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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ttitudes and value of  fashion product description and consumer 
replies used in online shopping malls,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reliability(objectivity, 
expertise, trustworthiness)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toward the product as determined by the appeal type 
(evaluation-sentimental vs. factual-information) of the product description, the direction(negative vs. positive) and 
type(factual vs. evaluative) of consumer replies for the product in online shopping malls. Data was collected from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fashion products purchase experience at online shopping malls by questionnaire survey 
(N=424) and analyzed by using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ANOVA. Results showed that consumers respondents 
tended to read product description and other consumer replies before purchasing, when shopping for fashion 
products through an on-line shopping mall. They thought that sellers' product description and the consumers' replies 
were helpful in making their decision; but, they were also skeptical about product description. Respondents showed 
higher perceived reliability,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to the factual-information type product description 
than the evaluation-sentimental type. Positive consumer replies were more effective in yielding higher preferences 
and purchase intentions. Factual replies tend to yield higher reliability than evaluative replies. 

Key words: product description appeal type(제품 설명 소구 유형), direction of consumer replies(댓글의 방향
성), type of consumer replies(댓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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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

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8년 12월에 공표된 통
계청(www.nso.go.kr)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몰 
중 의류/패션 및 관련 상품이 상품 군별 거래액 구
성비 중 21.7%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 쇼핑몰의 초
기단계인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패션 제품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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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 제품이면서 구매 시 많은 탐색이 요구되는 경
험재에 속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거래량이 많
지 않았으나1,2) 점차적으로 온라인의 편리성, 유통
과정의 축소로 인한 원가 절감, 접근의 용이성, 인
터넷 이용 보급화 등으로 인해 온라인 거래량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다3).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제품
을 구매하게 될 때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전통적
인 면대면(face-to-face) 상황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일어난다는 차이 외에도 오프라인 상황과
는 많은 점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쇼핑몰 운영자가 
올린 제품 사진이나 설명이 담긴 제품 정보와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와 구매 소감들에 의해 정보 탐색
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매 후의 피드백도 댓글의 형
태로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프라인 상황에
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직접 경험하는 것
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은 제품을 직
접 보거나 느끼고 경험할 수 없어 상품 자체에 대
한 판단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반적인 온라인 
패션몰에서는 직접 보거나 입어 보지 못하는 사이
버 공간 상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쇼핑몰에서 제품
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제품의 정확
한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4).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리뷰(review)나 상품 평(이용 후
기)이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5). 구전
으로서 온라인 사용 후기 효과에 관한 이현선과 리
대룡6)의 연구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86.1%가 인터

넷 게시판에 게재된 사용 후기를 검색한 경험이 있
다고 답하였고, 그 중의 58%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 후기를 검색
한다고 답하였다. 즉,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경험
이 담겨 있는 댓글의 탐색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
한 정보를 얻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와 
댓글은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데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으며, 인터넷
을 통한 의류 제품 구매 시 상품 정보의 구체적 제
시뿐만 아니라 상품 제시 방법과 구전의 방향성, 
댓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성 등도 소비자들의 구
매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하지만 실제 후기는 방향성 외에도 사실적 
또는 평가적인 유형으로 나뉘고, 타 상품 범주에서
는 댓글의 유형도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8～10).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의류학 분야에서는 댓글의 유형이나 제품 설
명 유형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어떻게 작용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제시하는 제품 설명
의 유형과 구매 경험자들의 댓글의 방향성과 유형
이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떻게 작용
하는지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패션몰에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품 설명을 평가적 감정 전달과 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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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구매자들이 작성한 댓글
의 방향성․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댓
글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
매 의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품 설명 소구 유형
인터넷 쇼핑몰이 직접 상품을 볼 수 없다는 한계

점을 감안할 때 상품에 대해 정확하고 풍부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면 소비자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만족을 줄 수 있다11). 온라인상에서 판매
자는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제품 사진들과 함께 제품 설명을 제시하며, 이는 소
비자에게 구매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품 차별화의 역할을 하고 소비자의 정보 비용이
나 탐색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온라인 쇼핑
에서의 상품 설명의 제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
는 점에서 광고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온라
인 쇼핑몰에서 판매자는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광고 메시지는 소구 방법에 따라 이성적 소구(rational 
appeals)와 감성적 소구(emotional appeals)로 나누
어진다. 이성적 소구는 자신의 제품의 기능적․상
징적 특성들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감성적 소구는 광고물을 보면
서 얻게 되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감정들을 유발하
여 소비자를 설득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이
다12). Edell & Staelin13)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주관

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반박적인 주장을 하는 반면 
객관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인지적 반응
을 보임으로써 객관적 정보가 제품 태도에 더 긍정
적으로 작용함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온라인 패션몰에서 판매자가 제시하는 상품 정
보 중 제품 설명의 유형을 광고의 소구 형태 중 하
나로 보고, 평가적 감정 전달과 사실적 정보 전달로 
분류하여 이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온라인 구전으로서의 댓글

