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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차 다양한 추천기법들이 용되고 있으나, 고객 에서 이에 한 

사용의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추천, MD(Merchandiser)추천, 내용기반 추천, 업필터링 추천, 그리고 지인추천 등의 다섯 

가지 추천기법들에 한 고객의 사용의도를, 자제품군 구매 시와 의류군 구매 시에 해서 비교 

분석하 다. 이와 더불어, 어떠한 요소들이 고객의 추천서비스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추천서비스 사용경험이 있는 자상거래 사용자 총 22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후, 분산분석(ANOVA),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결과, 추천기법에 따른 고객의 추천서비스 사용의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자제품군 구매 시에는 베스트셀러 추천기법이, 의류군 구매 시에는 내용기반의 추천기법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고객의 인물특성, 성격요인, 구매성향, 구매하려는 제품에 한 인식 

 추천서비스에 한 인식 등이 추천서비스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 인 

향요소들은 추천기법별로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기업들에게 제품군  개인의 성향에 

합한 기법을 채택하여 추천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키워드 : 추천기법 선호도, 기술수용모델, 성격기반 추천, 제품군별 추천, 고 여 제품

Ⅰ. 서  론1)

자상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방 한 상품과 

†본 논문은 서울 과학기술 학교 교내연구비로 수행

되었음.

서비스들로 인해, 고객은 수많은 상품들 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별해야 하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많은 인터넷 기

업들은 고객의 제품 탐색시간을 이고, 구매 의

사결정을 지원하기 해 다양한 추천서비스를 제

공하게 되었고, 표 으로 매 인기상품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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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옥션 사이트의 추천 사례

천하는 “베스트셀러(Best seller) 추천”, 상품기획

자가 선별한 상품을 추천하는 “MD(Merchandiser) 

추천”, 고객과 구매취향이 비슷한 다른 고객에게 

인기 있는 제품을 추천하는 “ 업필터링(Collabo-

rative Filtering) 추천”, 고객의 과거 구매 제품과 

내용  특성이 유사한 다른 제품을 추천하는 “내

용기반(Content-based) 추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고객의 소셜 네트워크 (Social 

Network) 상에서의 지인이 좋게 평가한 제품을 

추천하는 “지인추천” 등 차 다양한 형태의 추

천서비스들이 속속 제안되고 있다. 

이때, 많은 기업들은 하나의 추천기법을 선별

하여 제공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의 추천서

비스들을 동시에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를 

들어, 표 인 자상거래 업체의 하나인 “옥션

(Auction)”은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화면에 특가상품과 더불어, 자사의 인기 상품

을 보여주는 “옥션베스트 추천”, 고객의 취향에 

기반 하여 상품 추천하는 “마이스타일 추천”, 다

른 사람들이 고객이 본 상품들과 함께 많이 본 상

품들을 추천하는 “남들은 뭘 살까?” 등의 추천서

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한, 고객이 특정제품

을 클릭하면, 해당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고객들

의 구매이력에 기반 하여 추천하는 제품기반 

업필터링(item-based collaborative filtering)기법을 

활용한 추천서비스가 추가 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고객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추천

서비스들을 모두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즉, 

부분의 고객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특성에 맞는 

일부의 추천서비스만을 선택 으로 사용하여 구

매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획일 으

로 다양한 추천서비스들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진열공간인 ‘화면’을 비효율 으로 활

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어떠한 추천서

비스를 사용해야 할지에 한 추가 인 부담을 주

어, 의사결정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상거래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

섯 가지 형태의 주요 추천기법들에 한 고객의 

사용의사를 비교분석하고, 이에 향을 주는 요

인들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즉, 자상

거래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추천, 

MD(Merchaniser)추천, 내용기반 추천, 업필터

링 추천, 지인추천 등에 한 고객의 사용의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제품군별로 비교 분석하

여, 각 제품군별로 합한 추천기법이 무엇인지

를 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구매과정에 고객이 깊게 여하는, 소  ‘고 여 

제품’의 표 인 형태인 자제품군과 의류 제

품군을 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는 고 

여 제품의 경우, 일반 으로 고객이 신 하게 물

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  단계에서 추천서

비스의 사용을 고려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추천기법별 사용의도에 

향을  수 있는 개인의 인물특성, 성격요인, 

구매성향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과연 어떠한 요

소들이 고객의 추천서비스 사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지를 연구하 다. 

이를 해, 2016년 1월 한 달 간, 자상거래 이

용 경험이 있고, 추천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용자 총 220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통계패키지 SPSS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기존의 련연구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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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에서는 본 연구가설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제Ⅳ장에서는 분석환경을 기술하 다. 다음으로 제

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Ⅵ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한계 을 기술하 다. 

Ⅱ. 련 연구

2.1 추천서비스의 유형

추천서비스는 개인이 범 한 선택의 상황에 

놓여있을 때 보다 효과 으로 흥미로운 콘텐츠를 

찾는 곳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Resnick and Varian, 1997). 이러한 추천서비스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

고 있는데, 본 에서는, 연구의 상인 다음의 다

섯 가지 형태의 주요한 추천기법들을 소개한다. 

2.1.1 베스트셀러(Bestseller) 추천

체 고객들을 상으로, 가장 많이 매된 상

품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지정된 기간에 한 

 매량을 기 으로 상품을 내림차순으로 정렬

한 후, 인기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

이 단순하고, 직 이다. 그러나, 개인에 따른 취

향의 차이  구매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비 개인화(non-personalized)된 추천형태이다. 추

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거의 부분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기본 으로 제공하고 있다. 

