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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types of consumer review information about apparel products based on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the availability/non-availability of consumer review information        

for online stores. Data were collected from 318 females aged 20s' to 30s', who had significant experience in             

reading consumer reviews posted on online stores.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availability or           

non-availability of review information on online stores is different for information in regards to apparel             

product attributes, product benefits, and store attribute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quality elements suggested             

by the Kano model, two types of consumer review information were determined: Must-have information             

(product attribute information about size, fabric, color and design of the apparel product; benefit information             

about washing & care and comport of the apparel product; store attribute information about responsiveness,             

disclosure, delivery and after service of the store) and attracting information (attribute information about price             

comparison; benefit information about coordination with other items, fashionability, price discounts, value           

for price, reaction from others, emotion experienced during transaction, symbolic features for status, health             

functionality, and eco-friendly feature; store attribute information about return/refund, damage compensation          

and reputation/credibility of online store and interactive and dynamic nature of reviews among custome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high and low involvement groups in their perceptions of             

consumer review information. 

Key words: Review, Information, Satisfaction/Dissatisfaction, Involvement, e-WOM; 구매후기, 정보, 만         

족/불만족, 관여도, 온라인 구전 

I. 서  론

온라인 구전은 인터넷 점포의 실제 매출액이나 재방문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Chevalier    

& Mayzlin, 2006; Gauri et al., 2008). 통계청에 따르    

면, 국내 의류/패션 및 관련 상품군의 거래액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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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 4조 2,480억원(전체 상품군의 16.9%)으     

로 2006년 이후 전자상거래(B2C)에서 가장 높은 거      

래액 규모를 보이고 있다(“2010 annual”, 2011). 의류      

상품은 입어보지 않고는 상품의 맞음새나 어울림을 정      

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험재 성격이 강한 제품이다. 특       

히 인터넷 쇼핑의 경우, 착용은 물론 상품을 직접 만        

져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점포를 직접 방문하      

여 물리적 공간에서 면대면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품 관련 위험은 물론 경제적 위       

험이나 점포 관련 위험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orsythe & Shi, 2003; Lee, & Chung, 2000; Park &         

Stoel, 2002). 이러한 소비자들의 위험지각을 감소시키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전 구매자들이 작성       

한 구매후기이다. 실제로 온라인 의견 플랫폼에서 고      

객 리뷰를 읽는 중요한 동기들 중의 하나가 위험감소       

였다(Henning-Thurau et al., 2004). 이러한 배경으로 최      

근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후기 정보 이용도는 급증      

하고 있다.

의류상품 구매후기에 관한 연구들은 구매후기에 대     

한 인식(Choi, 2004)이나 구매후기가 어떻게(how) 제시     

되었을 때 구전 효과가 큰지를 규명하였다. 즉 구매후       

기 정보의 제시 형태(예: 방향성, 동의성, 평가성, 유용       

성, 전문성 등)에 따른 구전 효과(구매후기에 대한 신뢰       

도, 만족, 몰입 그리고 상품 태도 및 상품 구매의도)가        

규명되었다(Hong et al., 2009; Son & Rhee, 2007). 최근        

에는 인터넷 점포의 의류상품 구매후기 내용들을 분석      

하거나(Jin, 2010)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전 정보들이 무엇(what)인지가 규명되었다(Hong &    

Jin, 2011). 그러나 이 연구들은 정성적 접근의 연구로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의류상품 온라인 구매후     

기 정보들의 중요도가 평가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Kano et al.(1984)의       

비선형적 관점에 근거해 인터넷 점포에 구매후기 정보      

가 충분히 제공되었을 때와 제공되지 못했을 때 소비       

자의 만족/불만족 인식이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그리     

고 소비자의 만족/불만족 인식에 근거하여 구매후기 정      

보들이 어떻게(당연적 정보, 일원적 정보, 매력적 정보,      

무관심 정보, 역기능 정보) 유형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       

하였다. 본 연구는 구매후기 채널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점포가 고객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할 구매후기 정보     

들이 무엇이며, 점포 차별화를 위해 확보해야할 구매후      

기 정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정보들이 인터넷 점포의 의류상품 구매후기 정보 품       

질 관리 및 판매촉진 방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사점     

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문헌적 배경

1. 비선형적/비대칭적 만족 모델

만족은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얼마나 성취 되     

었는지의 의미로, 만족의 개념은 기대된 성과와 성취된     

성과의 일치 정도로 평가된다(Hempel, 1977). 또한 만     

족은 상품의 구매나 사용으로 얻어진 실제의 성과를     

소비자가 투자한 비용과 기대한 성과와 비교한 결과로     

나타나는 소비자의 감정을 의미하기도 한다(Churchill    

& Surprenant, 1982). 이와 같이 만족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 마다 다르지만, 기대 불일치 이론(Expectation     

disconfirmation theory)에 따르면, 기대 보다 높게 충     

족되었을 때(positive disconfirmation)는 만족하지만, 기    

대보다 낮게 충족되었을 때(negative disconfirmation)는    

불만족이 발생한다(Oliver, 1977, 1980).

