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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nline review writing motives of online shopping on repur-
chase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about fashion merchandise.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79
people who had experience in online shopping. The data were analyzed by utilizing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 online review writing motive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benefit pursuit/hedonic shopping value,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evaluation. Second, the
consumer who has experience of writing review prefers to repurchase other products in that online shopping mall and
to recommend those products more than the consumer who doesn't have that experience. Third, the benefit pursuit/
hedonic and information transmission had an effect on repurchasing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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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으로 패션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특

색 있는 쇼핑몰들의 출현에 따라 온라인 패션시장도 전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패션제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기업들

은 다양하고 넓어진 고객유치를 위해 고객의 구매금액, 구매횟

수, 최근 구매일 등을 기준으로 우수고객을 선정하고 고객을 관

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인터파크 쇼핑몰의 경우, 우수

고객 7%가 전체매출의 65%를 차지하며 삼성몰 쇼핑몰에서도

1%의 우수고객이 20%의 매출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문이 무섭다”, 2003). 이처럼 인터넷 유통에서도 고객의 반

복 구매행동이 기업의 이익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

문에 인터넷 소매점에 대한 고객의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의 개발 및 운영에 필수

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소비자가 작성한 구매후기나 리뷰 게

시판은 구전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오프라인 구전의 경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음성언어를 사용하

므로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인터넷 게시판을 매개로

하는 온라인 구전의 경우, 제품 설명처럼 기록이 남아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므로 오프라인 구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

다. 또한 수신자가 정보 전달자의 신뢰성이나 전문성 등에 대

해 쉽게 평가할 수 없어 구전 정보 자체의 특성이 구전 효과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터넷 쇼핑을 자주 이

용하고 즐기는 세대일수록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백승록, 2005). 이와 같

이 고객들이 올린 구매후기는 그 상품에 대한 정보 및 판단기

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매후기에 대한 새로운

마케팅 영역의 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김재휘,

김현주, 2003). 지금까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구매후기의

연구 필요성에 입각하여 일부에서 구매후기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거나(박철, 이태민, 2006), 긍정적 메시지와 부정적 메시지

사이에서의 구매 행동(박현진, 전성률, 2003) 등이 연구되고 있

지만 구매후기 작성 동기요인과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패션제품을 구

매한 후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동기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온

라인 구매후기 작성동기요인이 패션제품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이해하고, 온라인 기업들의 마케팅 부분에 관련하

여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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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인터넷 패션시장의 특성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마케

팅 활동이 물리적 환경이 아닌 가상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언제

어디서라도 용이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찾고 물건을 구

매하거나 판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기술의 발달은 상거

래에 있어 물리적 조건인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새로운

가상현실속의 시장을 창조하였다(박재옥, 안민영, 2003). 인터

넷 쇼핑몰은 구매에서 결제까지 쇼핑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상

에서 이루어지고, 오프라인 쇼핑과 달리 용이성, 다양한 정보성,

편리한 배송 및 결제 시스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등

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유통 채널보다 가격

이 저렴하며 이벤트, 사은품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의 질문에 대한 신속한 답변, 주문에서 배달까지의 빠른

처리, 반품과 교환이 가능 하도록 하는 등 이전의 인터넷 쇼핑

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

고 있다(이은진, 홍병숙, 2006).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동기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2. 온라인 구매후기(review)

인터넷 환경은 소비자들의 구매후기 작성이나 상호간의 정

보교환을 활성화시키고 원활하게 해주는 인프라를 제공하며 이

것을 토대로 판매자를 능가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갖춘 소비자가 등장할 수 있다(홍종필, 2004). 

이은영(2004)은 온라인상의 구매후기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기초한 제품이나 소비관련

정보의 언급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상

구매후기작성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

넷을 매개체로 하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경

험이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매후

기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며, 구전효과이다. 이는 소비

자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직·간접 경험

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자신의 상업적 이익과 무관한 대화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과정을 말한다.

전달되는 내용들은 주로 사용해본 경험이며, 제품관련 정보, 조

언, 불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근간

이 되는 것이 구매후기이다(Chatterjee, 2001). 