2.1.2 MD(Merchandiser)추천

상품기획자, 소  MD가 선별한 제품을 추천

하는 비 자동화된 형태의 큐 이션(Curation) 추

천방식이다. 정해진 추천 기 이나 방식이 없기 

때문에, 추천이 이 진 이유를 알기 어렵고, 단순 

고와의 경계도 모호하다. 고객별로 맞춤화

(customized)되지 않은 추천기법으로, 사람이 주

기 으로 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존재한다. 

그러나, 제품에 한 사  지식이 많은 문가가 

선택해서 추천한 제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고객

의 구매를 진하는 효과가 있어 의류 문 쇼핑

몰인 하 클럽(halfclub), 패션 러스(fashionplus), 

생활용품 쇼핑몰인 이마트몰(emartmall)을 비롯

한 많은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보편 으로 용

되고 있다. 

2.1.3 내용기반(Content-Based) 추천

추천 상 고객이 과거 구매했거나, 좋게 평가한 

상품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

이다. 를 들어, 해당 고객이 과거에 높은 평 을 

부여했던 화와 장르가 유사하거나, 감독, 출연배

우 등이 유사한 다른 화를 추천하는 것이다. 활

용되는 데이터의 종류  방법에 따라서 매우 다양

한 알고리즘이 있고, 고객별로 맞춤화된 결과를 

제공하는 자동화된 추천 형태이다. 개인  취향이 

두드러지거나, 문성이 강한 도메인에 합한 추

천기법으로 알려져 있다(Adomavicius and Tuzhilin, 

2005; Jannach et al., 2010).

2.1.4 업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추천

업필터링은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추천기법의 하나로, 고객의 과

거 구매상품에 한 선호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천을 수행한다(Sarwar et al., 2000; Adomavicius 

and Tuzhilin, 2005). 즉, 상품을 추천받고자 하는 

고객과 취향이 유사한 고객들의 구매상품들 에

서, 아직 해당 고객이 구매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

하는 방식으로 추천이 수행된다. 내용기반 추천

기법과는 달리, 고객의 인물정보나 상품에 한 

특성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정보만으로 추천

이 수행되고, 베스트셀러 추천이나 MD 추천과는 

달리, 고객별로 맞춤화된 추천이 자동화된 알고

리즘에 따라서 도출된다. 그러나, 과거 고객들의 

구매이력이 부족한 비인기 상품이나 신상품의 경

우, 정확한 추천이 수행되지 못하는 기 추천문

제(cold start problem)를 가지고 있다(Fleder and 

Hosanagar, 2009; Hervas-Drane, 2007; Par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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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지인추천

고객의 지인들이 좋게 평가한 제품을 추천하

는 기법으로,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의 활성화로 등장한 비교  새

로운 형태의 추천방식이다. 즉, 자상거래 기업

들이 소셜 네트워크 업체들과 연계하여, 자사 고

객들의 인 계를 악한 후, 추천 받고자 하는 

고객의 지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추천하게 된다. 

고객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다는, 지인이 추

천하는 제품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인추천방식을 도입

하고 있다(천명환, 서문식, 2005; 한 석, 2011, 머

니투데이, 2011). 재, 아마존, 이베이 등을 비롯

한 수십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이 세계 최 의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facebook)과 

연계하여, 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들을 <그림 

2>와 같이 추천하고 있다.  

<그림 2> 아마존(Amazon.com)의 지인추천 결과

2.2 추천서비스 유형에 따른 고객의 사용의

도와 련된 기존연구

추천서비스에 한 고객의 사용의도와 련된 

기존 연구들은 제한 으로 수행되어 왔다. Hu and 

Pu(2009)는 새로운 기술에 한 인간의 행 의도에 

을 둔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추천시스템에 용하여, 인지된 유용성

(usefulness)  인지된 사용용이성(ease of use)이 

추천시스템 수용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이들은, 개인의 성격을 반 한 ‘Personality-based 

추천방식의 고객 수용도와, 개인이 과거에 부여한 

평 에 기반하여 추천을 수행하는 ‘Rating-based

방식’의 고객 수용도를, Davis(1989)가 제안한 기술

수용모델에 기반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고객이 

Rating-based 추천방식을 수용한다면, Personality-

based 추천방식도 수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뿐

만 아니라, Personality-based 추천방식에 한 선

호도  재사용의도가 Rating-based 추천방식보다 

유의한 수 으로 더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Komiak and Benbasat(2006)는 인지된 개인화

(personalization)  친근성(familiarity)이 추천에이

젼트에 한 고객의 신뢰  수용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이 연구는 인지된 개인화가 추

천에이젼트에 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고객의 수용의도를 유의한 수 으로 높인다

는 결론을 도출하 다. 이때, 감정 인(emotional) 

신뢰가 지각된(cognitive) 신뢰보다 더 요한 매

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 내었다. Choi et al. 

