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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isk perception in internet shopping by Chinese and analyzed the effects of risk

perception on internet word-of-mouth acceptance and transmission. This analysis was conducted with data

collected from 373 Chinese individuals in their 20s. Data were analyzed with factorial analysis, cluster ana-

lysis,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hi-square test, and Cronbach's α using SPSS 18.0. The results

were: 1) The factor analysis of risk perception extracted four factors: fashion/social psychological risk, pro-

duct risk, transaction risk, and economic risk. The cluster analysis classified them into: Group with low-risk,

Group with high-risk, Group with economic risk, and Group with medium-risk. 2) Group with high-risk

and Group with economic risk had a higher word-of-mouth acceptance than other groups. The Group with

a high-risk had more word-of-mouth transmission than other groups. 3) It was found that when word-of-

mouth was accepted, the factual information about fashion products (size and material) was most referred to,

and that the overall evaluation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was most conveyed when word-of-mouth

was conveyed. 4) Internet word-of-mouth acceptance was affected by product risk, economic risk, and trans-

action risk. Internet word-of-mouth transmission was affected by economic risk, and fashion/social psycho-

logical risk, product risk, and transaction risk.

Key words: Risk perception, Word-of-mouth acceptance, Word-of-mouth transmission, Chinese consu-

mer, Internet shopping; 위험지각, 구전수용, 구전전달, 중국 소비자, 인터넷 쇼핑

I. 서 론

1999년 200만 명이었던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2002년

일본을 제쳤고, 2008년 10년 만에 3억 명으로 150배 증

가하여 미국을 제치며 세계 1위로 올라섰다(“중국 온라

인 [Current status]”, 2012). 2012년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5억 6,400만 명, 인터넷 보급률은 42.1%로 동기 대비 3.8%

증가하였다(“New Retail”, 2013). 중국의 인터넷 시장규

모는 2006년에 263.1억 위안에서 2011년에는 7735.6억

위안으로 불과 5년 사이에 29배로 성장하였고(“중국 온

라인 [Current status]”, 2012), iResearch(艾瑞咨詢)에 따

르면 2012년 중국 온라인 쇼핑시장의 거래규모는 1조

3,04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6.2% 증가하였으며, 2015

~2016년에는 3조 위안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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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Status of China's]”, 2013).

2012년 12월 말 기준 중국의 온라인 쇼핑이용자는 2억

4,200만 명으로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42.9%를 차지한다.

2012년 중국의 온라인 쇼핑이용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은 의류와 신발, 모자로 온라인 쇼핑이용자의 81.8%

가 인터넷을 통해 의류 및 패션잡화 상품을 구매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중국 온라인 쇼핑 [Status of China's]”,

2013), 중국 온라인 유통 시장은 대도시 젊은이들을 주요

소비층으로 하며, 고연령, 고소득 계층과 3 · 4선 도시지

역 거주자들의 참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New Re-

tail”, 2013). 중국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90.0%는 오픈마

켓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85.0%는 타오바오에서 상

품을 구입한다(“중국 온라인 [Current status]”, 2012). 최

근 중국의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쇼핑시장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모마일 쇼핑시장에서 매출액 점

유율 중 79.7%를 차지한 모바일 타오바오의 매출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여성의류 ·잡화(22.6%)가 1위, 휴대전

화 ·전자제품(9.4%), 유아용품(8.3%), 화장품(6.4%), 남

성의류 ·잡화(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연령

대는 10대와 20대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ew Retail”, 2013).

인터넷 쇼핑은 소비자의 구매과정에서 상품의 실물

을 직접 보지 않고 해당 쇼핑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

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

비자들이 느끼는 상품구매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Kim, 2011). 특히, 의류제품은 색

상이나 소재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사이즈 체계가 회

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맞음새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다른 제품에 비해 위험지각의 수준이 높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지각하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구

매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구매 전 충분한 정보탐색과

주위 동료들의 조언, 그리고 판매업체나 제조업체의 정

보를 취득하여 이를 구매의사결정에 반영한다(Ahn, 2008;

Jeon & Park, 2004; Peterson & Merino, 2003; Whang et

al., 2001). 또한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좋은 경험이나 실망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해당 쇼핑몰이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려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Lee & Shim, 2007). 중국 온라인 소비자의

80.0% 이상이 제품구매 전 SNS를 통해 상품정보를 획

득하고, 66.0%의 소비자는 구매 후 SNS를 통해 후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he growing”, 2013).

선행연구들(Chae & Kim, 2011; Kim, 2011; Son & Lee,

2007)에 의해 소비자들의 문화적 가치나 의복관여도, 쇼

핑가치, 인구통계적 특성 등에 따라서 구전전달이나 구

전수용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한

국과 중국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을 비교한 연구들(Park

et al., 2009, 2010; Sung, 2013; Zhou et al., 2013)에 의하

면 구매행동이나 의복쇼핑동기, 웹사이트 품질지각, 쇼

핑성향, 재구매 의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의 과정에서 구매에 따른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른 구매자의 후기를 참고하

기도 하고 자신의 구매후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지각은 구전수용이나 구전전달과 관련

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패션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인터넷 소비자의 위험지각과 구전의 관계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패션상품의

어떤 내용에 대한 구전을 수용하고 전달하는지가 밝혀

지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구전수용이나 구전전달이 소

비자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위험지각을 특성변인으로 도

입하여 연구하였다. 인터넷 소비를 많이 하는 중국 20대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현황과 인터넷 쇼