1) 온라인 댓글의 개념 및 중요성
온라인 쇼핑몰에서 댓글은 일정한 제품을 구매

한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 경험과 제품 사용 후 만
족과 불만족에 대해 온라인상의 게시판을 통하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최은영14)의 연구에서 온라인 
댓글은 소비자 주도적 정보이면서 온라인상의 구
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고 영
향력이 큰 구매에 대한 정보원이며, 위험 지각이 
높은 의류 상품에 구매자들의 댓글이 제공된다면 
구매 결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Flanagin 
& Metzger15)는 다수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사용기를 읽고서 제품
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Deutsch 
& Gerard16)에 의하면 개인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판단 기준이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
을 할 수 없거나 자신의 개인적 판단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집단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업체 측의 일방적인 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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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송소진, 황진숙, “온라인 패션 구전에 따른 패션제품관여와 인터넷 구매행동,” 한국의류학회지 31권 3호 

(2007), pp. 410-419.
18) H. Assael, Consumer Behavior - A Strategic Approach, (Boston: Houghton Mifflin, 2004). 
19) M. L. Rinchins, “Negative Word of Mouth by Dissatisfied Consumer: Apilot Study,” Journal of Marketing

Vol. 47 (1983), pp. 68-78.
20) Chatterjee, Patrali, “Online Review: Do Consumers Use Them?” Advances Consumer Research Vol. 28 (2001), 

pp. 129-133. 
21) 이현선, 리대용, op. cit., pp. 234-268.
22) 손진아, 이은영, op. cit., pp. 1157-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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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 (1997), pp.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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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5) 성영신, 유형열, 장인숙, “Word of Mouse: On-line상의 소비구전 정보 연구,” 한국광고학회 추계 연차 학술대회

(2001), pp. 3-12.

보다 다른 고객들의 구매 경험을 알 수 있는 댓글
을 더 신뢰하며, 인터넷 쇼핑몰은 일반 매장과 달
리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없어 구매자들의 
제품평가 내용이 있는 댓글이 구매의 중요한 변수
가 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댓글은 소비자
들에게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을 잠재
워주면서 자신이 선택한 제품의 구매에 대한 확신
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은 제
품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그 제품을 구매, 사용한 
경험이 있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17). Assael18)은 유형의 상품인 경우
나 여러 속성들에 의해 분명히 구분되어 지각되어
질 수 있는 경우, 신제품인 경우, 준거집단의 규범
과 신념 체계에 있어 제품이 중요한 경우, 소비자가 
구매 의사 결정에 있어 관여도가 높은 경우, 제품 
구매에 있어 지각된 위험이 높은 경우 구전 커뮤니
케이션에 의한 영향이 보다 중요해진다고 하였다. 
Rinchins19)는 의류 상품을 포함하여 사회적 가시성
이 높은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에 비해서 구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연
구들을 종합해 볼 때, 온라인 패션몰에서 구매자들
이 작성해 놓은 제품에 대한 평가나 감정이 담겨 
있는 댓글은 온라인상의 구전 커뮤니케이션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2) 온라인 댓글의 방향성
소비자들의 온라인 댓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온

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구전 정보의 양은 기존의 전통
적 구전에서보다 엄청나게 많아 소비자들은 동시
에 여러 개의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긍정적인 정
보와 부정적인 정보를 동시에 접하게 된다.20) Rinchins 
(1983)는 구전의 방향성에 따라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로 구분하였으며, 이현선과 리대룡21)

은 인터넷상의 사용 후기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
는데, 크게는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 그리
고 긍정과 부정적인 내용이 혼합된 양면적 형태로 
나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손진아와 이은영22)의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 구전 정보의 방향성에 있어
서 소비자들은 부정적 온라인 구전을 긍정적 정보
나 중립(긍정과 부정의 혼합)적 정보보다 더 크게 
가중치를 두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태도 변
화에 있어서도 부정적 구전 정보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Stauss23)는 부정적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에 비해서 항상 파괴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서의 결정요인에서 전달 방향은 긍정, 중립, 부정으
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긍정 구전은 커뮤니케이
션 목적을 칭찬하고, 부정 구전은 커뮤니케이션 목
적을 손상시키며, 중립 구전은 목적에 대해 사실만
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성영신 외25)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 제공은 긍정적인 구전이 많았
고, 감정 표현은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다라고 밝히
면서 이는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정보는 더 공유하
려는 성향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적극
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얻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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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박은아, 김영우, 서현숙, op. cit., pp. 58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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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1호 (2006), pp. 73-94.
28) Kiersten Marie Elliott, op. cit.
29) 지운철, op. cit.
30) 박은아, 김재규, 도주연, “사용후기가 온라인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품 유형별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논문집 (2007), pp. 582-583.
31) M. B. Holbrook, “Beyond Attitude Structure: Toward the Informational Determinants of Attitud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4 (1978), pp. 404-420.
32) F. T. Marquiz, “Advertising Content: Persuasion, Information or Intimidations,” Journalism Quarterly Vol. 54 

(1977), pp. 482-491.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긍정 후기로만 이루어
진 요인이나 주로 긍정 후기로만 이루어진 경우보
다 부정 후기로만 이루어진 요인이 구매 의도의 분
산을 더 많이 설명해 주었다. 즉, 부정적 후기가 구
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긍정적 후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6). 박찬과 유창조27)는 구매자들 
후기의 방향성에 따라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매우 긍정적
이거나 부정적인 사용 후기보다 약간 긍정적이거
나 부정적인 경우 정보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신뢰
한다고 하였다. 