(2011)은 고객이 느끼는 사회  존재감(social pres-

ence)이 추천시스템의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향

에 해서 연구하 다. 이 연구는, 개인화된 추천

을 통해서 고객이 느끼는 사회  존재감이 추천시

스템의 재사용의도와 신뢰도를 높이며, 특히 쾌락

 제품의 경우, 실용  제품에 비해서 이러한 증

가 효과가 더욱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국내연구로는 김 석, 윤주 (2011)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SNS지인 기반의 상품 추천 방식에 

한 선호도를 ‘MD 추천’, ‘베스트셀러’, ‘인기

상승’,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에 기반한 추천’ 등

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때, 추천되는 

상품은 패션제품으로 통제하 다. 그 결과, 지인

기반 추천 방식에 한 고객 선호도가 가장 높았

며, MD 추천에 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도출된

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이러한 기존연구는 다

양한 추천기법별 고객 선호도를 비교분석한다는 

에서 본 연구와 유사 이 있으나, 제품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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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추천기법별 고객 선호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

지 않았으며, 한 기법별 사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에 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에서 본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심선 (2012)은 

지인추천이 새로운 구매 휴리스틱(heuristic) 유발

요소로서 향력을 갖는지를  추천과 비교하

는 연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지인추천이 충

추천에 비해서 구매 휴리스틱 유발의 차이가 유

의한 수 으로 높지는 않지만, 신뢰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Ⅲ. 연구모형  가설

본 연구에서 고객의 사용의도에 한 연구

상으로 설정한 추천기법에는 베스트셀러 추천, 

MD(Merchandiser)추천, 내용기반 추천, 업필터

링 추천, 지인추천 등이 있다. 앞의 네 가지 기법의 

경우, 재 많은 자상거래 업체에서 보편 으로 

용되고 있는 추천형태를 선별하 고, 마지막 

‘지인추천’의 경우, 아직까지 활용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소셜 네트워크 시 에 높은 심을 받고 

있는 추천 형태이기 때문에 선택하 다. 한,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고객이 구매

하려는 제품군을 자제품  의류로 한정하 는

데, 이는 두 제품군 모두 고 여 제품이라는 공통

이 있지만, 뚜렷한 차별성도 갖기 때문이다. 

자제품의 경우, 구매주기가 길고, 일반 으로 고

가라는 특징을 갖는 반면, 의류의 경우, 구매주기

가 자제품에 비해서 짧고, 가격 가 상 으로 

낮거나 다양하며, 제품이 구매자 스스로를 강하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명

확하다. 다음으로, 제3.1 에서는 제품군이 통제

된 상태에서, 추천기법별 사용의도를 비교하는 연

구가설을 설정하 다. 제3.2 에서는 제품군에 따

라서 추천기법 사용의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한 

연구가설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3.3 에서는 

추천기법별로 고객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모형을 수립한다. 

3.1 추천기법별 고객의 사용의도 차이에 한 

가설 

HA-1: 자제품군 구매 시, 인터넷 고객의 추

천서비스 사용 의도는 추천기법별(베스

트셀러추천, MD 추천, 내용기반 추천, 

업필터링 추천, 지인추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A-2: 의류 구매 시, 인터넷 고객의 추천서비

스 사용 의도는 추천기법별(베스트셀러

추천, MD 추천, 내용기반 추천, 업필

터링 추천, 지인추천)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두 가설은 제2.2 에서 소개한 기존 연구 

(김 석, 윤주 , 2011)에 기반 하여 고안되었으

나, 자제품군  의류를 각 통제변인으로 사용

하 다는 에서 차이가 있고, 한 비교 상이 

되는 추천기법들이 기존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3.2 제품군별 추천기법 사용의도 차이에 한 

가설 

고객이 서로 다른 제품군을 구매하고자 할 경

우, 동일한 추천기법이라고 하여도 사용의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를 들어, 고객이 자제

품 구매 시 베스트셀러 추천기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의류제품 구매 시 보다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추천기법별로, 다음의 다섯 가지 탐색  

연구가설(exploratory hypothesis)을 수립하 다. 

HB-1: 인터넷 고객의 베스트셀러 추천서비스 

사용 의도는, 자제품군 구매시와 의류 

구매 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B-2: 인터넷 고객의 MD 추천서비스 사용 의

도는, 자제품군 구매 시와 의류 구매 

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B-3: 인터넷 고객의 내용기반 추천서비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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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도는, 자제품군 구매 시와 의류 

구매 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B-4: 인터넷 고객의 업필터링 추천서비스 

사용 의도는, 자제품군 구매 시와 의류 

구매 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B-5: 인터넷 고객의 지인추천 추천서비스 사

용 의도는, 자제품군 구매 시와 의류 

구매 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추천기법 사용의도에 향요인에 한 연구

모형

추천기법 사용 의도는 개인별로도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를 들어, 고객의 성격 “친화성”이 

높을 경우에는 ‘지인추천서비스’ 사용의도가 높

을 수 있지만, 반 의 경우 이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비슷하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베스트

셀러 추천’ 기법의 선호도가 높을 수 있고, 구매하

려는 제품이 자신을 변한다고 인식할수록 ‘내

용기반 추천기법’의 사용의도가 높을 수도 있다. 

이 듯, 본 연구에서는 추천기법별 선호에 향

을  수 있는 개인  측면의 요소 총 15개를 고

려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세부 으로, 고

객의 인물특성(나이, 성별, 학력), 성격요인(친화

성, 경험에 한 개방성, 외향성, 나르시즘 정도), 

구매성향(가격 추구형, 품질 추구형, 랜드 추구

형), 구매하려는 제품에 한 인식(제품의 자기 

변성에 한 인식, 제품의 경제  가치에 한 

인식, 제품구매 시 신 한 고려), 그리고 추천서

비스에 한 인식(추천서비스 이해도, 추천서비

스에 한 호감도)등을 독립변수로 고려하 고, 

종속변수는 다섯 가지 형태의 추천기법 사용의도 

각각을 설정하여, 총 5개의 연구모형을 수립하 다. 

