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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WOM acception and transmission motive of Chinese online fashion product

shoppers in their 20s and analyzed the effect of acception and transmission motive factors on acception and

transmission behavi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acception and transmission behaviors on pur-

chase satisfact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data collected from 373 Chinese individuals in their 20s.

Data were analyzed with factorial analysis,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hi-square test, paired t-

test, and Cronbach's α using SPSS 18.0. The results were: 1. The factor analysis of e-WOM acception mo-

tive extracted two factors: risk reduction and confidence. The factor analysis of e-WOM transmission motive

extracted three factors: Compensation/pleasure, advice, and emotion expression. 2. The two motives of e-

WOM acception affected acception behavior. Confidence motive affected acception behavior more than risk

reduction motive. The three motives of e-WOM transmission motives affected transmission behavior. Trans-

mission behavior affected by advice, compensation/pleasure, and emotion expression in order of significan-

ce. 3. e-WOM acceptance behavior affected purchase satisfaction more than transmission behavior.

Key words: e-WOM acceptance motive, e-WOM transmission motive, e-WOM acceptance behavior, e-

WOM transmission behavior, Purchase satisfaction; 인터넷구전 수용동기, 인터넷구전 전달

동기, 인터넷구전 수용행동, 인터넷구전 전달행동, 구매만족도

I. 서 론

CNNIC(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는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201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인구의

46.9%에 달하는 약 6억 3,200만 명이며, 그 중, 온라인

쇼핑인구는 약 3억 3,15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

다(Statistical report on internet development in China,

2014). iResearch(as cited in China apparel market 2014,

2015)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온라인 상거래 구매제품

중 의류, 신발, 모자, 가방, 수트케이스, 아웃도어 제품

등 패션 관련 상품이 41.3%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이베이(Ebay), 한국의 G마켓(G-market)이나 옥

션(Auction)과 같은 사이트로 중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으로는 타오바오왕, 파이파이왕[拍 ] 등이 있다. 중

국의 온라인 쇼핑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모바일 쇼핑 또

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1년 약 117억 위안(약

1조 9,400억 원)이었던 중국 모바일 쇼핑시장의 거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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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3년 1,676억 위안(약 27조 8,600억 원)을 기록하

며 2년간 약 14배 가량 증가하였다(“중국 온라인 쇼핑

동향 [China's online shopping]”, 2014). 글로벌 온라인 결

제서비스 기업 페이팔은 중국의 온라인 해외직구족이

2013년 기준 약 1,800만 명에서 향후 5년간 두 배로 증가

해 2018년에는 3,590만 명으로 들어날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해외직구금액은 2013년 기준 약 354억 달러(한화

약 36조 6천억 원)에서 2018년에는 무려 5배나 증가한

약 1,640억 달러(한화 약 169조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

로 내다봤다(“중국의 역(逆)직구족을 잡아라 [Catch the

Chinese]”, 2014). 2012년 모마일 쇼핑시장 이용자의 연

령대는 10대와 20대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New Retail”, 2013), 2012년 기준으로 24

~33세 연령대가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즈푸바오[支付]를

통해 지불한 일인당 구매금액은 9044위안으로, 이 연령

대의 총 구매금액은 전체 연령대의 구매금액의 절반을

차지하였다(“중국 온라인쇼핑 시장현황 [Status of Chi-

na's online shopping market]”, 2013).

중국인들의 한국 패션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이는 한국 상품이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도

와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했기 때문이며, 한류 열풍

과 문화 콘텐츠로부터 파생된 영향력 또한 크다. 따라

서 중국 유통업체에서도 한국과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2015년 5월 18일, 알리바바 사장 마윈[馬云]은 서

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농수산물유통공사)에 방문

해, 알리바바 티몰(T-mall)의 한국관(한국상품전용관) 개

통식을 가졌다. 2015년 3월 26일 징동닷컴이 코엑스에

서 한국관(한국상품전용관) 개통식을 가졌으며, 이곳에

서 화장품,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이 판매된다(“알리바바,

징동 [Alibaba, Jingdon]”, 2015). 알리바바 티몰 개통식

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명동의 화장품과 의류매장을 베

이징 한복판에 옮겨 놓으면 얼마나 불티나게 팔릴까 상

상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고 한

다(“알리바바 티몰 [Alibaba T-mall]”, 2015).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진출이 급

증하고 있고 중국의 역직구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다양한 동기나 행동을

연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

터넷 상의 소비자 구전커뮤니케이션 활동은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비상업적인 정보이지만 자

사 브랜드 및 제품과 관련된 긍정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들 사이에 긍정적 평가가 보다 원활하

게 오고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기업들

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기업의 마케팅활동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aik, 2005).