핑 시 나타나는 위험지각 요인들을 밝히고, 위험지각에

따라 패션소비자들을 세분화하여 집단별 인터넷 구전수

용과 구전전달의 정도 및 내용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또한 어떤 위험지각 요인들이 구전수용과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쇼핑 위험지각과 구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종사자들에게 시장세분화나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쇼핑 위험지각

위험지각이란 소비자가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

표선택, 점포선택, 그리고 구매방식의 선택을 행하고자

할 때 지각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위험을 말한다(Ba-

uer, 1960). 위험지각은 Kaplan et al.(1974)이 제시한 재정

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 성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오프라인 점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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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90년대 중반부터는

인터넷 쇼핑특성에 의한 배달 및 보안 위험, 정보유출 위

험, 비교불능 위험, 충동구매 위험, 시간손실 위험, 미래

기회손실 위험, 사기 위험 등의 차원이 추가되어 연구되

어 왔다(Ahn, 2008; Forsythe & Shi, 2003; Lee & Choi,

2000).

위험지각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

비자에 따라 위험을 크게 혹은 적게 지각하기도 하며,

위험지각의 유형 역시 소비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구매하는 제품류에 따라 위험지각의 정도와 유형

이 달라지며, 소비자들이 직접 쇼핑할 때보다는 전화나

우편,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더 높은 위험을 지각하는

데, 이는 그 제품을 직접 관찰하고 시험할 기회가 주어

지지 않기 때문이다(Cho et al., 2001; Kim, 2011).

인터넷 쇼핑을 통한 패션상품 구매의 위험지각에 대

한 연구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인터넷 쇼핑을 통

한 패션상품 구매 시의 위험지각의 차원을 정리하면, 첫

째, 상품에 관련된 위험으로 품질 관련 위험, 치수 및 어

울림 위험, 제품 관련 위험, 기능적 위험, 치수/결점 위험,

위조제품 위험 등으로 명명되었다. 둘째는 자신과의 어

울림에 관련된 사회심리적인 위험으로 사회심리적 위험

이나 심리적 위험으로 명명되었다. 셋째는 거래나 배달

에 관련된 위험으로 배달 관련 위험, 프라이버시 위험, 배

송 관련 위험, 보안 관련 위험, 정보노출 위험, 개인정보

위험, 거래안전 위험, 신용거래 위험 등으로 명명되었다.

넷째, 가격과 관련된 가격 위험 즉 경제적 위험이 나타

났으며, 그 외에 서비스 위험, 신뢰성 위험, 시간 위험 등

이 추출되었다.

소비자들이 상품구매 시 위험을 지각할 때 정보탐색은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들 중 대표적인 방법으로 간

주되어 왔다. 위험지각의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영향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오프라인 구매 시 위험지각과 정보원 사용에 대한 연

구에서는 위험지각이 클수록 정보원 사용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차원에 따라서 활용하는 정보원의

종류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5; Locander

& Hermann, 1979; Ok & Lee, 1986).

온라인 구매에 대한 Lee and Hong(2006)의 연구에서

는 다른 유형의 위험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Table 1. Previous studies on risk perception of fashion product purchasing in internet shopping

Authors

(year)

Products

(subjects)
Risk perception factors Related variables

 Cho et al.

(2001)

Apparel

(internet users)

Quality risk, time/convenience risk, economic risk,

size and appearance risk, privacy risk, and

social/psychological risk

Purchasing experience and sex

Hong

(2004)

Apparel

(internet shoppers)

Product related risk, delivery related risk,

and security related risk

Purchase experience,

technology readiness,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Hwang

(2002)

Apparel

(college students)

Size/defect risk, social psychological risk, privacy risk,

delivery risk, and price risk
Clothing involvement

Kim and Hwang

(2011)

Imported apparel

(female)

Function/service risk, social psychological risk,

and private information risk 

Impulse buying, type of dealer,

and purchase behavior

Lee and Choi

(2007)

Fashion product

(American & Korean

college students)

Product delivery risk, transaction risk,

and service risk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Lee and Hong

(2006)

Fashion product

(female in

their 20s & 30s)

Merchandise risk, information exposure risk,

social psychological risk, and function risk

Purchase intention

and satisfaction

Nam and Lee

(2009)

Fashion product

(people in

their 20s & 30s)

Quality risk, counterfeit risk, product risk,

credit dealing risk, social/psychological risk,

size/appearance risk, and delivery risk

Purchase time, purchase

frequency, purchase decision

behavior, and purchase intention

Park and Kim

(2011)

Apparel

(people in

their 20s & 30s)

Privacy risk, product risk, economic risk,

and reliability risk

Channel selection

for luxury fashion items

Wang

(2013)

Apparel

(Chinese consumer)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risk of quality,

risk of delivery, psychological risk, and risk of time

Purchase and shopping

avoidanc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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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나 사회심리적 위험이 구매의도와 만족도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Choi(2007)

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있어 제품배달

관련 위험과 거래안전 위험은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치고 고객서비스 위험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의 경우 고객서비스 위험이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한국 소비자의 경

우 서비스 위험이 구매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Nam and Lee(2009)의 연구에서는 구매

결정연기에는 품질 위험과 위조제품 위험, 치수 및 어울

림 위험, 신용거래 위험이, 웹사이트 이동에는 품질 위험

과 위조제품 위험이, 오프라인 구매전환행동에는 품질

위험과 사회심리적 위험, 신용거래 위험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지각에 따라 소비자들을 세분화하여 차이를 밝

힌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일반 상품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한 Park and Cho(2012)의 연구에서는 해외와 국내 인