이러한 연구모형에서 ‘추천서비스에 한 인식’

과 련된 변수들의 경우, 기술수용모델(Davis, 

1989)에서 기술에 한 이해도가 기술수용성에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모형에서 착안한 것이

며, 성격요인과 련된 변수의 경우, 개인의 심리

 요인, 성격(personality)등을 반 한 추천시스템 

는 소비자 행동과 련된 기존 연구(Dunn et 

al., 2009; Lin and McLeod, 2002; Nunes, 2008; 

Sylwia, 2014)에서 고안하 다. 그 외의 요인들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탐색  변수들이다. 

다음의 <그림 3>은 종속변수가 ‘지인추천기법 사

용의도’일 때의 연구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변수

에 한 정의  측정방법은 제4.2 의 <표 1>에

서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겠다. 

<그림 3> 지인추천기법 사용의도에 한 향요인 

모형

Ⅳ. 분석환경 

4.1 자료의 수집  표본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6년도 1월 한 

달 동안, 인터넷 쇼핑 경험이 있고, 추천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용자 총 220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조사 

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은 <표 1>에 제시

된 바와 같다. 성별  연령 는 균일하게 분포되

어 있으며, 학력의 경우 학교 졸업자들의 비율

이 70%로 가장 높았다. 이 게 구성된 22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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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카테고리 빈도수 비율(%)

성별　
남자 109 49.5

여자 111 50.5

연령

20 55 25

30 54 24.5

40 56 25.5

50 55 25

학력

고등학교 졸업 42 19.1

학 졸업 154 70.0

학원 졸업 24 10.9

합계 220 100.0

<표 1> 응답자들의 기술통계량

제품군 빈도 퍼센트

자제품 111 50.5

의류 109 49.5

합계 220 100.0

<표 2> 제품군별 분포

※ 다음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행되고 있는 상품 추천서비스와 련된 질문입니다. 
   제공되는 추천방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베스트셀러 추천: 해당 제품군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을 추천
2) MD(상품 기획자) 추천: 상품 기획자가 선택해서 추천한 제품을 추천
3) 내용기반 추천: 자신이 과거 구매한 제품의 특성( 랜드, 가격, 기능 등)과 유사한 다른 제품을 추천
4) 업필터링 추천: 자신이 구매성향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을 추천
5) 지인추천: 자신과 SNS상에서 계가 있는 지인들이 좋게 평가한 제품을 추천

<그림 4> 추천기법에 한 설문지 내 설명문구

문항. 당신은 자신이 사용할 자제품(냉장고, TV, 세탁기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고자 할 때, 다음  하나의 방식으로 추천된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추천방식으로 추천된 상품을 가장 확인하고 싶은지 체크해 주세요. (    )   

① ② ③ ④ ⑤

해당 제품군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입니다.

 

상품 기획자(MD)가 

선택해서 추천한 

제품입니다. 

고객님이 구매했던 

제품과 유사한 

제품입니다. 

고객님의 구매성향과 

비슷한 분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고객님의 SNS상에서 

지인들이 좋게 평가한 

제품입니다. 

<그림 5> 사용자 선호 추천기법 선택에 한 설문문항 사례

상자들 , 111명은 구매하려는 제품군을 자

제품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설문을 수행하 으며, 

나머지 109명은 의류로 제한하여 설문조사를 진

행하 다(<표 2> 참조). 설문 시, 추천기법별 특성

에 한 이해가 부족한 사용자들을 하여, 설문

지에 <그림 4>와 같이 각 추천기법에 한 설명 

문구를 추가하 으며, 한 <그림 5>와 같이 사

용자들이 추천기법의 내용에 기반 하여 선호기법

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구성하 다.

4.2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방법

가설 검증을 해 사용한 측정요인의 조작  

정의  측정방법은 <표 3>에 제시하 다. 성격과 

련된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 변수의 경우, 심리학

자 McCrae and Costa(1997)가 개발한 성격 5요인

(Five-Factor Model)의 측정항목들을 사용하 고, 나

르시즘 변수는 Gentile et al.(2013)이 제안한 1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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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정의 측정방법

인물특성

연령 설문 상자의 연령 개방형 설문

성별 설문 상자의 성별 남 = 0/여 = 1

학력 설문 상자의 학력
학교 졸업 = 0/고등학교 졸업 = 1/

학교 졸업 = 2/ 학원 이상 졸업 = 3

성격

외향성
다른 사람과의 사교, 자극과 활력을 추구하는 
성향 

McCrae and Costa(1997)에서 제안한 
5가지 항목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한 후, 산술평균함 

친화성
타인에게 반항 이지 않은 조 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 

McCrae and Costa(1997)에서 제안한 
5가지 항목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한 후, 산술평균함

경험에 한 개
방성

상상력, 호기심, 모험심, 술  감각, 다양성에 
한 추구 등으로 보수주의에 반 하는 성향 

McCrae and Costa(1997)에서 제안한 
5가지 항목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한 후, 산술평균함

나르시즘 
자신이 지나치게 뛰어나다고 믿거나, 자기 심

으로 생각하는 성향

Gentile et al.(2013)에서 개발한 13가
지 항목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후, 산술평균함