인터넷구전이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

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성향

을 비교한 Zhou et al.(2013)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소비

자들에 비해 중국 소비자들이 쇼핑몰 선택 시 구매후기

제공 여부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온라인 소비자의 80% 이상이 제품 구매 전 SNS를 통해

상품정보를 획득하고, 66%의 소비자는 구매 후 SNS를

통해 후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he gro-

wing e-commerce”, 2013).

패션제품은 인터넷 쇼핑 시 색상이나 소재, 봉재상태,

맞음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다른 제품

에 비해 위험지각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Xu & Park,

2014)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션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상품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구매경험이 있

는 다른 사람들의 인터넷 상의 상품평이나 구매후기를

읽음으로써 구매확신을 높이고 구매 후에는 자신의 평

가나 감정을 구매후기로 작성함으로써 다른 소비자들에

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한다. 이처럼 인터넷구전은 일

반화되고 패션마케팅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의사소통

수단 중의 하나가 되었다.

소비자들의 인터넷구전활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관

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전동기와 구전행동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구매자로서의 정보탐색자

는 구매 후에는 정보전달자가 되기 때문에 구전수용자의

측면과 구전전달자의 측면을 구분하여 연구하여야 한

다. 구전동기에 대한 초기 선행연구들(Baik, 2005; Shin,

2005)의 경우에는 전달자와 수용자를 포괄한 전반적인

구전동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 와서는

수용자 측면과 전달자 측면을 구분하여, 구전수용동기

에 대한 연구들(Hennig-Thurau & Walsh, 2003; Hong,

2012; C. H. Kim, 2010; E. Y. Kim, 2010; Schindler &

Bickart, 2005; Shin & Hwang, 2010)과 구전전달동기에 대

한 연구들(Jun, 2007; C. H. Kim, 2010; E. Y. Kim, 2010;

S. H. Kim, 2010; Shin & Hwang, 2010)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 다양한 구전동기가 추출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전동기가 높으며, 어떤 동기가 실제적인 구전행

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오프라인 구매에 대한 선행연구들(Anderson et

al., 1979; Kang & Lee, 1998; Kim, 1993; Lee & Rhee,

1992)과 온라인 구매에 대한 연구들(Kim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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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02)에 의하면 정보탐색과 구전수용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몇 연구들(Nyer &

Gopinath, 2005; Park & Ryu, 2011; Tax et al., 1998)에

의하면 구전전달도 구매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된다.

패션마케팅 분야에서 이루어진 구전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인터넷 쇼핑몰의 속성이나 소비자 특성에 따

른 구전태도나 구전활동의 차이를 밝힌 연구들(Hong,

2011; E. Y. Kim, 2010; Kim et al., 2014; Lee & Shin,

2014; Shin & Hwang, 2010; Zhou et al., 2013)과 구전

이 소비자의 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인 연구

들(Jang, 2006; Lee & Choi, 2009; Lee & Shin, 2014;

Song & Hwang, 2007), 그리고 구전동기를 밝힌 연구

들(Hong, 2012; E. Y. Kim, 2010; Shin & Hwang, 2010)

등 있다. 패션상품은 패션의 변화와 몸에 착용하는 의

복으로서의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 구전의 수

용이나 전달의 동기가 다른 상품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패션마케팅 분야에서 구전수용동기와 구전전달동기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구전동기가 실제 구전행

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힌 연구나 구전행동이 구매만

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패션상품을 많이 구

매하는 중국 20대 남녀 소비자들의 인터넷구전 수용동

기와 전달동기의 하위차원을 밝히고 구전수용동기와 구

전전달동기의 하위차원들이 구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구전행동이 패션상품 구매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중국 인터넷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케팅 전략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구전 및 구전동기

구전(WOM: Word-of-Mouth)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

으로 대면(face-to-face)하여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다(Borgida & Nisbett, 1977).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구전, 즉, Internet WOM(e-WOM)은 인터넷을 통하여