양윤, 백수원(2003)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소비행위

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에 대해 더 불

안해 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전통적인 소

매환경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직접 제품을 보고, 느

끼며 경험할 수 있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는 주어진 정

보를 토대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터넷 쇼핑몰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단점들이 생겨

남에 따라 구매후기작성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를 통

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제품 관련 정보를

즉각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인터넷 쇼핑의 장점과 제품을 실

제로 경험한 후에 제품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통적 쇼

핑의 장점을 모두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전우영, 정현주,

2006). 온라인 구매후기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해 홍

보, 광고효과를 배제한 정보이므로 비 상업적인 정보라는 면에

서 중립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으므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정보원과 관련된 특성으

로는 정보원의 전문성, 신빙성, 유사성 등이 있다. 즉, 소비자

는 정보의 원천이 전문적일수록, 믿을 만할수록, 수신자의 과거

구매경험이나 가치 체계가 유사할수록 정보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김지영 외, 2008).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 구매후기는 신뢰

성 높고 영향력이 큰 구매 정보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최은영, 2004).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도 구매후기를 활

용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기업들의 대표

적인 마케팅 전략 중 각광받는 것이 프로슈머(prosumer) 전략

이다. 프로슈머란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로 소비자들이 제

품생산과 판매에 관여하여 해당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유통

과정까지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프로슈머들은 단순히 만들어

진 제품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 생

산 전반에 영향을 미쳐 고객의 욕구와 필요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프로슈머 마케팅사례”, 2008).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생

산자의 입이 되어 다른 소비자들에게 소문을 퍼뜨림에 따라, 온

라인 구매후기를 통한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판매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 상에서 생성되는 소비자 정

보가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상의 구매후기와 관련한 선행연구(심완섭, 2007; Chatterjee,

2001; 김지영 외, 2008)에서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구매후기를

본 후 소비자들의 행동이나 구매의도파악에 관한 연구였고, 구

매후기와 온라인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에 관련

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후기 작성동기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쇼핑몰이

나 온라인 기업들의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2.3.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

의도(intention)는 개인의 의도된 또는 계획된 미래 행동으로

서의 신념과 태도가 행위로 옮겨지는 일종의 확률을 의미한다

(강은미, 박은주, 2005).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은 구매행동 자

체에 대한 태도로서의 구매의도와 실제 구매행동사이에 긴밀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구매의도는 실제 구

매행동의 예측치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혀왔다. 홍주빈(1997)

은 구매만족이 구매 후 태도에 영향을 미쳐 고객의 만족이 높

을수록 재구매 의도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Morgan and

Hunt(1994)의 연구에서는 신뢰와 몰입이 재구매 행동에 직접적

으로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인간은 어떤 행동의 수

행여부를 결정할 때 그 행동의 수행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결과

를 초래할 것인가를 예상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예상 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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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 행동을 선택하여 실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

라서 재구매의도란 구매이후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

용한 경험과 반응을 토대로 소비자가 다시 구매하고자 하는 태

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호익, 2002; 이주희, 2005). 

추천의도는 하나의 상품이 시장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구

전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하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소

비자구매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김창열,

2007), 소비자들이 자신의 구매경험을 주변사람들과 공유하고

자 하는 의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경희, 2009). 또한 특정제

품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면 구매를 고려하게 되고 제품가치가

우수하면 구매를 하게 되며, 제품의 사용경험이나 서비스가 만

족스러우면 재구매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게 된다. 반

대로 제품의 이미자가 부정적이면 잠재적인 고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되고 가치가 열등하면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용경

험이 불만족스러우면 고객신뢰를 상실하여 고객이 이탈하게 된

다고 하였다(이승주, 1999). 이처럼 온라인 쇼핑에서도 고객들

이 작성한 구매후기가 소비자들의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문제

[연구문제1].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동기, 재구매의도 및 추천

의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본다.

[연구문제2].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소비자와 비작성 소비자간

의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3].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동기요인이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

동기,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와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부분

으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동기 요인에 관한 측정

변수 내용은 최은영(2004), 심완섭(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

여 총 11항목으로 정리하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부 항목을

제거하고 수정·보안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터

넷 재구매의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번 이상 패션제품을 구

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다시 구매하고자하는 의향으로 정

리를 하였고, 이철선, 방석범(2004), 이은진, 홍병숙(2006)의 연

구를 기초로 하여 이용하였던 인터넷 쇼핑몰의 추천, 권유, 전

달을 포함한 추천의도 문항을 추가하여 총 6항목을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성별, 학력,

월평균소득, 직업, 하루인터넷사용시간, 한달평균 인터넷쇼핑몰

접속수, 패션제품지출금액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08년 11월

한 달 간 의류학 전공자의 반복적인 평가와 토의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항목들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2008년

12월 2~7일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의 패션제품 소비자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설문조사결과를 참고

하여 총 25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2008년 12월에 실시하였으며 최근 6개월 이내 인

터넷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부터 50

대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다. 총42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먼저 응답이

부정확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였으며 인터넷 쇼핑몰

을 통해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를 제외하고

27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구매경

험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매한 인터넷 쇼핑

몰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다중

회귀분석, t-test 등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Table 1. 인구통계적 특성 N=279(100%)

구 분 N(%) 구 분 N(%)

성별

남자 84(30.1)

학력

고졸이하 36(12.9)

대학생 115(41.2)
여자 195(69.9)