구매성향

랜드추구
제품 구매 시 랜드 인지도를 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

가격추구
제품 구매 시 렴한 가격을 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

품질추구
제품 구매 시 품질 우수성을 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

제품군에 
한 인식

제품군의 자기 
변성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군이 자신을 변한다고 
느끼는 정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

제품군의 경제
 가치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군의 경제  가치에 한 
인식의 정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해당 제품군 구
매 시, 신 성

해당 제품군 구매 시, 신 하게 고민하는 정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

추천서비스
에 한 인식

추천서비스 이
해도

추천서비스 제공 방식에 해 고객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

추천서비스에 
한 호감도

추천서비스 제공방식을 이해하지 못해도, 사용
해볼 의사가 있는지 정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

<표 3> 연구변수의 정의  측정방법

측정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그 외의 변수들

은 단일 측정항목으로 변수 값을 측정하 다. 연속

형 변수의 측정에는 7  리커트 척도가 활용되었다. 

4.3 연구방법

연구가설  모형의 검증을 해서는 통계 인 

분석방법들 에서, 분산분석, t-test, 회귀분석 등

이 활용되었다. 우선, 제3.1 에서 소개한 추천기

법별 고객의 사용의도 차이에 한 가설 검증을 

해서는 세 개 이상의 연속형 변수에 한 차이

를 검증할 수 있는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법

을 사용하 다. 제3.2 의 제품군별 추천기법 사

용의도 차이에 한 가설 검증에는 제제품군과 

의류에 한 평균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t-test가 

활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제3.3 의 추천기법 

사용의도의 향요인은 단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서 유의한 변수들을 

악하 다. 이러한 분석에는 통계패키지인 SPSS12.0

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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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df 평균제곱 F P-value

집단-간 37.54955 4 9.387387 9.193134424 3.39964E-07

집단-내 561.6216 550 1.02113

합계 599.1712 554 　 　 　

<표 6> 자제품 구매 시, 추천기법별 사용의도의 차이에 한 분산분석 결과

Ⅴ. 연구 결과

본 에서는 우선, 수집된 데이터에 한 신뢰

성 검증을 수행하 다. 신뢰성 검증은 복수 개의 

측정항목들로 구성된 외향성, 친화성, 경험에 

한 개방성  나르시즘 변수들에 한 Cronbach’s 

alpha값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 다. 일반 으로 

이 값이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

는데(Nunally, 1978),  변수들 모두,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0.8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타당

성이 검증된 측정항목들을 활용하 기 때문에

(McCrae and Costa, 1997; Gentile et al., 2013) 별도

의 타당성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다음에서는, 

제3 의 연구가설  모형에 한 결과를 제시하

고,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겠다. 

변수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 나르시즘

항목 수 5 5 5 13

Cronbach 알 0.856 0.807 0.922 0.799 

<표 4> 신뢰성 측정결과 

5.1 추천기법에 따른 고객의 추천서비스 

사용의도 차이에 한 결과 

본 에서는 추천기법별 고객의 추천서비스 사

용의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한 연구가설을 검증

한다. 이에 앞서, 고객의 추천기법별 사용의도에 

한 기술통계량을 <표 5>와 같이 확인하 다. 그 

결과, 자제품 구매 시, 베스트셀러 추천기법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지

인추천, 내용기반추천, 업필터링, MD 추천 순으

로 사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

리, 의류제품 구매 시, 고객의 내용기반 추천기법

에 한 사용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는, 베스트셀러추천, 지인추천, 업필터링 추

천, MD 추천 순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품군 자제품군 의류

추천기법 평균 분산 순 평균 분산 순

베스트셀러 

추천
5.099 0.945 1 4.826 1.367 2

MD 추천 4.378 1.219 5 4.303 1.361 5

내용기반 추천 4.919 1.002 3 4.936 1.06 1

업필터링 

추천
4.901 0.817 4 4.697 1.06 4

지인추천 5.072 1.122 2 4.752 1.151 3

<표 5> 추천기법별 사용의도에 한 기술통계량

의 기법 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확인

하기 하여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 다. 먼

, 자제품군에 한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p값이 0.001보다 게 도출되어 99%의 신뢰수 에

서 추천기법들 간 사용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6> 참조). 이러한 기법들 

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하여, 

다음으로 다섯 가지 추천기법에 해서 두 개씩 

체 t검정법(paired t-test)을 사용하여 <표 7>과 같

이 사후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자제품 구매 

시, 베스트셀러 추천기법이 업필터링 기법에 비

해서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사용의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으며, 가장 선

호도가 낮았던 MD 추천의 경우, 다른 네 기법에 

비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으로 사용의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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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차

t
유의확률 

(양쪽)평균 표 편차 평균의 표 오차

BestSeller 추천-MD 추천 .721 1.138 .108 6.675 .000

BestSeller 추천-내용기반 추천 .180 1.309 .124 1.451 .150

BestSeller 추천-CF 추천 .198 1.094 .104 1.909 .059

BestSeller 추천-지인추천 .027 1.202 .114 .237 .813

MD 추천-내용기반 추천 -.541 1.256 .119 -4.534 .000

MD 추천-CF 추천 -.523 1.292 .123 -4.260 .000

MD 추천-지인추천 -.694 1.360 .129 -5.372 .000

내용기반추천-CF 추천 .018 1.027 .097 .185 .854

내용기반추천-지인추천 -.153 1.208 .115 -1.336 .184

CF 추천-지인추천 -.171 1.198 .114 -1.506 .135

<표 7> 자제품 구매 시, 추천기법 간 차이에 한 체 t-test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value