온라인 구전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구전의 방향성은 크게 긍정, 부정으로 나뉘며, 
양면적인 형태(긍정과 부정의 혼합)와 중립적인 형
태(객관적인 정보)가 존재하고, 소비자들은 구전의 
방향성이 부정적인 경우 긍정적일 때보다 정보를 
더 신뢰하며 구매 의도에 부정적인 구전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온라인 구전으로서 댓글의 방향성을 크게 긍정
과 부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
다.

3) 온라인 댓글의 유형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에서 온라

인 구전은 주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텍스트(text) 
형태로 전파되기 때문에 메시지의 특성이 보다 중
요하게 인식되는 것28)으로 보고되어 왔다. 구전도 
메시지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해지며, 상업적 광
고보다 신뢰성이 있는 메시지의 원천으로 간주되
고 있음을 볼 때 긍정적 구전이나 부정적 구전이 

모두 같은 효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전 
정보의 유형에 따라 구전 효과는 차별적으로 나타
날 수 있다29). 이는 구전 정보의 방향성보다 유형이 
구전 효과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용 후기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부정적 
사용 후기가 긍정적 사용 후기보다 더 영향력이 높
다는 결과와는 달리 방향성에 유형을 복합적으로 
제시한 연구(긍정-사실, 긍정-평가/부정-사실, 부정-
평가 4가지로 남학생은 탐색재, 여학생은 경험재로 
조사)에 의하면 방향성에서는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 후기 유형은 
제품별로 다른 차이를 나타냈다30).  

Holbrook31)은 사용 후기의 유형을 입증가능성(veri-
fiability)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분류해 사실적 메시
지와 평가적 메시지로 유형화 하여 사실적(factual) 
메시지는 유형적인 제품 특징에 대한 논리적, 객관
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장으로 정의하고, 평가적
(evaluative) 메시지는 제품의 무형적인 특징에 대한 
감정적, 주관적인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사실적 정
보는 개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척도
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질 수 있는 특정 자
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평가적 정보는 개인의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에 의한 감정적 표현
으로 객관적인 측정 기준 없어 개인적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동일한 
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다른 속성의 메시지로 표현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너무 예뻐요. 
내 스타일이에요”와 같이 긍정적이면서 평가인 댓
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이트 제품보다 가죽이 
부드럽고 바느질이 꼼꼼하게 되어있네요”처럼 긍정
적이면서 사실인 댓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Marquiz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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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 E. Smith and R. F. Lusch, “How Advertising Can Position a Brand,”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 

16 (1976), pp. 37-43.

는 메시지의 유형을 정보적인 메시지와 설득적인 
메시지로 분류하고, 전자는 제시되어지는 대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관련성이 있는 증명되어질 수 있
는 주장이 포함된 것이며, 후자는 제품에 대해 구
체적이지 않고 관련성이 떨어지며 증명되어질 수 
없는 정보를 담았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Smith와 
Lusch33)는 정보의 내용으로 제품의 유형적인 특징
과 관련된 객관적인 속성 정보(objective attribute)와 
무형적인 특성과 관련된 주관적 속성 정보(subjective 
attribute)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
으로 댓글은 긍정․부정의 방향성과 함께 평가적․

사실적 유형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구전으로서 댓글이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Holbrook이 입증가능성(verifiability)이라는 
개념의 기준으로 분류한 사실적 메시지와 평가적 
메시지로 유형화 하여 댓글의 유형을 분류하여 연
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션 제품 구매 시 

제품 설명과 댓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 정도와 
태도를 파악하고, 소비자가 지각하는 신뢰도와 제
품 설명과 댓글로 인한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판매자의 제품 정보 중 제품 
설명 소구 유형(평가적 감정 전달/사실적 정보 전
달)과 댓글의 방향성(긍정/부정)․유형(평가/사실)에 
따라 상황을 조작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소비자들
이 지각하는 신뢰도와 소비자들의 호감도, 구매 의
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션 제품 구매 
빈도, 월 평균 피복비, 연령에 따라 제품 설명과 댓
글에 대한 이용도, 의존도와 신뢰도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션 제품 구매 
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품 설명의 소구 유형(평가

적 감정 전달/사실적 정보 전달)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정보의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
매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3. 댓글의 방향성(긍정/부정) 및 댓글
의 유형(평가/사실)에 따라 댓글의 신뢰도와 제품
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다.

연구문제 4.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션 제품 구매 
시 제품 설명 소구 유형과 댓글의 방향성․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신뢰도와 호감도, 구매 의
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2. 실험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패션 제품을 구매한다

는 상황을 설정한 후, 설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고 연구대상은 수도권 소재 대학 여대생이었으
며, 여대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이유는 인터넷 쇼
핑에 적극적이고 구전활동이 활발하며, 인터넷 쇼핑
에 익숙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수도권의 8개 대학에서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된 540부의 설문
지 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션(의류, 잡화 및 기타 
액세서리류) 제품을 구매 경험이 없다고 한 설문지
와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24
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피 실험자들에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성용 정장구두를 구입한다는 
상황을 설정하고, 제품 설명과 댓글이 제시되어 있
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실험을 하였다. 여성용 정
장구두는 고관여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에 앞서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기 때문에 실
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정되었다. 제품 설명
과 댓글의 상황 설정을 위한 제시문은 웹사이트를 
분석 평가하여 사이트 순위를 제공하는 사이트 랭
키닷컴(www.ranky.com)에서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분야 2위에 랭크되어 있는 G-Market과 해외 쇼핑몰 
사이트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엔조이뉴욕에서 표본
을 추출해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
에서 G-Market은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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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 Leavitt, “The Persuasive Effect of Source Credibility: Tests of Cognitive Response,” Jounal of Consumer 