잠재적 고객이나 실제적 혹은 이전 고객에 의하여 이루

어지는 상품이나 회사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언급을 의미하며(Hennig-Thurau et al., 2004), 컴퓨터 장

비인 마우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Word-of-Mo-

use라고도 한다(Oberndorf, 2000). 인터넷구전은 네트워

크 상에 있는 전세계의 어느 누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접근성과 상호작용성, 익명성, 문자형태에 의한 보

존성 등의 특징에 의해 기존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구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구전은 주로 상품평이나 댓글, 또는 인터넷 커

뮤니티 내 사용후기를 남기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소비

자들은 정보검색의 일부로 인식하여 구전을 받아들이게

된다. 의류상품은 인터넷 환경에서 직접 만져보거나 입

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전 구매자들의 구매후기 정보들

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Hong & Jin, 2011). 또한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좋은 경험이나 실망

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해당 쇼핑

몰이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려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

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Lee & Shim, 2007).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전활동은 다양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동기(motives)는 소비자 행동을 이끌어 내

는 내적 욕구(needs)로 행동은 다양한 유형의 동기들에

의해 유발된다(Maslow, 1987). 구전동기에 대한 연구들

을 표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구전수용동기와 구전전달동기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

한 Baik(2005)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상의 구전커뮤니케

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동기를 호의적 관계지향형, 실

리적 정보추구형, 심리적 안정추구형 그리고 적극적 구

전활동형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네 가지 유형 간에 공

통적으로 일치하는 항목들은 구매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확인해볼 수 없는 제품 사용의 느낌이나 평

가들을 기존 사용자들로부터 들어봄으로써 제품의 성

능이나 품질, 만족도 등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고 하였다. 그리고 Shin(2005)의 연구에서는 인터넷구전

동기를 영향행사 동기, 조언요청 동기, 인정획득 동기,

보상획득 동기, 중재요청 동기, 안정회복 동기로 나누어

온라인 구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영향행

사 동기와 인정획득 동기, 안정회복 동기가 인터넷구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가계

수입 등에 따른 구전활동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인터넷구전의 수용동기와 전달동기는 차이가 있으므

로 구전동기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신자 측

면과 발신자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해 보아야 한다. 인

터넷구전을 수용하는 동기에 대한 Hennig-Thurau and

Walsh(2003)의 연구에서는 수용동기로 구매관련 정보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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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 정보에 의한 사회적 적응, 소속감, 보상, 제품 사용

관련 정보획득의 요인이 밝혀졌으며, 구매행동에는 구

매관련 정보획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이 정

보에 의한 사회적 적응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행동에는 제품 사용관련

정보획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이 소속감, 사

회적 적응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 Y. Kim(2010)의 연구에서는 인터넷구전 수용동기

로 제품 위험감소/정보활용 동기와 판매자/배송정보 동

기가 추출되었으며, 온라인 쇼핑가치 집단에 따라 구전

수용동기와 구전수용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Hong(2012)의 온라인 의류상품 구매후기를 읽는

동기에 대한 연구에서는 올바른 상품선택 및 상품가치

판단 동기, 위험감소 동기, 시간/금전절약 동기 그리고

오락적 동기가 도출되었으며, 동기에 따라 고객들을 효

용추구 집단, 쇼핑과업지향 집단, 다중동기추구 집단 그

리고 중도적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들 집단들 간에

학력, 소득, 거주지, 직업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과 구

Table 1. Previous studies on e-WOM acceptance and transmission motives

e-WOM

motives

Authors

(year)
Subjects e-WOM motive factors Related variables

Acceptance &

transmission

motives

Baik

(2005)

Online

community

members

Favorable relationship oriented, beneficial information

seeking, mental relief seeking, and positive word of

mouth.

Shin

(2005)

Ajou University

students

Focus-related utility, consumption utility, approval uti-

lity, economic reward utility, moderator-related utility,

and homeostasis utility.

e-WOM activity,

demographic variables

Acceptance

motives

Hennig-

Thurau
and Walsh

(2003)

Opinion

platforms' users

in Germany

Obtaining buying related information, social orienta-

tion through information, community membership,

remuneration, and to learn to consume a product.

Change in buying

behavior and change in

communication behavior

E. Y. Kim

(2010)

Online shoppers

in their

20s' and 30s'

Product risk reduction/information utilization and sell-

er/shipping information.
Online shopping value

Hong

(2012)

Female in their

20s' and 30s'

Right product choice and judgement of product value,

risk reduction, saving time and money, and fun/kill-

ing time.