터넷 쇼핑몰 이용소비자의 위험지각 요인에 따라 소비

자 유형을 저위험지각 집단과 고위험지각 집단으로 분

류하여 정보탐색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해외 인터넷 쇼

핑몰 이용자들은 구매결정 소요시간과 비교상품 수에서,

국내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들은 탐색사이트 수, 정보탐

색시간, 구매결정 소요시간, 비교상품 수에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2)도 위험지각의 정도에

따라 고위험지각 집단과 저위험지각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명품이미지가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에 의하면 중국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

핑을 통한 패션상품 구매 시 위험지각을 줄이기 위하여

인터넷 구전을 통한 정보를 탐색할 것으로 추론된다. 인

터넷 쇼핑 시 지각하는 위험은 요인들로 구분될 수 있고

위험지각의 정도에 따라 세분집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

으며, 위험지각의 정도에 따라 인터넷 구전의 수용과 전

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험지각의 요

인에 따라 구전의 전달과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2. 인터넷 구전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구입할 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탐색된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하

려는 의식구조를 가질 것이며(Whang et al., 2001), 다른

구매자들이 제품구매 혹은 소비 후에 표현한 견해를 얻

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한편, 구매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온

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제품평가

의 소비자 구전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07).

전통적인 개념으로 볼 때 구전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

으로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WOM: Word-

of-Mouth)이다(Borgida & Nisbett, 1977). 인터넷상의 구

전커뮤니케이션은 ‘Internet WOM’ 또는 ‘e-WOM’, ‘Word

of Mouse’라고 불린다. 온라인 구전은 소비자들이 자신

이 경험하거나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것들을 인터넷

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수

단으로 하여 개인 혹은 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자발적이

며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Chae &

Kim, 2011; Hennig-Thurau & Walsh, 2003; Kim, 2007).

인터넷 구전은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자들은 구매결정 시에 제품에 대한 정

보를 얻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구

전을 한다. 인터넷 구전은 크게 구전수용과 구전전달로

나뉜다. Harrison-Walker(2001)는 구전수용을 정보원천

으로 이용되는 구전정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구매

의도의 형성이라고 정의하였고, 구전전달은 구매 후 제

품평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에게 구전메시지

를 전달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온라인 구전은 구전이 형성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

여 이루어지는데, Schindler and Bickart(2005)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구전정보의 ‘회자성’ 즉, 제공된 소

비자 정보가 ‘얼마나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될 수 있

는지’를 중심으로 회자성이 높은 제품리뷰, 소비자 코멘

트, 토론방과 회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원목록메일,

이메일, 대화방, 개인 간 채팅으로 구분하였다. 삼성경제

연구소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블로그의 파급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보축

적성’과 ‘정보개방성’을 중심으로 경로를 메일과 인터

넷 게시판, 커뮤니티, 채팅, 메신저, 홈페이지, 그리고 블

로그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에서 블로그가 구전의 파

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하였다(Lee, 2005). Kim(2007)은

구매 후 제품평가와 관련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경로

의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인터넷 소비자들이 제품평가

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이용하는 주경로로 거

래사이트, 거래 중심 커뮤니티,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로

구분하고, 세부경로를 사용후기, 제품게시판, 질의응답,

게시판, 채팅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

들은 거래사이트를 1차적으로 이용하고 커뮤니티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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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ck(1992)은 오늘날과 같이 위험성이 증대된 사회에

서 구전은 위험의 분담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으

로부터 제공되는 상업적 정보보다는 자신과 유사한 상

황 즉, 구매에 대한 위험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 다른 소

비자들로부터의 조언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제품 관련 정보와 다

른 소비자들로부터의 구전정보를 얻게 되며, 위험지각

을 줄이기 위해 구매결정에 앞서 다른 사람들의 구매후

기를 참조하는데 이는 업체들의 일방적인 상품정보보다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경험에 의한 사용후기를 더 신뢰

하기 때문이다(Baik, 2005; Hsu et al., 2008; Kim, 2011).

Hong(201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점포에서 의류상품 구

매후기를 읽는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된 응답이 지각된

상품 위험에 대한 감소와 환불과 관련한 지각된 위험, 배

송지연에 따른 시간 위험이나 기회손실 위험, 심리적 위

험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Shin and Hwang(2010)의 연구에 의하면 구전의 전달

동기로 경제적 보상과 즐거움, 만족, 불만족뿐만 아니

라 다른 사람들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조언이 포함되

어 있다. 인터넷 쇼핑성향에 따른 한국과 중국 소비자

의 의류제품 구매행동을 비교한 Zhou et al.(2013)의 연

구에서는 모든 쇼핑유형에서 한국 소비자들에 비해 중

국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 시 커뮤니케이션이나 구매후

기 제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패

션상품을 구매하는 중국 소비자들은 인터넷 상의 다양

한 채널을 통하여 위험지각을 줄이고 구매에 대한 확신

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구매후기를 수용하고, 다

른 사람들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정보제공이나 감정

표현을 위하여 구전을 전달할 것이다. 따라서 위험지각

의 정도에 따라 구전수용과 전달의 정도에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추론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20대 소비자들을 인터넷 패션

상품 쇼핑 시 지각하는 위험에 따라 세분화하고, 집단

별 인터넷 구전수용과 구전전달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인터넷 쇼핑 위험지각에 따라 집단을 세

분화한다.

1-1. 인터넷 쇼핑의 위험지각 요인을 밝힌다.

1-2. 인터넷 쇼핑 위험지각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화한다.