Research Vol. 4 (1978), pp. 252-260.
35) 김준수, “온라인 정보탐색에 있어 정보원천의 신뢰도가 정보만족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

털 제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쇼핑몰로 연구되어졌다.
피 실험자 전체 평균 연령은 20.5세이었고, 만 

18세 이하의 여대생이 응답자의 14.9%, 만 19세와 
만 20세가 각각 20.8%, 만 21세가 15.3%, 만 22세 
이상이 28.3%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피복비로 10
만원 미만으로 소비한다는 응답이 전체 59.4%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이 28.1%,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이 8.3%, 3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이 2.4%, 40만 원 이상은 1.9%이었다.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Leavitt34)의 연구에서 정보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에 더욱 많은 주
위를 기울이고 구매 의도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토
대로 판매자에 의해 제시되는 제품 설명에 대해 소
비자가 지각하는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준수35)

의 연구에서 신뢰도 구성 요인인 객관성(objectivity), 
전문성(expertise), 진실성(trustworthiness)으로 질문
을 구성하였으며, 제품 설명과 댓글을 읽은 후에 
제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 의도도 측정하였다. 온
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설명과 댓글에 대한 인식 및 
사전 태도 조사로 구매 횟수, 월 평균 피복비와 제
품 설명에 관한 질문(제품 설명을 읽어보는지/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지/구매에 영향을 미치는지)과 
댓글에 관한 질문(댓글을 읽어보는지/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지/구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문

<표 1> 설문지 유형 및 구성
설문지 유형

(제품 설명의 소구 유형) × (댓글의 방향성+유형)

조건1. (평가적 감정 전달)×(긍정+평가) 조건5. (사실적 정보 전달)×(긍정+평가)
조건2. (평가적 감정 전달)×(긍정+사실) 조건6. (사실적 정보 전달)×(긍정+사실)
조건3. (평가적 감정 전달)×(부정+평가) 조건7. (사실적 정보 전달)×(부정+평가)
조건4. (평가적 감정 전달)×(부정+사실) 조건8. (사실적 정보 전달)×(부정+사실)

설문지 유형별 구성 순서
A형: 조건 5-6-7-8-1-2-3-4 B형: 조건 7-8-5-6-3-4-1-2

C형: 조건 1-2-3-4-5-6-7-8 D형: 조건 3-4-1-2-7-8-5-6

을 실시하였다. 제품 설명 소구 유형에 따라 소비
자들이 지각하는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
매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적 감정 전달 유형의 
제품 설명과 사실적 정보 전달 유형의 제품 설명을 
제시한 후 각각의 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소비자가 지
각하는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를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보통
이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7점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댓글의 방향성/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각
하는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긍정-평가/긍정-사실, 부정-평가/부
정-사실 4가지 유형의 댓글을 사실적 정보 전달 유
형과 평가적 감정 전달 유형의 제품 설명과 제시하
고, 서로 교차하여 2×2×2 모두 8가지 유형의 실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7점 Likert 척도를 이
용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보통이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7점을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제품 설명의 소구 유형과 댓글의 방향성․유형
의 조합은〈표 1〉과 같고 제품 설명 및 댓글의 제
시 문구는〈표 2〉와 같다. 또한 각 상황별 한 개의 
제품 설명과 방향성과 유형이 일치하는 4개의 댓글
이 존재하도록 구성하였다(표 2에는 대표적인 댓글
문구 1개만을 제시). 그리고 피 실험자들이 8가지 
조건의 상황을 모두 응답할 경우, 설문과정 후반부
에 있어 순서 효과로 인한 설문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라틴 스퀘어(Latin Squares)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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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품 설명 및 댓글의 유형에 따른 설문 제시 문구
평가적 감정 전달 제품 설명 사실적 정보 전달 제품 설명

*** 2008 S/S 신상품 너무 예쁜 구두 
★★강추★★

<제품 설명>
- 발을 가장 예뻐 보이게 만드는 계란형 앞코로 어디서

나 잘 어울리는 슈즈예요
- 다른 수제화보다 3배 이상 비싼 가죽 심을 사용하여 

오래 신어도 원래 상태를 유지한답니다.
- 바닥 밑창까지 신경 쓴 섬세한 디자인
- 신어 보시면 다른 제품은 불편하여 신지 못하실 거라 

자부합니다.
- 실제로 받아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거에요. 
오프라인 인기상품!!! 
한정수량 재 입고 품절임박!!! 
굽 높이: 6cm
색상: 고급스런 블랙, 화사한 아이보리 
사이즈: 220～250cm
소재: 최고급 인조가죽

** 2008 S/S 신상품으로 출시된 여성구두
<제품 설명>

- 라운드 토우이며 하이힐 드레스 펌프스입니다.
- 굽 부분에 일반 종이심이 아님. 가죽 심을 사용하여 견

고합니다.
- 안창은 쿠션 풋패드로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 밑창은 합성소재로 마감했습니다.
- 보이는 제품상의 이미지는 촬영한 이미지로서 촬영 당

시의 환경에 따라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
습니다. 