대졸이상 128(45.9)

나이

20대 119(42.7)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79(28.3)

100~200만원 71(25.4)30대 53(19.0)

200~300만원 52(18.6)40대 78(28.0)

300~400만원 47(16.8)
50대이상 29(10.4)

400만원이상 30(10.8)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

30분미만 28(10.0)

직업

대학(원)생 74(26.5)

전문/기술직 31(11.1)30분~1시간 63(22.6)

사무직 47(16.8)1~2시간 63(22.6)

자영업 13(4.7)
2~3시간 62(22.2)

판매/생산직 19(6.8)

교육/서비스직 51(18.3)3~4시간 33(11.8)

주부 38(13.6)4~5시간 18(6.5)

무직 3(1.1)
5시간이상 12(4.3)

기타 3(1.1)

한달

인터넷

쇼핑몰

접속수

1~2회 60(21.5)

패션

상품

지출

금액

5만원미만 27(9.7)

3~4회 62(22.2) 5~10만원 53(19.0)

5~6회 43(15.4) 10~15만원 92(33.0)

7~9회 30(10.8) 15~20만원 52(18.6)

10회이상 80(28.7) 20~25만원 32(11.5)

없다. 4(1.4) 25만원이상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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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가 여성이며, 42.7%가 20대였고, 교육수준에서는 대졸이

상(45.9%)이 가장 많았다. 직업은 대학(원)생(26.5%)을 제외하

고는 교육/서비스직(18.3%), 사무직(16.8%)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8.3%,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이 25.4%를 차지하였다.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30분미

만(10.0%), 30분이상~1시간미만(22.6%), 1시간이상~2시간미만

(22.6%)등의 순이었으며, 한달 평균 인터넷 쇼핑몰 접속횟수는

1~2회(21.5%), 3~4회(22.2%), 5~6회(15.4%), 7~9회(10.8%),

10회이상(28.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2.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동기,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의

요인구조

4.2.1.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동기 요인구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한 후 구매후기를 작성

한 동기와 관련한 11문항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Table 2에서처

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동기요인

중 정보전달성은 상품의 장·단점을 알려주거나, 구매한 패션

제품에 대한 지식이나 사용법을 공유하고, 다른 구매자의 패션

제품 선택을 도움을 주기 위해 유용하고 경험적인 정보를 전달

하려는 성향을 말하고, 혜택추구 및 쾌락성은 인터넷 쇼핑을 즐

기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혜택(적립금, 쿠폰, 할인금액)

과 가치를 누리기 위함으로 보았다. 그리고 평가성은 인터넷 쇼

핑몰의 서비스(배송·대금결제등)와 환불 및 교환서비스 그리고

A/S 및 구입한 패션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성향을 말한다. 이

요인들의 총 변량은 67.79%였으며, 각 연구변인을 구성하는 측

정 항목들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 대한

Cronbach's α계수가 0.899, 0.704, 0.717로 신뢰성이 높게 나

타났다. 이 중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은 ‘평가성’요인으로

28.79%를 차지하였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간단히 구매결과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Table 2.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동기 요인분석

요 인 및 항 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Cronbach's a계수

요인1 : 평가성

• 인터넷쇼핑몰의 환불·교환서비스평가를 위해 .889

• 인터넷쇼핑몰의 A/S평가를 위해 .834 3.167 28.79 .899

• 인터넷쇼핑몰의 서비스(배송·대금결제등) 평가를 위해 .800

• 구입한 패션제품의 품질평가를 위해 .636

요인2 : 정보전달성

• 구매한 패션제품에 대한 지식·사용법 공유를 위해 .816

• 상품의 장·단점을 알려주기 위해 .748 2.228 20.26 .704

• 다른 구매자의 패션제품선택에 도움을 주기위해 .703

요인3: 혜택추구 및 쾌락성

• 구매후기작성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혜택 (적립금, 쿠폰, 

할인금액)을 받기위해
.856

• 구매후기를 작성할 충분한 시간적여유가 있어서 .852 2.062 18.74 .717

• 구매후기 쓰는 것이 즐거워서 .828

• 작성된 구매후기 중 우수구매후기로 선택되기 위해 .713

Table 3. 패션제품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 요인분석

요 인 및 항 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Cronbach's α계수

요인: 재구매의도

• 나는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을 계속해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890

• 나는 이전에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했던 패션제품을 다시 구매할 의지가 있다. .868

• 나는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을 계속해서 이용할 의향이 있다. .860 4.441 74.025 .929

• 나는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을 계속해서 이용할 의지가 있다. .854

• 나는 이전에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했던 패션제품을 다시 구매할 의향이 있다. .850

• 나는 이전에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했던 패션제품을 다시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839