1-3. 위험지각 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인

터넷 쇼핑현황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2. 인터넷 쇼핑 위험지각에 따른 세분집단

들의 인터넷 구전수용과 구전전달의 차

이를 밝힌다.

2-1. 세분집단들의 구전수용의 정도와 내용

의 차이를 밝힌다.

2-2. 세분집단들의 구전전달의 정도와 내용

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3. 위험지각 요인들이 구전수용과 구전전달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3-1. 위험지각 요인들이 구전수용에 미치는 영

향을 밝힌다.

3-2. 위험지각 요인들이 구전전달에 미치는 영

향을 밝힌다.

2. 측정도구

인터넷 쇼핑에서의 위험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위험

지각의 유형으로 상품 관련 위험과 사회심리적 위험, 거

래 관련 위험, 경제적 위험, 유행 위험으로 분류하여, 선

행연구들(Hwang, 2002; Kim, 1995; Park & Kim, 2011)

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총 24문항을 구성하

였다. 인터넷 구전수용과 구전전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Baik, 2005; Hong, 2011; Kim, 2010; Song &

Hwang, 2007)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였으며, 구전수용은 ‘인터넷 상의 사용후기를 열람하고

신뢰하는 정도’, 구전전달은 ‘인터넷 상에 사용후기를 작

성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구전수용은 인터넷 사용후

기의 수용 정도, 이용 정도, 신뢰하는 정도, 다른 사람의

사용후기를 찾아보는 정도의 내용으로, 구전전달은 상품

평을 적는 정도와 질문에 답하는 정도, 상품에 대한 내

용을 적는 정도,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각각 4문항씩을 구성하였다. 인터넷 구전수용 및 전달의

내용을 묻는 문항 각 6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방

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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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현황에 대한 문항으로는 선행연구들(Hong,

2011; Kim, 2010; Shin & Hwang, 2010)의 연구에서 문

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인터넷 의류쇼핑 경험, 구매품목,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 구전경로, 월평균 구매비용 등의

문항들을 측정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들로는 나이, 성

별, 결혼여부, 학력, 직업, 월평균 수입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넷 쇼핑현황과 인구통계에 대한 문항들

은 다지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이중번역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한국어로 작

성한 후에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들 3인에게 한

국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게 하

였다. 그 후 처음 작성한 한국어 설문지와 일치할 때까지

수정을 반복하여 완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 20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중국에서 설문지 조사에 많이 사용되는

온라인 조사사이트(http://www.surveyportal.cn)에 설문지

를 올려 조사하였다. 인터넷 서버를 활용하여 응답결과

가 바로 엑셀 데이터로 저장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온라인 조사사이트에 들어와 자발적으로 응답한 소비자

들로부터 2013년 3월 13일에서 3월 17일까지 5일 동안

426부를 수집하였으며, 인터넷 쇼핑경험이 없는 응답자

들과 나이가 20대가 아닌 응답자들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73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대는 20~24세가 53.6%, 25~29세가 46.4%이었고,

성별은 여자가 58.7%, 남자가 41.3%로 나타났다. 학력

은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60.9%로 가장 많았고 전문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은 20.6%,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은

10.5%로 나타났으며, 고졸 및 고졸 이하는 8.0%로 가장

적었다. 직업은 학생 45.8%, 회사원 17.2%, 전문직 11.5%,

공무원 4.6%, 가정주부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가

구 평균 수입은 3000위안(약 512,000원) 미만이 36.7%

로 가장 많았고, 3000~6000위안(약 1,024,000원) 미만

34.3%, 6000~9000위안(약 1,540,000원) 미만 13.7%, 9000

~12000위안(약 2,050,000원) 미만 8.6%, 12000위안 이상

6.7%로 나타났다. 중국의 인터넷 쇼핑은 여성들이 남성

들보다 많이 하며(Sung, 2013), 고학력의 대도시 젊은이

들을 주요 소비자층으로 하고 있다(“New Retail”, 2013).

인터넷 쇼핑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1~3년이 45.6%로 가장 많았고, 3~5년은 26.5%, 1년 이

하는 18.2%, 5~7년은 6.7%, 7년 이상은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구매비용은 100위안(약 17,000원) 이

상~200위안(약 34,000원) 미만이 41.6%로 가장 많았고,

200위안(약 34,000원) 이상~300위안(약 52,000원) 미만

22.8%, 100위안(약 17,000원) 미만 13.4%, 300위안(약

52,000원) 이상~400위안(약 69,000원) 미만 10.5%, 500위

안(약 86,000원) 이상 6.7%, 400위안(약 69,000원) 이상

~500위안(약 86,000원) 미만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용한 쇼핑몰에 대한 응답은 淘 (taobao.com)

76.4%로 가장 많았고 京東商城(jd.com) 7.5%, 拍拍

(paipai.com) 3.8%, 凡客 (vancl.com) 2.7%, 唯品會(vip

shop.com)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구매한 품목으로는 상의류가 26.5%로 가장 많

았고 하의류 15.0%, 화장품 14.2%, 구두/운동화 10.5%,

가방/핸드백 7.5%, 액세서리, 모자 등 기타 잡화류 5.4%,

정장 3.8%, 속옷류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빈도

에 대한 응답은 1개월에 1회 이상이 46.9%로 가장 많았

고 2~3개월에 1회 29.8%, 4~6개월에 1회 13.1%, 1년에

1회 미만 5.9%, 7개월~1년에 1회 4.3%의 순으로 나타났

다. 구전경로에 대한 응답은 쇼핑몰 웹사이트 게시판이

36.2%로 가장 많았고, 패션커뮤니티/카페 16.6%, 패션블

로그 15.5%, 포털사이트 10.7%, 채팅 5.6%, Q&A 2.9%,

이메일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K평균 군집분석, 교

차분석, 분산분석, LDS 사후검증, 회귀분석 등이 사용

되었다.