Reviews reading behavior,

demographic variables

Jang

(2006)

Online fashion

product shoppers
Perception of danger and uncertainty of information. Acceptance of e-WOM

Schindler

and Bickar

(2005)

Online shoppers Information, support/community, and entertainment.

Shin and

Hwang

(2010)

Online shoppers
Product risk reduction, fashion information, conformity,

and seller risk reduction.
Fashion leadership

Transmission

Dichter

(1966)

Product-involvement, self-involvement, other-involve-

ment, and message-involvement.

E. Y. Kim

(2010)

Online shoppers

in their

20s' and 30s'

Social, compensation, and pursuit of pleasure. Online shopping value

Jun

(2007)

Female college

students
Emotion, action, information, and benefit. Fashion involvement

Shin and

Hwang

(2010)

Online shoppers
Economic compensation, advice, pleasure,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Fashion leadership

S. H. Kim

(2010)
Female

Reward, information, improvement of goods and ser-

vices, reduction of dissatisfaction, recommendation, and

pl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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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후기 읽는 행동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2006)의 질적 연구에서는 구매후기의 수용요인

으로 위험지각과 정보불확실성이 구매후기 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위험지각이 클수록, 정보가

불확실하다고 느낄수록 구매후기의 수용정도가 높아진

다고 하였다. Schindler and Bickart(2005)는 인터넷구전

을 찾는 동기로 정보추구,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공유,

그리고 오락적 동기를 질적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Shin and Hwang(2010)의 연구에서는 구전수용동기로

제품 위험감소와 패션정보획득, 동조, 판매자 위험감소

요인들이 나타났으며, 유행선도력 집단들 간에 구전수

용동기와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신자 측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구전동기에 대한

초기 연구자인 Dichter(1966)는 구전동기로 네 가지를 제

시하였다. 첫째는 소비자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부

조화를 감소시키거나 즐거움을 표시하는 상품관여이고,

둘째는 자신의 구매나 소비경험을 표현함으로써 자아

이미지를 전달하는 자아관여이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

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타적 동

기인 타인관여이고, 넷째는 대화주제로 제품이나 서비

스 경험을 얘기하는 메시지관여이다.

E. Y. Kim(2010)의 연구에서는 인터넷구전 전달동기

로 사회적 동기, 보상적 동기, 즐거움 추구가 추출되었으

며, 온라인 쇼핑가치 집단에 따라 구전전달동기와 구전

전달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2007)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상품평을 쓰는 주된 동기를 감정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 정보적 차원, 기타(쇼핑몰 혜택)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의복 저관여집단은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적립금이나 사은품 등의 혜택 때문에 상품평

을 쓰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복 고관여 집단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의 감정적인 동기로 상

품평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hin and Hwang(2010)의 연구에서는 구전전달동기로

경제적 보상, 조언, 즐거움, 만족, 불만족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유행선도력 집단 간에 인터넷구전 전달

동기와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 H. Kim

(2010)의 구전전달동기를 밝히기 위한 면접을 통한 질

적 연구에서는 구전전달동기로 보상추구와 정보공유, 상

품 ·서비스 개선, 불만해소, 추천, 오락적 요인들이 밝혀

졌다.

이상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구전을 수용할 때

는 주로 제품 및 판매자에 대한 위험감소, 제품이나 구

매관련 정보획득, 동조 등과 같은 동기로 수용하며, 구

전을 전달할 때는 경제적 보상, 조언, 즐거움, 만족 혹은

불만족 등의 감정표현 등의 동기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전수용이나 전달동기가 커뮤니케이션 행동이나

구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쇼핑가

치나 유행선도력, 의복관여도 등에 따라 구전동기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통계적 변인들

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전과 구매만족

소비자만족의 개념은 기대와 제품이나 서비스 성과 간

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는 인지적 관점, 즉 ‘예상만큼 좋

다’는 경험의 평가(Hunt, 1997)로 정의하기도 하고 제품

이나 서비스 사용 후 얻게 되는 감정인 소비자 개인의

긍정적 감정상태를 만족으로 평가(Oliver, 1981)하는 감

정적 관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구매만족은 소비자만

족, 고객만족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소

비자의 사전기대와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심리적 상태

를 의미한다. 즉 선택한 대안에 대한 사전의 신념과 일

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제품 성

과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감정적인 반응에 의한 총제적

인 태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Kim & Park, 2010).