요인: 추천의도

•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이전에 패션제품을 구매했던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을 권유하겠다. .959

•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이전에 패션제품을 구매했던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을 추천하겠다. .931 2.634 87.792 .930

•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이전에 패션제품을 구매했던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을 알리겠다.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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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구매후기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평

가성 요인의 환불·교환, 서비스 추구가 0.889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혜택추구 및 쾌락성 요인의 구매후기 작성 시에 인

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적립금, 쿠폰, 할인금액 등과 같은

혜택추구가 0.856, 정보전달 요인의 구매한 패션제품에 대한 지

식이나 사용법 공유동기가 0.816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4.2.2. 패션제품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의 요인구조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번 이상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

는 소비자가 다시 구매하고자하는 재구매의도와 인터넷 쇼핑몰

을 통해 패션제품 구매 후 이용하였던 인터넷 쇼핑몰의 추천,

권유, 전달을 포함하는 추천의도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Table 3에 같이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신뢰도가 높

은 결과가 나타나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를 측정하는데 적절

한 동질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3. 온라인 구매후기작성유무에 따른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

도의 차이

패션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이용을 통해 패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구매후기 작성유무는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구

매후기 작성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구매후기 작성경험이 있는

소비자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구매

후기작성여부에 따른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서 구매후기를 작성한 그룹과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

은 그룹으로 나누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매후기 작성유무에 따라 재구매의도 및 추

천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매후기 작성경험이 있는 소

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패션제품의 재구매의도 및 추

천의도의 평균이 더 크게 나타났다. 

4.4.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동기요인이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

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쇼핑을 통해 패션제품을 구매한 후 구매후기를 작성

한 동기요인이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해,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를 종속변수로 온라인 구

매후기 작성동기 요인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Table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보전달성과 혜택

추구 및 쾌락성 그리고 평가성의 요인들은 재구매의도 및 추천

의도에 대해 각각 17.6(R
2
= 0.176), 39.3%(R

2
= 0.392)의 설명

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온라인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동기 중

‘정보전달성’과 ‘혜택추구 및 쾌락성’은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가성은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동기와 패션제품의 재구매

의도 및 추천의도의 요인구조를 분석해보고,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소비자와 비작성소비자간의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의 차

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동기가 재구매의

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마케팅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패션제품을 구매 한후 구

매후기를 작성하는 동기는 구매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경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다음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

전달성과 구매후기를 작성함으로써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

는 각종 혜택을 추구하며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혜택추구 및

쾌락성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이나 패션제품에 관해 A/S, 환불·

교환, 각종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평가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매후기를 작성한 소비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구

매후기를 작성하는 가치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

째,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한 후 구매후기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

은 소비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인 기업

들은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태도를 파악하여 소비자들이 구매

후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속적이며 밀

접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

Table 4.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여부

구매후기 작성경험 빈 도(%)

유 128(45.9)

무 151(54.1)

합 계 279(100.0)

* 빈도분석, 응답횟수로 측정

Table 5. 온라인 구매후기작성여부에 따른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

의 차이

구매후기작성 유

평균(표준편차)

N=127

구매후기작성 무

평균(표준편차)

N=149

t

재구매의도 3.991(.633) 3.531(.759) 5.406***

추천의도 3.832(.727) 3.224(.957) 5.865***

*** P<.001 

Table 6. 온라인 구매후기작성 동기요인이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

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재구매의도 추천의도

요 인 β t β t

정보전달성  .325  3.533***  .336  4.252***

혜택추구 및 쾌락성  .213  2.502***  .435  5.954***

평가성  -.009  -.090  .042  .515

R²  .176  .392

F  9.212***  27.744***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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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온라인 구매후기 작성동기 요인이 재구매의도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보전달성과 혜택추구 및 쾌락성은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구매후기 작성 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각

종혜택과 정보들을 추구하고 구매후기 작성을 즐기는 소비자들

일수록 구매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평가성은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및 교환, A/S, 배송

및 대금서비스, 품질평가를 포함하는 평가성은 소비자의 만족

과 불만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와는 관련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기업들은 패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한해서

개인 블로그나 온라인 계정을 제공하고 이는 소비자에게 인터

넷 쇼핑몰을 통한 재미와 정보를 주며, 구매후기작성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패션제품을 구

매한 소비자 중 정보전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순수하게

제품에 대한 느낌이나 정보를 구매후기 게시판을 통해 올리게

되고, 이는 구전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작성된 구매후기

는 추후에 다른 소비자의 구매정보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기업들은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대처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매후기를 작성

한 소비자들에게 적립금, 포인트, 할인쿠폰 등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

은 연구결과와 마케팅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

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상

자에 국한되어 있고,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주로

20대의 비율이 높아 대체로 구매후기 작성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 계층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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