IV. 연구결과

1. 위험지각에 따른 인터넷 소비자 세분화

1) 위험지각 요인

인터넷 소비자의 위험지각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

하여 베리맥스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성이 0.5 이하이거나 요인부하량이 두 요인에 비슷

하게 나타난 5개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에서 고유치와 스크리 도표, 소속문항의 내용들을 고려

해 볼 때 4개의 요인으로 묶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

었다. 각 요인의 구성문항, 요인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

뢰도,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요인 1은 ‘제품색상이 유행에 앞서는 것이 아닐까 걱

정된다.’, ‘제품의 스타일이 유행에 앞서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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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된다.’, ‘패션제품이 나의 역할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까 우려된다.’, ‘구매한 패션제품이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등과 같은 문항

들로 이루어져 있어 ‘패션/사회심리적 위험’으로 명명하

였다. 신뢰도는 0.898로 높게 나타났고, 총 분산의 44.98%

를 설명하였으며 평균은 3.05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

다.’, ‘제품의 사이즈가 내 몸에 잘 맞지 않을 것 같아 불

안하다.’, ‘제품이 착용이나 세탁 후 변형될까 불안하다.’

등과 같이 상품에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상품

관련 위험’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는 0.815로 나타났

고, 총 분산의 9.09%를 설명하였으며 평균은 3.64로 나

타났다.

요인 3은 ‘신용카드의 정보가 유출될까봐 걱정된다.’,

‘나에 관한 정보가 노출될까봐 불안하다.’, ‘배송 도중

제품이 분실이나 손상될까봐 걱정된다.’, ‘배송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걱정된다.’로 구성되어 있어 ‘거래 관련 위

험’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는 0.813으로 높게 나타났

고, 총 분산의 4.85%를 설명하였으며 평균은 3.49로 나

타났다.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for risk perception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α
Mean

(S.D.)

Fashion/

social-

psychological

risk

I worry that the color of a fashion product is too fashion-

able.
.796

10.794
44.976

(44.976)
.898

3.05

(0.74)

I worry that a fashion product is too fashionable. .795

I worry that a fashion product I am purchasing does not re-

present my role properly.
.785

I worry that the product is outmoded. .753

I worry that the evaluation by others is affected by the fa-

shion products I purchase.
.688

I worry that the fashion product is too loud. .607

I worry that I cannot use the product long because of chan-

ges in fashion.
.596

Product

risk

I worry that if I purchase from the internet that the product

quality will be poor.
.809

02.180
09.085

(54.061)
.815

3.64

(0.74)

I worry that the fashion product I purchase from the inter-

net will not fit well.
.775

I worry that the product purchased on the internet will be

deformed after wearing or washing.
.616

I am insecure because I cannot try on a fashion product

when I buy it from the internet.
.589

Transaction

risk

I worry that I suffer damage because of information disclo-

sure.
.775

01.165
04.854

(58.915)
.813

3.49

(0.77)

I worry that my information is disclosed in the process of

buying.
.766

I worry that the product is lost or damaged. .640

I worry that the shipping takes long. .498

Economic

risk

I worry that I could have bought the cheaper product in

other place.
.701

00.932
03.882

(62.798)
.840

3.31

(0.76)

I worry that I can buy cheaper products in other shopping

malls.
.682

I worry that I could have bought the same product at a chea-

per price in other shopping malls.
.682

I worry that I overpaid for the product.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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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4는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

까 걱정된다.’,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 가면 더 좋은 패션

제품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 가면 패션제품을 더 싸게 살 수도 있지 않을

까 걱정된다.’,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적 위험’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는

0.840으로 높게 나타났고, 총 분산의 3.88%를 설명하였

으며 평균은 3.31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 위험지각 요인으로 패션/사회심리적 위

험과 상품 관련 위험, 거래 관련 위험, 경제적 위험이 나

타났는데, 이 결과에서 패션에 관련된 문항들이 사회 심

리적 위험으로 묶인 것은 Lee and Hong(2006)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상품 관련 위

험이 3.64로 가장 높았고, 거래 관련 위험 3.49, 경제적 위

험 3.31, 패션/사회심리적 위험 3.0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위험지각에 따른 세분집단

인터넷 소비자의 위험지각 요인으로 집단을 세분화

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평균 군집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네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정 LSD를 실시하였는데, 분석결

과는 <Table 3>과 같다.

네 집단은 네 차원의 위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1은 패션/사회심리적 위험과 상

품 관련 위험, 거래 관련 위험, 경제적 위험 즉 모든 요인

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나 ‘저위험 집단’으로 명명하

였다. 전체 373명 중 31명(8.3%)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집

단이었다. 군집2은 네 위험요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

를 나타내 ‘고위험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373명

중 112명(30.0%)을 포함하여 집단의 크기가 비교적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군집3은 다른 위험보다 상품 관련 위험의

지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품 위험 집단’으로 명명

하였다. 56명(15%)이 소속되어 있다. 집단4는 모든 위험

요인에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나타내 ‘중위험 집단’이라

고 명명하였다. 전체 373명 중 174명(45.7%)이 소속되어

가장 큰 집단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세분집단 중 중위험 집단

과 고위험 집단이 응답자 중 76.7% 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20대 패션상품 소비자들 중 많