오프라인 구매에 대한 선행연구들(Anderson et al.,

1979; Kang & Lee, 1998; Kim, 1993; Lee & Rhee, 1992)

에 의하면 정보탐색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매에 대한 Kim et al.(2007)의 연구

에서도 온라인 구전수용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2002)의 연구에

서는 온라인 쇼핑 시 정보탐색이 많을수록 구매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몰 속성에 대한 선행연

구들(Hong, 2011; Hong et al., 2009; Park & Park, 2010)

에 의하면 패션쇼핑몰 속성에서 도움말이나 상품정보,

정보제공성 등이 구매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매 전 다양한 정보탐색은 올바

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구매만족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구전수용뿐만 아니라 구전전달도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Nyer & Gopina-

th, 2005; Tax et al., 1998)에 의하면 불만족한 고객이 기

업을 대상으로 불평행동을 제기하고 나면 불만족이 줄어

들거나 재구매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rk and Ryu(2011)는 구전활동을 하고난 후 전달자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한 결과, 만족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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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긍정적 구전을 하면, 구전동기가 자아초점인 경우 소

비자의 긍정적 감정이 강화되고, 타인초점인 경우 소비

자의 긍정적 감정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

만족한  비자가 부정적 구전을 하면 자아초점인 경우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이 약화되고, 타인초점인 경우 부

정적 감정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

에 의하면 온라인 소비자들의 구전수용과 구전전달은

구매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하여 패션상품을 구매

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인터넷구전 수용동기와 전달동기

의 하위차원을 밝히고 구전수용동기와 전달동기의 차

원들이 구전수용행동과 구전전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구전수용행동과 구전전달행동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중국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전수

용동기와 구전전달동기의 하위차원을 밝

힌다.

연구문제 2. 구전수용동기와 구전전달동기의 하위차

원들이 구전수용행동과 구전전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3. 구전수용행동과 구전전달행동이 구매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2. 측정도구

인터넷구전 수용동기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선행연구

들(Jun, 2007; E. Y. Kim, 2010; Shin & Hwang, 2010;

Shin, 2005; Song, 2005)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였으며, 인터넷구전 수용동기 12문항, 인터

넷구전 수용행동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전수용동기

는 제품 및 판매자에 대한 위험감소, 제품이나 구매관련

정보획득, 동조 등의 사용후기를 열람하는 동기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고, 구전수용행동은 쇼핑몰 게시판 등

의 사용후기를 얼마나 열람하고, 신뢰하는가를 묻는 문

항들로 구성하였다.

인터넷구전 전달동기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선행연구

들(Jun, 2007; E. Y. Kim, 2010; Shin & Hwang, 2010;

Shin, 2005; Song, 2005)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였으며, 인터넷구전 전달동기 15문항, 인터

넷구전 전달행동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전전달동기

는 경제적 보상이나 조언, 즐거움, 만족과 불만족 표현

등의 사용후기를 작성하는 동기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 구전전달행동은 쇼핑몰 게시판 등에 사용 후

기를 얼마나 작성하는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구매만족은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한 상품이나 배송

서비스, 결제서비스 등에 만족하는 정도를 선행연구들

(Hong, 2011; Kang & Lee, 1998; Lee & Hong, 2006)에

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총 5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들로는 나이, 성별, 결혼여부,

학력, 직업, 월평균 수입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전수용과 구전전달, 만족도에 관련된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5점 리

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적 변인들은 다지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이중번역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한국어로 작

성한 후에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들 3인에게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게

하였다. 그 후 처음 작성한 한국어 설문지와 일치할 때

까지 수정을 반복하여 완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 20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중국에서 설문지 조사에 많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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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올려 조사하였다. 인터넷 서버를 활용하여 응답결

과가 바로 엑셀 데이터로 저장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

다. 온라인 조사사이트에 들어와 자발적으로 응답한 소

비자들로부터 2013년 3월 13일에서 3월 17일까지 5일

동안 426부를 수집하였으며, 인터넷 쇼핑경험이 없는

응답자들과 나이가 20대가 아닌 응답자들의 자료를 제

외하고 총 373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연령대는 20~24세가 53.6%, 25~29세가 46.4%이었

고, 성별은 여자가 58.7%, 남자가 41.3%로 나타났다. 학

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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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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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평균 수입은 3000위안(약 535,000원) 미만이 36.7%

로 가장 많았고, 3000~6000위안(약 1,070,000원) 미만이

34.3%, 6000~9000위안(약 1,604,000원) 미만이 13.7%,

9000~12000위안(약 2,139,000원) 미만이 8.6%, 12000위

안 이상이 6.7%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 교차분석,

대응표본 t-test, 분산분석, LSD 사후검증 등이 사용되

었다.