집단-간 25.27706 4 6.319266 5.261437 0.000366

집단-내 648.5688 540 1.201053

합계 673.8459 544 　 　 　

<표 8> 의류 구매 시, 추천기법별 사용의도의 차이에 한 분산분석 결과

　
응차

t
유의확률 

(양쪽)평균 표 편차 평균의 표 오차

BestSeller 추천-MD 추천 .523 1.365 .131 4.000 .000

BestSeller 추천-내용기반 추천 -.110 1.220 .117 -.942 .348

BestSeller 추천-CF 추천 .128 1.348 .129 .995 .322

BestSeller 추천-지인추천 .073 1.215 .116 .631 .530

MD 추천-내용기반 추천 -.633 1.152 .110 -5.737 .000

MD 추천-CF 추천 -.394 1.255 .120 -3.282 .001

MD 추천-지인추천 -.450 1.364 .131 -3.441 .001

내용기반추천-CF 추천 .239 .932 .089 2.672 .009

내용기반추천-지인추천 .183 1.341 .128 1.428 .156

CF 추천-지인추천 -.055 1.290 .124 -.446 .657

<표 9> 의류 구매 시, 추천기법 간 차이에 한 체 t-test분석 결과

마찬가지로, <표 8>과 같이 의류제품군에 한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p값이 0.001보다 게 도

출되어, 95%의 신뢰수 에서, 추천기법들 간 사용

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다음으

로, 이러한 추천기법들 간의 차이를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하여, <표 9>와 같이 체 t검정법

(paired t-test)을 사용하여 사후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의류제품 구매 시, 내용기반 추천기법이 

업필터링 기법에 비해서 95% 신뢰수 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사용의도를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하 으며, 다섯 가지 추천기법들 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MD 추천의 경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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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채택여부

HA-1: 자제품군 구매 시, 인터넷 고객의 추천서비스 사용 의도는 추천기법별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A-2: 의류 구매시, 인터넷 고객의 추천서비스 사용의도는 추천기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채택

<표 10> 추천기법별 고객의 추천서비스 사용의도 차이에 한 가설 채택여부

가설 채택여부

HB-1: 인터넷 고객의 베스트셀러 추천서비스 사용 의도는 자제품군 구매 시와 의류일 때 유
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B-2: 인터넷 고객의 MD 추천서비스 사용 의도는 자제품군 구매 시와 의류일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B-3: 인터넷 고객의 내용기반 추천서비스 사용 의도는 자제품군 구매 시와 의류일 때 유의
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B-4: 인터넷 고객의 업필터링 추천서비스 사용 의도는 자제품군 구매 시와 의류일 때 유
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B-5: 인터넷 고객의 지인추천 추천서비스 사용 의도는 자제품군 구매 시와 의류일 때 유의
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표 12> 제품군별 추천서비스 사용의도 차이에 한 가설 채택여부

차이가 통계 으로도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자제품군과 의류군 모두에서, 

고객의 추천기법별 사용 의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표 10>에서와 같이, 가설 A-1과 가설 A-2는 

채택되었다. 한, 자제품군 구매 시, 베스트셀

러 추천기법이 평균 으로 가장 선호되고, 반면 

의류 구매 시에는 내용기반 추천기법을 사용하고

자 하는 의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2 제품군별 추천서비스 사용의도 차이 

련 가설 검증

본 에서는 제품군별 추천서비스 사용의도 차

이와 련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의 <표 

5>에 제시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자제품군과 

의류 구매 시 고객의 추천기법별 사용의도에 차이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통계 으로도 유의한 지를 검증하 다. 

련된 가설은 제3.2 의 가설 B-1부터 B-5까지로, 

이를 검증하기 해, t검정법(t-test)을 활용하 다. 

그 결과,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인터넷 고객의 

베스트셀러 추천기법의 사용 의도는 자제품과 

의류구매 시 90%의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인추천기

법의 경우 95%의 신뢰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D 추천, 내용기반추천, 

그리고 업필터링 추천기법의 경우, 자제품 구

매 시와 의류구매 시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표 12>와 

같이 가설 B-1과 B-5는 채택되었으며, 나머지 가설

들은 기각되었다. 

자제품vs의류 t
유의확률 

(양쪽)
평균 차

베스트셀러 추천 1.887 .060 .273

MD 추천 .494 .622 .076

내용기반 추천 -.123 .902 -.017

업필터링 추천 1.558 .121 .204

지인추천 2.225 .027 .320

<표 11> 제품군별 추천기법 사용의도의 차이에 한 
t-test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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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신 한 구매 필요성에 한 인식 .223 .064 .220 3.474 .001

성별 .462 .133 .214 3.470 .001

친화성 .233 .086 .172 2.713 .007

랜드 추구 .134 .060 .142 2.244 .026

수정된 R 제곱  .176

Durbin-Watson 1.952

F  12.718***

<표 13> 베스트셀러 추천기법 사용의도의 향요인에 한 회귀분석 결과

의 제5.1 과 제5.2 에서의 분석은 제품군

에 따른 평균 인 추천기법별 선호에 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 기 때문에, 개인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있지는 못하다. 다음의 제5.3 에서는 

추천기법 선호에 향을 미치는 개인측면에서의 

요인을 살펴보겠다. 