한편, 만족은 연속선 상에서 정량적으로 위치시키는     

선형적 개념이 아닌 비선형적/비대칭적 개념으로도 접근     

된다. Kano et al.(1984)의 이원적 만족 모델(two dimen-     

sional model)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모델은 만족/불만     

족의 축과 품질 요소의 축 2개를 조합시켜 나타난 5개     

유형의 품질 요소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당연적 품     

질 요소(must-be quality element)는 상품이나 서비스     

와 함께 제공되지 않으면 불만족하고, 제공되면 상품이     

나 서비스를 수용하지만, 제공에 비례하여 만족이 증가     

하지는 않는 속성이다. 일원적 품질 요소(one-dimen-     

sional quality element)는 제공되지 않으면 불만족하고, 제     

공되는 것과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만족이 증가하는 속     

성들이다. 매력적 품질 요소(attractive quality element)는     

제공되지 않아도 불만족이 없지만, 제공되면 매우 흡족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수용되는 속성이다. 반면 무관     

심 품질 요소(indifferent quality element)는 제공되든     

제공되지 않던 만족도 불만족도 야기 시키지 않은 속성     

이며, 역품질 요소(reverse quality element)는 제공되면     

불만족하고, 제공되지 않을 때 만족하는 속성이다. 여     

기서 소비자 만족에 공헌하는 요소는 당연적 요소, 일     

원적 요소, 매력적 요소이다. Kano의 모델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어떠한 요소들이 소비자의 만족/불만족과    

관련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    

지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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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류상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후기 정보 

1) 의류상품 구매후기 정보의 개념 및 내용 

온라인 구매후기는 온라인 구전 정보 유형들 중의      

하나이다. 온라인 구전은 잠재 소비자, 실제 소비자      

또는 이전 구매자들이 인터넷 상에 상품이나 기업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진술한 모든 것을 통칭       

한다(Henning-Thurau et al., 2004). 이러한 개념에 따를      

때, 의류상품 온라인 구매후기 정보(after-purchase apparel     

product review information)는 의류상품 자체는 물론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한 이전 구매자들의 긍정적/부정적      

생각, 의견, 평가, 감정 등이 인터넷 상에 제공된 내용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의류상품 온라인 구매후기는 소       

비자 리뷰, 유즈넷, 토론방, 메신저, 블로그, 쇼셜네트워      

크(예: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 북 등)를 통해 전달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로 인터넷 점포의 의류상      

품에 부착된 소비자 리뷰(posted reviews or customer      

reviews) 형태로 전달된다. 

인터넷 점포에 올라오는 의류상품 구매후기 정보들     

은 주로 의류상품의 속성이나 혜택 혹은 점포에 관한       

내용들이다. 인터넷 점포의 7개 의류품목(코트, 자켓,     

원피스, 바지, 스커트, 티셔츠, 레깅스)에 올라온 구매후      

기 내용들을 분석한 연구(Jin, 2010)에 따르면, 상품 속       

성에 관한 구매후기에는 직물의 촉감이나 두께, 비침      

등에 관련된 내용이나 사이즈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다.      

색상과 디자인에 관한 내용들도 비교적 많았다. 그리고      

실용적 혜택(실용성, 관리성 등), 품질 혜택, 심미적 혜       

택(유행성, 코디네이트 포함), 기능적 혜택(착용자 적     

합성, 착용감 등), 사회적 혜택(과시성, 타인반응 등),      

경제적 혜택(할인 등), 심리적 혜택(긍정적/부정적 감     

정)에 관한 내용들 또한 많았다. 인터넷 점포 속성 정보        

로는 배송, 점포 신뢰성, 고객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2) Kano의 만족/불만족 개념에 따른 의류상품 구매후기      

정보의 유형화 

Kano의 이원적/비선형적 만족 모델(Kano et al., 1984)      

에 따를 때, 온라인 구매후기 정보들 중에는 제공되면       

만족하지만 제공되지 못하면 불만족을 초래하는 정     

보들이 있을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소비자들에게 제공       

되면 흡족하지만 제공되지 않아도 불만족하지 않는 정      

보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 점포에 제공되기       

를 기대하는 수준이 구매후기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       

르기 때문이다. 초점집단 면접 결과(Hong & Jin, 2011)     

에서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 시 의류상품 속성(예: 사     

이즈, 직물, 색상)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들을 의류상     

품 혜택(예: 심미적 혜택, 경제적 혜택)에 관한 구매후     

기 정보들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시사되     

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의류상품의 사이즈나     

직물과 같은 내재적 상품 속성 정보들은 인터넷 점포     

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는 당연적 정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     