IV. 연구결과

1. 구전수용동기와 구전전달동기

1) 구전수용동기의 요인분석 결과

구전수용동기의 하위차원들 밝히기 위하여 베리맥스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에서 고유치와 스크리도표, 소속문항의 내용들을 고려

해 볼 때 2개의 요인으로 묶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

었다. 각 요인의 구성문항과 요인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평균, 대응표본 t-test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와 같이 구전수용동기는 ‘위험감소’와 ‘자신

감’ 두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판매자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패션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 ‘배

송이나 환불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판

매자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어 ‘위험감소’로 명명하였다. 신뢰도는 0.825,

평균은 3.55이고 총 분산의 49.6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동일 패션제품을 선택한 사람이 많을 경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와 비슷한 스타일의 패

션상품을 선택한 사람들의 글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후기가 많은 경우 나의 구매결정에 자신감이 생기기 때

문이다’, ‘제품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구

매하려고 하는 제품에 자신을 얻기 위해서이다’, ‘구매

자들의 활용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와 같은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자신감’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는

0.87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은 3.65이고 총 분산

의 8.7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감소 동기의 평균은 3.55, 자신감 동기의 평균은

3.65로 나타났으며, 대응표본 t-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감소보다는 자신감을 얻

기 위해 구전수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for e-WOM acceptance motives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Mean

Risk

reduction

Because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eller is unclear. .751

5.959
49.657

(49.657)
.825 3.55B

Because the trust on the seller is insufficient. .697

To get fashion information. .695

To reduce the anxiety that may be caused by delivery or

refunding.
.690

Because the information on the fashion product is deficient. .655

To reduce the risk of a fashion product. .518

Confidence

Because feeling of self-confidence increases if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chosen the fashion product.
.819

1.044
08.703

(58.360)
.875 3.65A

Because the comments made by those who have chosen

the fashion product are helpful.
.796

Because feeling of self-confidence increases if there are

many comments made by people who have chosen the fa-

shion product.

.702

To reduce the anxiety of buying. .701

To get the confidence on the fashion product to buy. .591

To get the information on practical use by the buyer. .572

LSD results: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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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는 Jang(2006)의 연구에서 구매후기

의 수용요인으로 위험지각과 정보불확실성이 밝혀진

결과와 일치한다.

2) 구전전달동기의 요인분석 결과

구전전달동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베리맥스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고유치

와 스크리도표, 소속문항의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3개

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

인의 구성문항과 요인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평

균, 대응표본 t-test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의 결과에 의하면 요인 1은 ‘사은품이나 경

품을 받기 위해’, ‘쿠폰이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포인트나 적립금을 받기 위해’, ‘패션제품에 관련된 글

을 쓰는 것이 재미있어서’ 등과 같은 7개 문항들로 구성

되어 ‘보상/즐거움’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는 0.887

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은 3.30이고 총 분산의 47.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나의 글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위해’,

‘내가 겪었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이다’, ‘내가 만족했기 때문에 그 판매자나 회사도 잘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등과 같은 5개 문항들로 구성되

어 ‘조언’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는 0.875, 평균은 3.66

이고 총 분산의 11.0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불만스러운 구매경험에 의한 화를 가라앉히

기 위해서이다’, ‘판매자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

다’, ‘만족스러운 구매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다’와 같은

3개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감정표현’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는 0.69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평균은 3.39이

고 총 분산의 6.0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살펴보면 보상/즐거움이 3.30, 조언은 3.66, 감

정표현은 3.39로 나타났으며 대응표본 t-test 결과 세 평

균치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전전달동기는 조언, 보상/즐거움, 감정표현의 순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for e-WOM transmission motives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Mean