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 시 위험을 상당히 지각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다른 위험보다

상품 관련 위험을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

지각이 낮은 저위험 집단은 8.3%로 집단의 크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3) 위험지각 세분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인터넷

쇼핑현황의 차이

위험지각 세분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성별, 학력,

직업, 월평균 수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위험지각 세분집단 간의 인터넷 쇼핑현황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인

터넷 쇼핑기간과 최근 이용한 쇼핑몰, 최근 구매한 품

목, 구매빈도, 구전경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평균 인터넷 쇼핑 구매금액에서만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위험 집단은 월평균 인터넷 구매

비용이 200~300위안 미만, 400~500위안 미만 및 500위

안 이상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위험 집단은 100

~200위안 미만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위험 집

단은 300~400위안, 400~500위안이 많고, 중위험 집단은

100위안 이상~200위안 미만과 500위안 이상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위험 집단과 상품 위험 집단의

구매금액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고위험 집단은 구매금

Table 3. Group segmentation according to risk perception

Group

Factor

Group 1

Group with

low risk

(n=31, 8.3%)

Group 2

Group with

high risk

(n=112, 30.0%)

Group 3

Group with

product risk

(n=56, 15.0%)

Group 4

Group with

medium risk

(n=174, 46.7%)

F

Fashion/social psychological risk 2.20C 3.72A 2.16C 3.06B 158.10***

Product risk 2.24D 4.32A 3.57B 3.48C 161.56***

Transaction risk 2.13D 4.26A 3.14C 3.34B 191.69***

Economic risk 2.11D 4.01A 2.59C 3.30B 181.23***

***p<.001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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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집단에 따른 월평균 인터넷

쇼핑 구매금액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2. 위험지각 세분집단의 구전수용 및 구전전달의

차이

1) 위험지각 세분집단들 간의 구전수용 정도 및 내용

의 차이

구전수용과 구전전달 문항들의 차원과 신뢰도를 검증

한 결과에는 구전수용과 구전전달 문항들은 각각 단일

차원으로 나타났다. 구전수용 문항들의 신뢰도는 0.813,

구전전달 문항들의 신뢰도는 0.787로 높게 나타났다.

위험지각에 따른 세분집단들의 구전수용 정도와 내용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사

후검정 LSD를 통해 알아보았다. 결과는 <Table 5>−<Ta-

ble 6>과 같다.

<Table 5>에 의하면 인터넷 위험지각 집단에 따라 구

전수용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구전수용 정도는 고

위험 집단과 상품 위험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중위험

집단이 높으며, 저위험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고위험 집단과 상품 위험 집단이 인터넷 쇼핑 시

위험을 많이 지각하기 때문에 지각된 위험을 줄이기 위

하여 더 많은 구전정보를 수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Song and Hwang(2007) 연구에서 구전집단

이 비구전집단에 비해 패션제품 구매 후 교환이나 환불

에 대해 걱정하고 그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염려와 불

확실성을 더 많이 느끼므로 패션제품에 관한 글과 사용

후기를 찾아보고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구매자가 위험을 많이 느낄수록 제품

에 대한 정보를 많이 탐색한다고 한 Jeon and Park(2004)

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에 의하면 위험지각 세분집단들 간에 모든

구전수용 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고위험 집단, 상품 위험 집단, 중위험 집단, 저

위험 집단의 순으로 구전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구전’과 ‘패션제품 사용

경험’, ‘패션제품의 사실적인 정보(사이즈, 소재 등)’, ‘디

자인 평가’들에 대해서는 고위험 집단과 상품 위험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자

Table 4. Monthly clothing purchase costs of segment groups

Group

Monthly purchase

cost of clothing

Group with

low risk

Group with

high risk

Group with

product risk

Group with

medium risk
Total χ

2

Less than 100 yuan 05 (004.2) 015 (015.0) 05 (007.5) 025 (023.3) 050 (050.0)

27.592*

More than 100 and

less than 200 yuan
05 (012.9) 054 (046.5) 20 (023.3) 076 (072.3) 155 (155.0)

More than 200 and

less than 300 yuan
09 (007.1) 025 (025.5) 12 (012.8) 039 (039.7) 085 (085.0)

More than 300 and

less than 400 yuan
04 (003.2) 011 (011.7) 09 (005.9) 015 (018.2) 039 (039.0)

More than 400 and

less than 500 yuan
04 (001.6) 005 (005.7) 06 (002.9) 004 (008.9) 019 (019.0)

More than 500 yuan 04 (002.1) 002 (007.5) 04 (003.8) 015 (011.7) 025 (025.0)

Total 31 (031.0) 112 (112.0) 56 (056.0) 174 (174.0) 373 (373.0)

*p<.05

( ) : Expected frequency

Table 5. Result of ANOVA for degree of e-WOM acceptance of segment group

 
Group with

low risk

Group with

high risk

Group with

product risk

Group with

medium risk
F

Mean

(S.D.)