1차 품절 후 재 입고된 상품입니다.
굽 높이: 6cm
색상: 검정(BLACK), 아이보리(IVORY)
사이즈: 220～250cm
소재: 에나멜 가죽(Patent Leather)

긍정적 평가유형의 댓글 긍정적 사실 유형의 댓글
조아요～조아요, 완전 대박! 강추! 가죽이 부드럽고 바느질도 꼼꼼하네요.

부정적 평가유형의 댓글 부정적 사실유형의 댓글
완전 허접～ 기대에 못 미칩니다, 
완전 후회하고 있어요

본드 냄새가 역하고 발볼이 좁게 나와 불편해요,
가격도 **사이트보다 비싸구요.

이용하여 조건들의 순서를 다르게 하여 4가지 유형
으로 설문지를 조합하여 실험하였다(표 1). 125부
씩 4가지 유형(A, B, C, D)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A
형은 114부(26.9%), B형은 103부(24.3%), C형은 100
부(23.2%), D형은 107부(25.2%)가 수거되어 자료 분
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빈도분석, 일원배치 분
산분석, Duncan-Test,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
다.

Ⅳ. 결과 및 논의
1. 온라인 패션 제품 구매 빈도, 월 피복비, 연령

에 따른 제품 설명과 댓글에 대한 이용도와 의존도 
및 신뢰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션 제품 구매 빈도를 알아
본 결과, 응답자의 34.4%가 3개월에 1회 이상 온라
인 쇼핑몰에서 패션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29.4%는 1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
상은 21.5%, 년 1회 이상은 15.1%로 나타나 60%가 
넘는 여대생이 3개월에 1회 이상은 온라인 쇼핑몰
에서 패션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
에서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설명과 댓글에 
대한 이용 정도, 제품 구매 시 의존도, 신뢰도를 대
응표본 T검증을 사용해 비교한 결과 댓글을 이용하
는 정도가 제품 설명을 이용하는 정도보다 평균이 
높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댓글을 제품 설명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
뢰도는 각기 다른 항목보다 비교적 낮은 평균값을 
보였고, 특히 제품 설명에 대한 신뢰도가 측정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제품 설명과 댓글의 이용
도, 신뢰도, 구매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표 3).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업적 정보보다는 
주변인 또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소
비자들을 보다 신뢰성 있고 진실된 정보원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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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박찬, 유창조, “온라인에서의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상표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 연구 17

권 1호 (2006), pp. 73-94.

<표 3> 제품 설명과 댓글에 대한 이용도와 의존도 및 신뢰도
변수

측정항목(문항내용)
제품 설명

M(SD)
댓글

M(SD)
T-value

이용도(읽어본다) 5.72(1.63) 6.43(1.09)  －8.891***

의존도(구매에 영향을 준다) 5.26(1.47) 5.56(1.09)  －3.890***

신뢰도(신뢰할만하다) 3.93(1.23) 5.19(1.22) －17.015***

***p<0.001.

한다는 박찬과 유창조36)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고 할 수 있다.

피 실험자들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션 제품 구
매 빈도, 월 평균 피복비, 그리고 연령에 따라 제품 
설명에 대한 이용 정도와 사전 태도를 살펴보기 위
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매 빈도, 
월 평균 피복비와 연령에 따라 제품 설명에 대해서
는 변수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설명을 읽어보거나 구
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정도는 구매 빈도, 
피복비, 연령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다만, 각 집단마다 평균값이 보통 수준을 넘
어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제품 설명을 읽어보거
나 구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4).

월 평균 피복비에 따른 댓글의 이용 정도와 사전 
태도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
단을 세분화 하였을 때 댓글을 읽어본다(F=5.099, 
p<0.01)와 댓글이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F=3.571,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4). 구체적
인 집단 간 차이를 사후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월 
평균 10만 원 미만과 20만 원 이상인 집단이 월 평
균 피복비 10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인 집단보다 
댓글을 더 읽어보며 구매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값을 살펴보면 월 평균 피복비 
10만 원 미만인 집단이 댓글을 더 읽어보며, 구매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온
라인 패션몰에서 댓글에 대한 이용 정도 및 사전 
태도를 살펴본 결과, 피 실험자들의 연령에 따라 댓
글에 대한 신뢰도(F=3.106, p<0.05)와 댓글이 구매

에 영향을 미친다(F=3.018, p<0.05)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표 4).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사
후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만 19세 집단은 만 18세
나 만 20세 이상의 집단보다 댓글을 덜 신뢰하고, 
다른 집단보다 댓글이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값을 살펴보면 만 21세
가 댓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만 18세 이
하에서 댓글이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
타났다. 만 18세 이하의 피 실험자 집단은 가장 낮
은 연령의 집단으로 본인의 판단만으로는 구매 결
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구매자들의 댓글이 다른 연
령의 집단보다 구매에 영향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제품 구매 빈도에 따라 댓글의 이
용 정도와 사전 태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표 4〉의 평균값을 살펴보
면 피 실험자들의 연령이나 구매 빈도, 피복비에 상
관없이 제품 설명이나 댓글에 대한 태도가 골고루 
높게 측정되어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
션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설명이나 댓글이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2. 제품 설명 소구 유형에 따른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션 제품 설명 소구 유형별
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
도, 구매 의도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대응표본 T 검
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평가적 감정 전달 유형
의 제품 설명에서는 신뢰도의 구성 요인인 객관성, 
전문성, 진실성 그리고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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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온라인을 통한 패션 제품 구매 빈도, 한 달 평균 피복비, 연령에 따른 제품 설명, 댓글에 대한 이용도 및 
의존도, 신뢰도                                                                                     (n=424)