Compensation/

pleasure

To be able to get free gifts or premiums. .792

7.138
47.584

(47.584)
.887 3.30C

To be able to receive a premium coupon or discount. .739

To be able to win purchase point or accumulated money. .706

It is pleasant to talk about the users' comments on the

fashion product.
.689

It is interesting to write on the fashion product. .657

To forget dissatisfaction caused by unpleasant buying

experience.
.656

Because it is pleasant to share satisfactory buying ex-

periences with other people.
.623

Advice

To make my writing be helpful to other people. .843

1.663
11.086

(58.670)
.875 3.66A

Because it is possible to give advice to other people on

the problems I have experienced.
.815

To help other people not to make mistake when buying. .757

Because I was satisfied with the product or service, I

hope the seller or manufacturers are successful.
.710

I want to let other people know what I have written on

user’s comments and information.
.670

 Emotion

expression

To reduce anger caused by the unsatisfactory buying ex-

perience.
.842

0.911
06.074

(64.744)
.699 3.39B

Because the seller gave me the loss. .561

To express my satisfactory buying experience. .527

LSD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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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Shin and Hwang(2010)의 연구에서는

구전의 전달동기로 경제적 보상, 조언, 즐거움, 만족, 불

만족의 차위차원들이 밝혀진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

한다.

2. 구전수용동기와 구전전달동기의 요인들이 구전

수용행동과 구전전달행동에 미치는 영향

1) 구전수용동기요인들이 구전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전수용의 두 요인 즉, 위험감소와 자신감이 구전수

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

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의하면 위험지각과 자신감 두 요인 모두

구전수용행동에 유의한(p<.001) 영향을 미쳤으며, 자신

감 동기가 위험감소 동기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에 의해 구전수용행동의 42.4%

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위험지각이 크

고 정보가 불확실하다고 느낄수록 구매후기의 수용정

도가 높아진다고 나타난 Jang(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

2) 구전전달동기 요인들이 구전전달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전수용의 세 요인 즉, 보상/즐거움과 조언, 감정표

현이 구전전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회

귀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의하면 구전전달동기들이 구전전달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밝힌 결과, 세 요인 모

두 구전수용행동에 유의한(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조언동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

음이 보상/즐거움, 감정표현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요

인에 의해 구전전달행동의 48.1%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Shin(2005)의 연구에서 영향행사 동

기와 인정획득 동기, 안정회복 동기가 인터넷구전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

치한다.

3. 구전수용행동과 구전전달행동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들의 구전수용행동과 구전전달행동, 구매만족

도의 평균과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의 결과에 의하면 구전수용행동의 평균은

3.75, 구전전달행동의 평균은 3.34로 구전수용행동의 평

균이 구전전달행동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상품 구매만족도의 평균은 3.68로 비교적 높게 나

타났다. 대응표본 t-test 결과 구전수용도가 구전전달도

와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

국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Jun(2007)의 연구

에서 구전전달정도보다 수용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구전수

용행동이 .813, 구전전달행동이 .787, 구매만족도가 .911

로 높게 나타났다.

구전수용행동과 구전전달행동이 구매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의 결과에 의하면 구전수용행동과 구전전달

Table 4. Effects of e-WOM acceptance motives on e-WOM accepta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e-WOM acceptance 
R
2

F
B Beta t

Risk reduction .194 .265 06.723***
.424 136.045***

Confidence .435 .594 15.063***

***p<.001

Table 5. Effects of e-WOM transmission motives on e-WOM transmiss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e-WOM transmission 
R
2

F
B Beta t

Compensation/pleasure .173 .246 06.308***

.481 20.633***Advice .538 .525 13.632***

Emotion expression .098 .139 03.61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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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두 변인 모두 구매만족도에 유의한(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전수용이 구전전달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만족도의

21.1%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Kim et

al.(2007)의 연구에서 온라인 구전수용이 고객만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Kim(2002)의 연구에서

온라인 쇼핑 시 정보탐색이 많을수록 구매만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

고 구전전달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

(Nyer & Gopinath, 2005; Park & Ryu, 2011; Tax et al.,

1998)에서 구전전달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

만족한 고객이 기업을 대상으로 불평행동을 제기하고

나면 불만족이 줄어들거나 재구매 의향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패션상품을 구매하는

중국 20대 소비자들의 인터넷구전 수용동기와 구전전달

동기의 하위차원을 밝히고 구전수용동기와 구전전달동

기의 하위차원들이 구전수용행동과 구전전달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구전수용행동과 구