5.3 추천서비스 선호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요인에 한 회귀분석 결과

추천기법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개인측면

의 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제4.2 에서 제시

한 총 15개의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다

섯 가지 형태의 추천기법별 사용의도를 각각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총 다섯 개의 회귀모형을 구성

하 다. 이때, 추천기법별 사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 고객의 특성에 한 요인을 살펴보고자, 고

객이 구매하는 제품군을 구분하지 않고, 추천기법

별로 회귀식을 구성하 으며, 한, 사용자들이 

하나의 추천기법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같은 단일 분

류모형을 사용하는 신, 추천기법별 사용의도 값

을 추정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5.3.1 베스트셀러 추천기법 사용의도에 한 

향요인

베스트셀러 추천기법 사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을 때 회귀모형의 F값은 12.718(p < 0.01)

로, 99%의 신뢰수 에서 모형의 용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결정계수는 0.176으

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17.6% 정도 설명하

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모형은 더빈왓슨

(Durbin-Watson)값이 2에 가까워 자기상 성이 없

고, VIF(Fariance Inflation Factor)지수도 10 미만으

로 다 공선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도출된 변수  계수 값들은 <표 13>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즉, 해당 제품을 신 하게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 타인과의 친화성, 그리고 랜드 추

구형 구매성향은 베스트셀러 추천기법 사용의도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베스트셀러 추천기법 

사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의 특징들을 갖는 고객이 타인으

로부터 이미 검증된 상품인 베스트셀러를 선호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3.2 MD 추천기법 사용의도의 향요인

다음으로, MD 추천기법 사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을 때 회귀모형의 F값은 13.428(p < 0.01)

로, 99%의 신뢰수 에서 모형의 용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정된 결정계수 값이 0.102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10.2% 정도만을 설명하

고 있어, 모형의 설명력은 낮게 도출되었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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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친화성 .435 .091 .305 4.769 .000

Gender .292 .145 .129 2.014 .045

수정된 R 제곱  .102

Durbin-Watson 1.750

F  13.428***

<표 14> MD 추천기법 사용의도의 향요인에 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경험에 한 개방성 .229 .079 .218 2.914 .004

품질 추구 .128 .065 .129 1.976 .049

제품의 자기 변성에 한 인식 .154 .056 .165 2.760 .006

제품의 경제  가치에 한 인식 .155 .058 .165 2.694 .008

외향성 .193 .084 .173 2.301 .022

수정된 R 제곱  .286

Durbin-Watson 1.962

F  18.533
***

<표 15> 내용기반 추천기법 사용의도의 향요인에 한 회귀분석 결과

상 성  다 공선성의 문제는,  모형에서와 

같이, 발생하지 않았다. 본 회귀모형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도출된 변수로는 ‘친화성’과 ‘성별’이 

있으며, 친화성은 MD 추천기법 사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이 해당 

기법 사용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14>는 MD 추천기법 사용의도의 향요인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5.3.3 내용기반 추천기법 사용의도의 향요인

다음으로, 내용기반 추천기법 사용의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 을 때 회귀모형의 F값은 18.533

(p < 0.01)로, 99%의 신뢰수 에서 모형의 용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수정된 결정계수 

값은 0.286으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28.6%

를 설명하고 있으며, 자기상 성  다 공선성

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 회귀모형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도출된 요인으로는 ‘경험에 

한 개방성’, ‘외향성’, ‘품질 추구’, ‘제품의 자기 

변성에 한 인식’, ‘제품의 경제  가치에 

한 인식’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내용기반

추천기법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 에서, 특히 제품

이 자신을 변한다고 느낄수록 내용기반 추천기

법의 사용의도가 높게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에서 의류제품 구매 시 내용기반추천

기법 사용의도가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높게 도

출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류제

품의 경우, 제품이 자신을 변한다는 인식이 높

은 제품군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의 과거 

구매상품들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내용기반 추천

기법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 15>는 

내용기반 추천기법 사용의도의 향요인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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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추천서비스에 한 이해도 .194 .057 .219 3.390 .001

제품의 경제  가치에 한 인식 .299 .053 .330 5.674 .000

외향성 .198 .067 .185 2.946 .004

추천서비스에 한 호감도 .107 .053 .126 2.028 .044

수정된 R 제곱 .324

Durbin-Watson 2.099

F 27.274***

<표 16> 업필터링기반 추천기법 사용의도의 향요인에 한 회귀분석 결과

5.3.4 업필터링 추천기법 사용의도의 향

요인

업필터링 추천기법 사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을 때 회귀모형의 F값은 27.274(p < 0.01)

로, 99%의 신뢰수 에서 모형의 용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수정된 결정계수 값은 

0.324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32.4%를 설명

하고 있으며, 자기상 성  다 공선성의 문제

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 회귀모형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도출된 변수로는 ‘추천서비스에 

한 이해도’, ‘추천서비스에 한 호감도’, ‘제품의 

경제  가치에 한 인식’, ‘외향성’ 등이 업필

터링 기반의 추천기법 사용의도에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추천서비스에 

한 이해도와 호감도가 높은 고객의 업필터링 

추천기법 사용 의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추천기법들(베스트셀러 추천이나, 

MD 추천 등)에 비해서, 상 으로 기술수 이 

높고, 직 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추

천이 이 지는 업필터링 기법의 경우, 추천서

비스에 한 이해 수 이 높거나, 는 이를 이해

하지 못했어도 호감을 가지고 활용하려는 의지가 

높은 고객들이 이를 선호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

각된다. <표 16>은 업필터링기반 추천기법 사

용의도의 향요인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5.3.5 지인추천기법 사용의도의 향요인