문항내용
변수

읽어본다 구매 시 영향을 받는다 신뢰한다
제품 설명

M(SD)
댓글

M(SD)
제품 설명

M(SD)
댓글

M(SD)
제품 설명

M(SD)
댓글

M(SD)

온라인을 통한 
패션 제품
구매 빈도

1년 1회 이상
(N=65)

5.61
(1.62)

6.18
(1.33)

4.91
(1.56)

5.56
(1.10)

3.62
(1.34)

5.19
(1.17)

6개월 1회 이상
(N=91)

5.69
(1.78)

6.46
(1.05)

5.12
(1.47)

5.47
(1.05)

3.85
(1.14)

5.20
(1.10)

3개월 1회 이상
(N=144)

5.80
(1.61)

6.40
(1.19)

5.46
(1.36)

5.60
(1.11)

4.03
(1.12)

5.24
(1.26)

1개월 1회 이상
(N=124)

5.73
(1.58)

6.58
(0.79)

5.29
(1.52)

5.56
(1.09)

4.06
(1.31)

5.18
(1.29)

F-value 0.215 1.972 2.423 0.264 2.380 0.193

한 달 
평균 피복비

10만원 미만
(N=252)

5.83
(1.61)

6.56a

(0.96)
5.35

(1.50)
5.67a

(1.05)
4.02 

(1.28)
5.26

(1.22)

10∼20만원 미만
(N=119)

5.48
(1.72)

6.18b

(1.30)
5.06

(1.43)
5.44ab

(1.09)
3.82 

(1.12)
5.08

(1.23)

20만원 이상
(N=53)

5.77
(1.72)

6.38ab

(1.04)
5.25

(1.39)
5.30b

(1.22)
3.79 

(1.18)
5,11

(1.19)

F-value 1.895 5.009** 1.536 3.571* 1.594 0.992

피 실험자들의 
연령

만18세 이하
(N=63)

5.57
(1.79)

6.62
(0.90)

5.27
(1.57)

5.92a

(1.10)
3.95

(1.28)
5.37a

(1.04)

만19세
(N=88)

5.52
(1.75)

6.22
(1.89)

5.13
(1.60)

5.33b

(1.22)
3.90

(1.32)
4.82b

(1.40)

만20세
(N=88)

5.85
(1.53)

6.48
(0.97)

5.48
(1.33)

5.47ab

(0.95)
4.00

(1.13)
5.16ab

(1.44)

만21세
(N=65)

5.72
(1.64)

6.37
(1.15)

5.12
(1.22)

5.65ab

(0.93)
4.06

(1.58)
5.38a

(1.16)

만22세 이상
(N=120)

5.86
(1.55)

6.50
(1.22)

5.24
(1.55)

5.56b

(1.14)
3.84

(1.24)
5.30a

(1.21)

F-value 0.808 1.559 0.806 3.018* 0.403 3.106*

*p<0.05, **p<0.01, a>b.

<표 5> 제품 설명 소구 유형 따른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
제품 설명 유형

측정항목
평가적 감정 전달

M(SD)
사실적 정보 전달

M(SD)
T-value

신뢰도
객관성 2.92(1.30) 4.56(1.27) －18.653***

전문성 2.79(1.23) 4.58(1.27) －21.040***

진실성 2.84(1.17) 4.58(1.17) －22.327***

호감도 3.10(1.26) 4.42(1.18) －17.180***

구매 의도 2.73(1.36) 4.22(1.34) －19.176***

***p<0.001



22 온라인 쇼핑몰 패션 제품 설명 소구 유형과 댓글의 방향성․유형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 418 －


37) J. A. Edell and R. Staelin, “The Information Processing of Pictures in Print Advertisement Claims: Testing 

Hypotheses from Economics of Inform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6 (1983), pp. 433-441.

매 의도 모두 낮게 나타난 반면, 사실적 정보 전달 
유형에서는 모든 측정항목에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
였다. 특히 신뢰도의 구성 요인 중 진실성 항목에
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줬다. 

제품 설명 소구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각하
는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를 조
사한 이상의 결과는 광고의 소구 유형에서 소비자
들은 주관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반박적인 주장을 
하지만 객관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인지
적 반응을 보인다는 Edell & Staelin37)의 연구결과
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매자가 제공하
는 정보 중 제품 설명은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의 
형태로 전해지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고 사실적인 
설명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형성하고 제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 의도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표 6> 댓글의 방향성에 따른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
제품 설명 유형 평가적 감정 전달 제품 설명 사실적 정보 전달 제품 설명

댓글
유형 평가 사실 평가 사실

방향성 긍정
M(SD)

부정
M(SD)

긍정
M(SD)

부정
M(SD)

긍정
M(SD)

부정
M(SD)

긍정
M(SD)

부정
M(SD)