Degree of e-WOM

acceptance
3.33C 3.99A 3.87A 3.63B 10.161***

3.75

( .73)

***p<.001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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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평가’와 ‘코디정보’, ‘배송정보’에서는 상품 위험 집단

과 중위험 집단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품 위험 집단은 중위험 집단보다 ‘전반적인 만

족과 불만족에 대한 구전’과 ‘패션제품 사용경험’, ‘패

션제품의 사실적인 정보(사이즈, 소재 등)’들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위험을 많

이 느끼는 상품 위험 집단이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상품

관련 구전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수용 내용의 전체 평균을 보면 전체적으로 점수

가 높게 나타났다. 패션제품의 사실적인 정보(사이즈, 소

재 등)가 3.80, 패션제품 사용경험이 3.68, 전체적인 만족

및 불만족 평가가 3.66, 패션제품에 대한 디자인 평가가

3.59, 패션제품의 배송 정보가 3.57, 패션제품의 코디 정

보가 3.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Kim(2011)의 연

구에서 소비자들이 상품 및 성능 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2) 위험지각 세분집단들 간의 구전전달 정도 및 내용

의 차이

위험지각에 따른 세분집단들의 구전전달 정도와 내용

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정으로 LSD

를 통해 알아보았다. 결과는 <Table 7>−<Table 8>과 같

다.

<Table 7>에 의하면 인터넷 위험지각 집단들 간에 구

전전달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위험 집단

이 다른 집단들보다 구전전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고위험 집단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집

단들보다 타인의 구전을 많이 수용하고 그 결과 구전행

위의 발신자로서 구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 Sene-

cal and Nantel(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Table 8>에 의하면 위험지각 세분집단들 간에 모든

구전전달 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인

만족과 불만족’, ‘사용경험에 관한 내용’, ‘배송정보에

관한 내용’의 구전전달은 고위험 집단이 가장 높고, 다

음이 상품 위험 집단과 중위험 집단이 높으며 저위험 집

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적 정보’와 ‘디자

인 평가’에 대한 구전전달은 고위험 집단이 다른 집단

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디네이션 정

보’에 대한 구전전달은 상품 위험 집단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 of ANOVA for e-WOM acceptance contents of segment group

Group

Acceptance contents

Group with

low risk

Group with

high risk

Group with

product risk

Group with

medium risk
F

Mean

(S.D.)

Overall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ratings
3.10C 3.96A 3.82A 3.51B 13.622***

3.66

( .83)

Experience of

fashion products
3.10C 4.04A 3.82A 3.50B 18.849***

3.68

( ..81)

Factual information of fashion

products (size, material)
3.32C 4.12A 3.95A 3.64B 12.349***

3.80

( .84)

Design evaluation

of fashion products
3.10C 3.88A 3.66AB 3.46B 11.753***

3.59

( .79)

Coordination information

of fashion products
3.03C 3.88A 3.38B 3.43B 12.688***

3.52

( .84)

Delivery information

of fashion products
3.00C 3.94A 3.57B 3.43B 13.001***

3.57

( .90)

***p<.001

A>B>C

Table 7. Result of ANOVA for degree of e-WOM transmission of segment group

 
Group with

low risk

Group with

high risk

Group with

product risk

Group with

medium risk
F

Mean

(S.D.)

Degree of e-WOM

transmission
3.22B 3.74A 3.35B 3.35B 9.738***

3.45

( .70)

***p<.001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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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달내용의 평균이 모두 3.5 이상으로 비교적 높

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만족 및 불만족 평가가 3.68, 패

션제품의 사실적인 정보(사이즈, 소재 등)가 3.58, 패션

제품 사용경험이 3.52, 제품의 배송정보가 3.50, 제품에

대한 디자인 평가가 3.39, 제품의 코디정보가 3.32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Zhou et al.(2013)의 연구

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 시 커뮤니케이션이나

구매후기 제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전수용 정도와 구전전달 정도를 비교해 보면 네 집

단 모두에서 구전수용이 구전전달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구전내용을 비교해 보면, 구전을 전달할 때는

전체적인 만족 및 불만족에 대한 평가를 가장 많이 전

달하며, 구전을 수용할 때는 패션제품의 사실적인 정보

(사이즈, 소재 등)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위험지각 요인들이 구전수용과 구전전달에 미

치는 영향

위험지각 요인들이 구전수용과 구전전달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는 0.1보다 크고

VIF는 10보다 작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에 의하면 상품 관련 위험과 경제적 위험, 거

래 관련 위험은 구전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패

션/사회심리적 위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R
2

은 0.14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위험지각

이 구전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모든

유형의 위험이 구전전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R
2
은 0.132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상품 관련 위험과

Table 8. Result of ANOVA for the e-WOM transmission content of the segment group

Group

Transmission contents

Group with

low risk

Group with

high risk

Group with

product risk

Group with

medium risk
F

Mean

(S.D.)

Overall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ratings
3.29C 3.96A 3.63B 3.58B 6.907***

3.68

(0.87)

Experience of

fashion products
3.26C 3.76A 3.46B 3.44B 5.266***

3.52

(0.81)

Factual information of fashion

products (size, material)
3.55B 3.88A 3.50B 3.41B 8.581***

3.58

(0.79)

Design evaluation

of fashion products
3.13B 3.66A 3.18B 3.32B 6.683***

3.39

(0.84)

Coordination information

of fashion products
3.23B 3.67A 2.95C 3.23B 11.239***

3.32

(0.86)

Delivery information

of fashion products
3.00C 3.88A 3.50B 3.36B 13.318***

3.50

(0.86)

***p<.001

A>B>C

Table 9. Effects of risk perception on e-WOM acceptance and transmiss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e-WOM acceptance e-WOM transmission

B β t B β t

Fashion/social psychological risk .045 .062 1.279*** .125 .178 3.672***

Product risk .199 .272 5.627*** .104 .145 3.055***

Transaction risk .125 .170 3.530*** .100 .143 2.941***

Economic risk .139 .190 3.931*** .169 .241 4.968***

R
2

00.143*** 00.132***

F 15.303*** 14.036***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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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위험, 거래 관련 위험을 많이 지각할수록 구전