전전달행동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중국

인터넷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케팅 전략수

립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구전수용동기 12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에서 위험감

소와 자신감 두 하위차원이 추출되었다. 자신감 동기의

평균이 위험감소 동기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전

전달동기 15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에서는 보상/즐거

움, 조언, 감정표현의 세 하위차원이 추출되었다. 구전

전달동기의 평균은 조언, 보상/즐거움, 감정표현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전수용동기 하위차원들이 구전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밝힌 결과에서는 두 하위차원 모

두 구전수용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신감 동

기가 위험감소 동기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두 하위차원에 의해 구전수용행동의 42.4%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전전달동기 하위차원들이

구전전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밝힌 결과

에서는 세 하위차원 모두 구전수용행동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언동기가 가장 많은 영향

을 미치고, 다음이 보상/즐거움, 감정표현의 순으로 나타

났다. 세 하위차원에 의해 구전전달행동의 48.1%가 설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전수용행동의 평균은 3.75, 구전전달행동의 평균

은 3.34, 패션상품 구매만족도의 평균은 3.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응표본 t-test 결과 구전수용행동이 구

전전달행동과 구매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전수용행동과 구전전달행동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두 변인 모두 구매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전수용행동

이 구전전달행동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구매만족도의 20.6%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들에 의하면 중국 20대 쇼핑몰 소비자들

은 구전수용자와 구전전달자의 역할을 양면적으로 수행

하며, 구전동기와 구전행동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의 소비자들 간의 구전이 상품과

서비스의 성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

에서는 구전내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긍정

적인 구전의 작성을 촉진하고 부정적인 구전은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구전수용과 구전전달은 다양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위험을

Table 6. Mean and Cronbach's α of e-WOM acceptan-

ce, e-WOM transmission, and satisfaction

Variable Mean Cronbach's α

e-WOM acceptance 3.75A .813

e-WOM transmission 3.45B .787

Purchase satisfaction 3.68B .911

LSD results: A>B

Table 7. Effects of e-WOM acceptance and transmission on purchase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e-WOM acceptance 
R
2

F
B Beta t

e-WOM acceptance .395 .365 7.051***
.211 49.336***

 e-WOM transmission .178 .158 3.05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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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기 위하여 구전수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상품이나 구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에

대한 확신을 주고,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다양한 위험의

유형을 밝히고 이러한 위험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구전전달에 있어서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조언을 주

기 위한 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패

션상품은 다른 상품들에 비해 패션의 변화가 빠르고 실

제 입었을 때의 감촉이나 맞음새, 소재의 특성에 의한

사진과 실물의 차이 등에 의해 소비자들 간에 의사소통

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고, 특히 패

션리더나 의견선도자들이 조언을 위한 구전전달을 많

이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구전은 소비자들에게 구

매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위험지각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패션기업에서는 고객

들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

한 커뮤니티나 카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그리고 보상과 즐거움의 동기도 높게 나타났으므로

적립금이나 할인쿠폰,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더하여 긍정적 구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족이나 불만족한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구전전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만족에는 구전

수용뿐만 아니라 구전전달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한 고객들에게 다양한 보상

을 제공하여 긍정적 구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불만족한 고객들에게는 기업이 운영하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

련해주고 불만표현에 대한 보상도 해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만족한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개선

해 가고 개선된 내용들을 충분히 홍보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중국 소비자들

의 구전관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외직구족을 뜻하는

‘하이타오족’의 역직구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기

대된다. 중국에 진출하는 패션쇼핑몰들과 국내의 패션

쇼핑몰들은 상품과 가격,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차별화

될 수 있으므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도 글로벌화하여

중국어로 된 사이트를 만들고 중국어로 구전을 수용,

전달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의 구전동기

와 구전행동 그리고 만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국 온

라인몰에 진출해 있는 패션기업들이나 중국의 역직구족

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의

구전마케팅 전략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러나 본 연구의 자료가 중국의 온라인 조사사이트를 이

용하여 편의표집하였으므로 모집단의 대표성이 결여되

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온라인 조사라는 점과 거대한

중국 온라인 소비자에 대한 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373명의 표본은 큰 숫자가 아니며, 2년 반 전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므로 결과의 확대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중국 소비자 연령층이 과

거에 비해 넓어지고 있어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다

양한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이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

른 구전동기나 행동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지

면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패션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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