신뢰도

객관성 3.29
(1.47)

3.19
(1.45)

4.46
(1.25)

4.24
(1.47)

3.43
(1.47)

3.41
(1.43)

4.49
(1.25)

4.29
(1.36)

T-value 1.402 3.260*** 0.373 3.073**

전문성 2.93
(1.44)

2.69
(1.31)

4.25
(1.29)

3.91
(1.44)

3.00
(1.39)

2.86
(1.32)

4.26
(1.29)

4.04
(1.33)

T-value 3.672*** 5.011*** 2.090* 3.299**

진실성 3.53
(1.46)

3.51
(1.60)

4.74
(1.19)

4.39
(1.49)

3.61
(1.46)

3.62
(1.50)

4.78
(1.16)

4.43
(1.49)

T-value 0.157 4.438*** －0.104 4.643***

호감도 3.81
(1.56)

1.79
(0.90)

4.75
(1.26)

1.88
(0.95)

4.07
(1.41)

1.83
(0.92)

4.91
(1.22)

1.93
(0.99)

T-value 24.164*** 35.857*** 28.731*** 37.297***

구매 의도 3.66
(1.70)

1.50
(0.79)

4.76
(1.39)

1.61
(0.86)

4.00
(1.60)

1.59
(0.85)

4.93
(1.32)

1.66
(0.93)

T-value 24.123*** 38.417*** 27.664*** 39.303***

*p<0.05, **p<0.01, ***p<0.001.

3. 댓글 방향성 및 댓글의 유형에 따른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

댓글의 방향성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댓글
의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6), 댓글이 평가적일 때 댓글의 방향성에 따라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에서 신뢰
도의 구성 요인 중 전문성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 
반면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는 모두 유의
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댓글이 사실
적인 경우, 측정한 항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긍정형의 댓글이 부정형의 댓
글보다 객관성 있고 전문적이며 진실하다고 인식
하며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 또한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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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손진아, 이은영, op. cit., pp. 1157-1167.
39) 박은아, 김재규, 도주연, op. cit, pp. 582-583.

<표 7> 댓글의 유형에 따른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
제품 설명 유형 평가적 감정 전달 제품 설명 사실적 정보 전달 제품 설명

댓글
방향성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유형 평가

M(SD)
사실

M(SD)
평가

M(SD)
사실

M(SD)
평가

M(SD)
사실

M(SD)
평가

M(SD)
사실

M(SD)

신뢰도

객관성 3.29
(1.47)

4.46
(1.25)

3.19
(1.45)

4.24
(1.47)

3.43
(1.47)

4.49
(1.25)

3.41
(1.43)

4.29
(1.36)

T-value －15.487*** －13.562*** －14.877*** －12.068***

전문성 2.93
(1.44)

4.25
(1.29)

2.69
(1.31)

3.91
(1.44)

3.00
(1.39)

4.26
(1.29)

2.86
(1.32)

4.04
(1.33)

T-value －17.510*** －15.492*** －16.821*** －15.055***

진실성 3.53
(1.46)

4.74
(1.19)

3.51
(1.60)

4.39
(1.49)

3.61
(1.46)

4.78
(1.16)

3.62
(1.50)

4.43
(1.49)

T-value －16.510*** －11.005*** －16.591*** －10.991***

호감도 3.81
(1.56)

4.75
(1.26)

1.79
(0.90)

1.88
(0.95)

4.07
(1.41)

4.91
(1.22)

1.83
(0.92)

1.93
(0.99)

T-value －13.097*** －2.574* －13.863*** －2.193*

구매 의도 3.66
(1.70)

4.76
(1.39)

1.50
(0.79)

1.61
(0.86)

4.00
(1.60)

4.93
(1.32)

1.59
(0.85)

1.66
(0.93)

T-value －14.501*** －3.241** －13.803*** －1.675

*p<0.05, **p<0.01, ***p<0.001.

댓글의 방향성이 동일한 경우에서 댓글의 유형
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댓글의 신뢰도와 제품
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에 대해 대응표본 T검증
을 실시하였다(표 7). 댓글의 방향성에 관계없이 댓
글의 유형은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신뢰도에 매우 
큰 영향력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 또한 댓글의 유형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사실적 제품 설명에서 댓
글의 방향성이 부정일 경우는 댓글의 유형에 따른 
구매 의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온라인 구전 정보의 방향성에 있어서 소비자들
은 부정적 온라인 구전 정보를 긍정적 정보보다 더 
크게 가중치를 두어 신뢰한다는 손진아와 이은영38)

의 연구와는 상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사용 
후기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부정적 사용 
후기가 긍정적 사용 후기보다 더 영향력이 높다는 
결과와는 달리 방향성에 유형을 복합적으로 제시

한 경우, 방향성보다는 유형이 신뢰도나 구매 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박은아 외39)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댓글의 방향성과 
유형을 복합적으로 제시한 본 연구의 경우도 댓글
의 방향성보다는 유형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
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제품 설명 소구 유형과 댓글의 방향성 및 유형
에 따른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

제품 설명 소구 유형과 댓글의 방향성 및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
감도, 구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실시한 결과(표 8), 신뢰도 측정항목 
중 객관성과 진실성은 사실적 정보 전달 제품 설명 
유형과 제품 설명 소구 유형에 관계없이 댓글이 긍
정이면서 사실적일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성
은 사실적 정보 전달 제품 설명 유형에 댓글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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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품 설명 소구 유형과 댓글의 방향성 및 유형에 따른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
제품 설명 평가적 감정 전달 사실적 정보 전달

