) 서비스 

투명성을 매개하여 서비스 정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Indirect effect=.1509/LLCI=.0655, ULCI=.2799) 모

두 신뢰 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가설 4가 지지되었다. 후면 

정보가 정직성에 대해 갖는 직접 효과는 진실된 정보

와 설명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정직성이 발현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Wu et al., 2016)를 담아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지각된 서비스의 정직성이 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

한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가

설 5가 지지되었다(B=.783, β=.684, p<.001).

4.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검증

다음으로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의 무대 후면 정보 

제공이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 투명성, 지각된 정직성

에 미치는 영향력을 소비자의 정서지능이 조절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다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공

유경제 서비스 혹은 협력적 소비에 대한 관심 수준 및 

공유경제 서비스 경험 여부 등은 통제되었다. 이를 위

해 정서지능의 중간값(Median=5.6)을 기준으로 정서

지능을 고집단·저집단으로 나누어 무대 후면 정보 제

공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지각된 위험, 투명성, 

지각된 정직성을 종속변수로 지정하였다. 분석을 통

해 먼저 무대 후면 정보 제공이 있을 때(후면 정보 제공

이 없을 때보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투명성, 지

각된 정직성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 가설 1(F(1,329)= 

8.654, p<.001), 가설 2(F(1,329)=4.688, p<.05), 가설 3 

(F(1,329)=12.585, p<.001)이 다시 한번 지지되었다. 공

유경제 서비스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으

면 알 수 없는 제품의 포장, 세탁 및 관리, 착용 등의 구

체적인 후면 정보들을 솔직하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이나 지각된 정직성을 얻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타인과의 공유, 접촉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상기시켜 위험성을 지각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무대 후면 정보 제공 여부와 정서지능의 상호작용

효과가 지각된 위험(F(1,329)=4.019, p<.05)과 지각된 

정직성(F(1,329)=4.599, p<.05)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유의하게 나타나 정서지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

다. 반면 투명성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서 지능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무대 후면 정보 제공의 유무에 관계없

이 높은 수준의 위험과 정직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정서지능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 무대 후면 

정보가 주어질 때(정보가 주어지지 않을 때보다) 서비

스에 대한 위험과 정직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Fig. 4. The interaction effects of backstage inform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ceived risk and per-

ceived hon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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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다양한 단서들

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

므로 한가지 단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Mayer & Salovey, 1997). 높은 정서지능의 

사람들의 경우 보여지는 단서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

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낮은 정서지능의 사람들의 

경우 가시적으로 보이는 단서에만 주목하여 사고한다

는 Ciorciari et al.(2019)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낮은 정서지능의 사람들

은 제시되는 정보에 더 집중하여 사고하기 때문에 높

은 정서지능의 소비자와 비교하여 후면 정보의 제시 

여부에 영향을 더 크게 받아 후면 정보 유무에 따른 서

비스 지각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 후면 

정보 유무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일부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및논의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특히 젊은층을 중심

으로 다양한 소비 관련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공유

경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공유경제 

서비스가 패션 분야에서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

운데, 관련 연구의 부족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본 연구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

달하는 것이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

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그 경로를 확

인하고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변수를 규명해보고자 하

였다. 더불어 제공되는 내러티브적 정보를 대하는 것

에 있어 정서지능이라는 소비자 개인의 특성이 어떠

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설정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응답 자료의 분석을 토대

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무대 후면 정보의 제공은 지각된 위험과 서비

스의 투명성을 매개하여 인게이지먼트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후면 정보의 

제공이 위험성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는 점

이다. 무대 후면 정보 노출이 소비자에게 더 큰 자신감

과 낮아진 위험성 지각, 나아가 소비자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Glinoga & Tombs, 

2007; Moon, 2015) 결과와 대비되는 부분으로, 이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인과

의 공유라는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

다. 더욱이 패션 제품은 신체와 거리가 밀접한 아이템

으로 전염, 오염이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고 제품의 맥락에서 정보의 제

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한 선행연구(Acker-

man & Hu, 2017)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흥미롭게도 지각된 위험성이 서비스의 정직

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정직성은 앞서 문헌연

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신뢰라는 특성과 연결된다. 

정보 자체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정보의 접근 

및 확실성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향후 패션 공유

경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태도나 시장 

안착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타인의 손길이 닿았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후면 정보를 통해 공유하는 제품 자체에 대해

서는 위험성을 감지하는 한편, 이러한 솔직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를 정직하다고 평

가한다는 점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존재인지 

일깨워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서비스의 정직성을 인

지하고 인게이지먼트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

험성이 높은 제품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소비자들

이 투명하고 솔직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해 볼 수도 있다. 한편, 본 연구는 

20~30대 소비자들만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이러한 

태도가 다른 연령층에서도 나타날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 개인 특성인 정서지능에 의해 무대 후

면 정보의 제시 여부가 지각된 위험과 지각된 정직성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되었다. 정서지능은 제한된 단서 외

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제시된 내러티브 형식

의 단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

므로 정보가 위험성이나 정직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

이 작아지거나 커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탐색적 연구가 대부분인 공유경제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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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여 서비스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 및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방안에 대

해 고민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무대 후면 정보의 제공

이 소비자 인게이지먼트 형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정

량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

험성과 투명성, 지각된 정직성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의 무대 후면 영역을 통

해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지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

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지각하여 인게이지먼트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타인으로부터의 전염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으

면서도 내러티브 성격의 정보를 통해 결국 소비자들

이 감정을 이입하고(Stern, 1994), 공감(Green & Brock, 

2000)을 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소비자 특성인 정서지능의 조절효과를 확인

하였다. 마케팅, 소비 분야에서는 활발히 사용되지 않

는 개념인 정서지능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시되는 단

서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인지, 그 영향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 검증했다는 측면에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실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무대 후면 영역의 정보 제공이 

소비자 인게이지먼트 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서비스의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공유경제 서비스 맥락에서도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러

한 점을 콘텐츠 구성이나 환경 제공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나 서비스

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게 될 것이고, 이는 소비자 인게

이지먼트, 나아가 소비자 행동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

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위험성을 지각하면서도 서비

스에 대한 투명도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단기적

으로는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위험성을 지각하는 

것이 시장 안착 및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숨김없는 모

습을 보여준다면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투

명도 및 정직성 제고, 인게이지먼트 형성, 나아가 서비

스에 대한 소비자 태도 및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 후면 정보를 제공할 때 소비자들이 

이 정보가 진실하다, 정직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콘

텐츠를 구성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정서지능에 따라 무

대 후면 정보 제공 여부가 소비자 지각에 미치는 영향

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험을 제공하기 보다는 내가 타

깃하고 있는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정교한 실행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 제시에 있어서 공유경제 서

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8개 내외의 이미지로 구성

된 한 장의 자극물을 제시하였는데, 서비스 관련 뒷이

야기들을 담아내는 영상물 등 다른 형태의 자극물을 

제시한다면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경

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자극물을 제작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아마존 MTurk를 통해 피험자를 모

집,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내에 비해 패

션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성공사

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과는 차이를 보

일 것이라 생각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

안하여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진행, 

국가 간 혹은 문화권 간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라는 소비자 특성변수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무대 

후면 정보의 제공이라는 것은 비지니스의 주체가 일종

의 광고, 프로모션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추후의 연

구에서는 광고 회피성향이라는 소비자 개인 변수가 

이러한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

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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