수용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위험과

패션/사회심리적 위험, 상품 위험, 경제적 위험을 지각하

는 소비자들이 구전전달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션/사회심리적 위험은 구전수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구전전달에는 경제적 위험 다음으로 많

은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최근 한국 패션기업들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

한 일환으로 중국 인터넷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 내의 K-Pop, K-Fashion과 같

은 한류열풍은 이들 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패션기

업들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중국

인터넷 소비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인터넷을 주로 사

용하는 중국의 20대 소비자들을 인터넷 쇼핑 시에 인지

하는 위험지각에 따라 세분화하여 인터넷 쇼핑현황 및

구전행동을 파악하고, 위험지각이 구전수용과 구전전달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소비자

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은 淘 (taobao.com)

이었으며, 상의류와 하의류를 비롯한 화장품, 신발, 가

방 등을 골고루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에 1회

이상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고 구전경로로는 쇼

핑몰 웹사이트 게시판과 패션커뮤니티/카페, 패션블로

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지각 요인은 패션/사회심리적 위험, 상품 관련 위

험, 거래 관련 위험과 경제적 위험 4개 요인으로 구성되

었으며, 이 네 가지 위험 중에서 상품 관련 위험과 거래

관련 위험을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소

비자들은 저위험 집단, 고위험 집단, 상품 위험 집단과

중위험 집단으로 세분화되었다.

저위험 집단은 모든 유형의 위험지각이 가장 낮고 응

답자의 8.3%가 소속된 작은 집단이다. 구전수용과 구전

전달의 정도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쇼

핑몰에서의 패션상품 구매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고위험 집단은 모든 유형의 위험지각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응답자들의 30%가 소속되어 중위험 집단 다

음으로 큰 집단이다. 구전전달과 구전수용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며, 패션상품 구매금액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 상품 위험 집단은 특히 상품 관련 위험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으로 응답자의 15%가 소속된 집단이다. 그

리고 구전수용은 고위험 집단만큼 높고 구전전달은 중

위험 집단이나 저위험 집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구전전달보다 구전수용을 많이 하는 집단이며, 특히

상품에 대한 구전수용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상품 구매금액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중위험 집단

은 모든 유형의 위험을 중간 정도 지각하는 집단으로 응

답자의 46.7%가 소속된 가장 큰 집단이다. 구전수용과

구전전달의 정도도 중간 정도이다.

구전수용 정도와 구전전달 정도를 비교해 보면 네 집

단 모두에서 구전수용이 구전전달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구전내용에서는 구전을 수용할 때는 패션제품

의 사실적인 정보(사이즈, 소재 등)에 대한 내용을 적극

적으로 수용하고, 구전을 전달할 때는 전체적인 만족

및 불만족의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지각이 구전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에서는 상품 관련 위험과 경제적 위험, 거래 관련 위험

은 구전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패션/사회심리

적 위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구전수용을 통하여 유행이나 자신과의 어

울림 등에 관련된 사회심리적 위험보다는 상품 관련 위

험과 경제적 위험, 거래 관련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지

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험지각이 구전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모든 유형의 위험지각이 구

전전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들이 지각하는 위험이 높으면 인터넷을 통한 구전전달

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중국 20대 인터넷 쇼핑몰 소비

자들은 위험지각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고위험 집단과 중위험 집단에 속하여

인터넷 쇼핑 시 위험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이들이 지각하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전략들을 개발

하여야 할 것이며, 상품이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소비

자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상품 관련 위험지각과 거래 관련 위험지

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품 관련 위험을

다른 위험보다 높게 지각하는 상품 위험 집단이 존재하

며 이들의 패션상품 구매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오프라인 쇼핑몰과 연계

하여 색상과 사이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상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야 할 것이다. 또한 거래안전을 보장하고 배송이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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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해야 할 것이다.

위험지각이 높은 소비자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

전을 많이 수용할 뿐만 아니라 구전의 발신자로서의 역

할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구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판매 후 서비스 강

화와 소비자 불만에 대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

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온라인 구

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저위험 집단은 인원수가 가장 적고 인터넷 쇼핑 시 다

른 집단들보다 위험지각이 낮으며 구전활동도 낮게 나

타났지만, 패션제품 구매비용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고

가격 상품이나 명품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지닌 소비자들이다. 따라서 고품질의 차별화된

다양한 제품구색을 갖추고 구매금액에 대한 적립금이

나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며, 쇼핑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

법 등의 전략을 통하여 더 많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20대 소비자들은 쇼핑사이트로 淘 (taobao.

com)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이므로 한국 패션기

업들이 중국 인터넷 시장에 진입할 때 淘 (taobao.com)

를 통하면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구전수용과 구전전달의 정도가 전반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소비자들의 구전내

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구

전경로로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 웹사이트 게시판과 패

션커뮤니티/카페, 패션블로그 등의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중국 20대 인터넷 소비자들

로 한정되었으며, 편의표집하였으므로 모집단의 대표

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결과의 확대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구전의 내용에서 긍정

적인 구전과 부정적인 구전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하여

소비자의 위험지각이 구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구전의

방향을 변인으로 도입하여 연구한다면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계층이 과거에 비해

넓어지고 있어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

비자 특성으로 패션리더십이나 패션제품 지식, 구전동

기 등과 같은 다양한 소비자 특성들을 도입하여 위험지

각이나 구전에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케팅에 실제적인 도움

이 되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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