F-value댓글 방향성 댓글
없음

긍정 부정 댓글
없음

긍정 부정
댓글 유형 평가 사실 평가 사실 평가 사실 평가 사실

신뢰도

객관성 2.92
f

3.29
de

4.46
ab

3.19
e

4.24
c

4.56
a

3.43
d

4.49
a

3.41
c

4.29
bc

 90.57***

전문성 2.79
ef

2.93
de

4.25
b

2.69
f

3.91
c

4.58
a

3.00
d

4.26
b

2.86
def

4.04
c

130.94***

진실성 2.84
d

3.53
c

4.74
a

3.51
c

4.39
b

4.58
ab

3.61
c

4.78
a

3.62
c

4.43
b

 97.46***

호감도 3.10
e

3.81
d

4.75
a

1.79
f

1.88
f

4.42
b

4.07
c

4.91
a

1.83
f

1.93
f

508.91***

구매 의도 2.73
f

3.66
e

4.76
b

1.50
g

1.61
g

4.22
c

4.00
d

4.93
a

1.59
g

1.66
g

530.12***

***p<0.001, a>b>c>d>e>f>g.

재하지 않는 경우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평가적인 
감정 전달 유형의 제품 설명은 댓글이 제시되지 않
을 경우, 객관성과 진실성에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
다. 또한 제품에 대한 호감도는 제품 설명 소구 유
형에 관계없이 댓글이 긍정이면서 사실적일 경우, 
구매 의도는 사실적인 정보 전달 유형의 제품 설명
과 긍정이면서 사실적인 댓글이 존재할 경우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댓글은 댓글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보다 호감도, 구매 의도를 저하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 설명 유형으로는 사실
적 정보 전달 유형의 제품 설명을 평가적 감정 전
달 유형의 제품 설명보다 더 선호하며, 구매자의 댓
글이 긍정적이면서 사실적인 유형의 댓글을 선호
한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지각하는 제품 설명과 
댓글에 대한 태도와 이용 정도 및 신뢰도에 대해 파
악하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광고의 소구 형
태로 보고 평가적 감정 전달 유형과 사실적 정보 
전달 유형으로 분류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신뢰도
(객관성, 전문성, 진실성)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

매 의도를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온라인 구전 정
보로서 댓글의 방향성과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
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 요약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의 제품 설명을 읽어보며,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신뢰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을 구매한 경험자들
의 사용 후기인 댓글에 관해서는 댓글을 읽어보고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며, 패션 제품 구매 시 제품 설
명보다 댓글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품 설명에 대한 이용 정도 및 태도에 대해
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션 제품 구매 횟수나 월 
평균 피복비, 나이에 관계없이 제품 설명을 읽어보
고 구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댓글에 대한 
이용 정도 및 태도에 관해서는 구매 횟수에 대하여 
차이가 없었지만 월 평균 피복비가 아주 적거나 많
은 경우, 18세와 21세가 댓글을 신뢰하고 구매에 영
향을 더 받았다. 셋째, 평가적 감정 전달 유형의 제
품 설명에서 느끼는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는 낮게 나타난 반면, 사실적 제품 설명
에 대해서는 모두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은 사실적 
제품 설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댓
글의 방향성은 신뢰도에도 방향성이 유의한 영향
을 미쳤지만 호감도와 구매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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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정보는 제품에 대한 소
비자들의 호감도, 구매 의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댓글의 유형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신뢰도(객관성, 전문성, 진실성)와 제품에 대한 호
감도, 구매 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제품 설명 소구 유형과 
댓글의 유형은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신뢰도와 제
품에 대한 호감도,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제품 설명이 사실적이고 구체적
일 경우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신뢰도는 높게 나타
나며, 사실적이면서 긍정의 댓글이 공존할 경우 호
감도, 구매 의도 또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소비자들은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제품 설명
과 댓글을 더 신뢰하였으며, 신뢰가 형성된다는 것
은 곧 잠재적인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이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보다 사실적이면서 구체
적인 정보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 설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댓글을 가장 많이 참조하며, 구
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댓글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유형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댓
글은 그 특성상 방향성과 유형을 분리시켜 설명하
기 힘들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 이상 판매자의 
의도성이 엿보이는 댓글들을 신뢰하지 않고 상세
하면서도 객관적인 댓글을 신뢰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이 올려놓은 댓글
을 적극 수용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통한 대처가 무
엇보다 필요하겠다.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댓글은 
제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 의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적절한 
대응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는 적극
적인 태도 또한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
리해 보면 온라인 몰에서 제품 설명과 댓글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각각의 영향
력에 대해서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실제 사이버 상에서 실험하지 않고 페이퍼 방식으
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것

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표집의 대
상을 수도권의 여대생만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과 다양한 연령대에 따라 조
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개인
적인 취향이 반영될 것이 우려되어 제품 사진을 제
외시키고 피 실험자들이 온라인 패션몰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한다는 가정 하에 실시되었으나, 앞으
로 후속 연구에서는 제품 설명과 함께 제품 사진을 
제시하여 연구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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