지인 추천기법 사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

하 을 때 회귀모형의 F값은 21.063(p < 0.01)로, 

99%의 신뢰수 에서 모형의 용이 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때, 수정된 결정계수 값은 0.268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26.8%를 설명하고 있

으며, 의 모형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상 성  

다 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 회귀

모형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도출된 변수로는 

‘추천서비스에 한 호감도’, ‘친화성’, ‘ 랜드 

추구’ 등이 지인추천기법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나르시즘

(narcissism) 성향’은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천서비스에 

한 호감도가 높은 고객이 비교  새로운 형태의 

추천기법인 지인추천을 사용하고자 하고, 한 

성격 으로 타인과 친 한 계를 형성하는 사람

들이 지인의 의견에 더 심을 가지기 때문일 것

으로 생각된다. 반면, 자기애  성향이 강한 나

르시스트의 경우, 주변의 의견에 심이 기 때

문에, 이에 기반한 지인추천기법의 사용의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표 

17>은 지인 추천기법 사용의도의 향요인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의 다섯 가지 회귀모형은, 추천기법별 사용

의도의 향요인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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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추천서비스에 한 호감도 .309 .060 .328 5.162 .000

친화성 .338 .087 .251 3.896 .000

나르시즘 -.275 .074 -.236 -3.687 .000

랜드추구 .204 .059 .217 3.469 .001

수정된 R 제곱 .268

Durbin-Watson 1.817

F 21.063
***

<표 17> 지인 추천기법 사용의도의 향요인에 한 회귀분석 결과

각 추천기법별 사용의도를 추정  비교분석하여, 

사용자별로 합한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Ⅵ. 결론  한계

본 연구는 자상거래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

요한 다섯 가지형태의 추천기법들인 베스트셀러 

추천, MD(Merchandiser)추천, 내용기반 추천, 

업필터링 추천, 지인추천에 한 고객의 사용의

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제품군별로 분석하

다. 한, 이에 향을 주는 인물특성, 성격, 구

매성향, 구매하려는 제품에 한 인식, 추천서비

스에 한 인식 등의 개인 측면의 요소들을 악

하 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제품군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합한 기법을 선별하여 추천서

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토 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천기법에 따라서 고객의 추천서비스 사용의도

에는 차이에 있으며, 자제품의 경우 베스트셀

러 추천기법이, 의류의 경우 내용기반의 추천기

법이 고객에게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구매주기가 길고, 주로 

고가인 자제품군을 구매 시, 여러 사람들로부

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검증된 제품을 선호하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반면 구매주기가 비교  

짧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의류제품 구매 시

에는,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합한 

제품인지를 더욱 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한, 베스트셀러 추천과 더불어 지인추천 기

법도 의류 구매 시 보다는 자제품을 구매할 때 

더욱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도 

와 같이 고가의 자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를 더욱 요시 여기기 때문

으로 단되며, 반면 자제품군의 자기 변성

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용기반 추천기법 사용의

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추천기법별 사용의도에는 고객의 

인물특성, 성격요인, 구매성향, 구매하려는 제품

에 한 인식  추천서비스에 한 인식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추천기법별 

향요인은 상이하 다. 따라서, 각 추천기법별 

사용의도를 추정  비교분석하여, 사용자별로 

합한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갖는다. 우선, 변수 

측정 시, 일부 변수들은 여러 측정항목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일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를 들어, ‘ 랜드 추구’형 구매성향 정도를 측정

하는 설문 문항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에게 

자신의 랜드 추구 정도를 7  리커트 척도로 직

 선택하게 하 으나, 이러한 방법 보다는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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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성향을 악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 문항을 

통해서 간 으로 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측

정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일부 회귀모형의 결정계수 값이 낮게 도출되었다. 

결정계수 값에 한 명확한 기 은 없지만, 베스트

셀러 추천기법 사용의도에 한 회귀모형  MD 

추천기법 사용의도에 한 회귀모형은 종속변수

에 한 설명력이 20% 미만이므로, 이를 고객의 

선호도 측에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단계의 연구

로, 다양한 고객  상황에 따른 통합 인 추천기

법 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향후,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군, 구매 목 , 

개인의 성향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지능 으

로 최 의 추천기법 선별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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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various recommendation techniques have been applied to the e-commerce market, few studies 

compare the intent to use these techniques from the customer’s perspective. In this paper, we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customers’ intention to use five recommendation techniques widely adapted 

by online shopping malls and focus on the differences in purchasing electronic goods and apparel products. 

The recommendation techniques are as follows: best-seller recommendation, merchandiser recommendation, 

content-based recommendation, collaborative filtering recommendation, and social recommendation. 

Additionally, we examine which factors influence customer intent to use the recommendation servic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administered to 220 e-commerce users with prior experience with 

recommendation services. Collected data were examined using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ustomers’ intention to use recommendation services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 technique. In particular, the best-seller recommendation technique is 

preferred when purchasing electronic goods, whereas the content-based recommendation technique is 

preferred for apparel purchases. Factors such a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ersonality, purchasing tendency, 

as well as perception of the product or recommendation service affect a customer’s intention to use 

a recommendation service. However, the influence of these factors varies depending on the recommendation 

technique. This study provides guidelines for companies to adopt appropriate recommendation techniques 

according to product categori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ustomers.

Keywords: Recommendation Services, Technology Acceptance Model, Personality-Based 

Recommendation, Product Category, High Involvement Produ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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