품의 코디네이션이나 가격 할인과 같은 상품 혜택 정     

보들은 제공되지 않아도 불만이 없지만 제공되면 매우     

흡족한 매력적 정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류상품 속성, 의류상품 혜택, 인터넷     

점포 속성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들이 인터넷 점포에     

충분히 제공되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소비자     

만족/불만족 인식은 정보의 유형 따라 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불만족 인식의 차     

이에 따라 의류상품 구매후기 정보들은 당연적 정보,     

일원적 정보 매력적 정보, 무관심 정보, 역기능 정보     

로 범주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3. 의류상품 관여도에 따른 온라인 구매후기 정보     

인식의 차이 

관여도(involvement)는 대상에 대한 지각된 개인적 중     

요성이나 관심의 정도를 의미한다(Zaichkowsky, 1985).    

그리고 정보처리 정교화 모델(ELM: Elaboration Likeli-     

hood Model)에 따르면, 고관여 소비자들은 저관여 소     

비자들 보다 중심경로를 통해 메시지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좀 더 정교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높다.     

(Petty et al., 1983) 특히, 관여도는 위험지각이나 정보     

탐색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상황적 관여가 높거나     

심리적, 사회적, 성능적 위험에 대한 지각이 높으면 정     

보 탐색이 높았다(Dholakia, 2001). 따라서 구매후기 정     

보와 관련해서도 고관여 수준의 소비자는 저관여 수준     

의 소비자들 보다 상품 속성, 상품 혜택, 점포 속성들에     

대해 알려주는 구매후기 정보들에 관심이 높고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구     

매후기 정보일지라도 소비자들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서 당연적 정보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일원적, 매력적     

혹은 무관심 정보로 인식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예     

컨대, 저관여 소비자들은 특정 정보가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이 없는 반면(매력적 정보로 인식) 고관여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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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러한 정보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할 수 있       

다(당연적 정보로 인식).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점포의 의류상품 쇼핑에서 온라인 구매후기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소비자의      

만족/불만족 인식 및 정보 유형화는 의류상품 관여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연구모형은 <Fig. 1>에 제시되었으며,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의류상품 온라인 구매후기 정보의 충족/      

미충족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불만족 인    

식이 상품 속성 정보들(1-1), 상품 혜택     

정보들(1-2), 점포 속성 정보들(1-3)에 따    

라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고, 의류상품    

온라인 구매후기 정보들을 범주화한다.

연구문제 2. 상품 속성 정보들(2-1), 상품 혜택 정보       

들(2-2), 점포 속성 정보들(2-3)의 충족/    

미충족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불만족 인    

식이 의류상품 관여도 수준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2. 측정 

정보 충족/미충족에 따른 만족/불만족 인식은 인터     

넷 점포에 의류상품 구매후기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      

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만족할 것인지 불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 지각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초점집단 면접 결과(Hong & Jin, 2011)에서 인터넷     

쇼핑 시 소비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구매후기 정보로 응     

답된 상품 속성 정보들(사이즈 정보, 직물 정보, 색상     

정보, 디자인 정보, 봉제 정보, 가격 비교 정보), 상품 혜     

택 정보들(실용적, 기능적, 경제적, 사회적, 감정적/심     

리적, 심미적 혜택 정보 및 가격 대비 상품 가치 정보),     

점포 속성 정보들(점포의 반품/환불 정보, 배송 정보,     

고객 서비스 정보, 점포의 평판/신용 정보)이 인터넷 점     

포에 충분히 제공되었을 때와 제공되지 않았을 때 느     

끼는 만족/불만족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되었다. 이외에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몇 개의 구매후기 정보     

들(기능적 혜택과 관련된 친환경성/건강기능성에 관    

한 정보, 심미적 혜택과 관련된 상품 유행성/어울림     

정보, 점포 속성과 관련된 점포에서의 상호작용성에 관     

한 정보)이 추가되었다. 여기서 만족/불만족에 대한     

인식은 선형적 관점의 정량적 평점 척도 대신 5개 범     

주(꼭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충족되면 만족스     

럽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긴다, 충족되면 더     

없이 좋지만 충족되지 못해도 불만이 없다, 충족되든     

충족되지 않든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충족되면 오히려 불만스러운 반면 충족되지 않으면     

더 만족한다)로 제시된 비선형적 명목 척도로 측정되     

었다. 즉 범주별 할당법(category sorting)과 유사하게     

각 구매후기 정보가 5개 범주들 중 어디에 속하는지     

를 선택하도록 하여 응답 빈도와 백분율이 가장 높은     

범주에 구매후기 정보들을 유형화하였다. 

의류상품 관여도는 의류상품에 대해 마음을 기울이     

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Zaichkowsky(1985)의     

측정항목들을 토대로 가장 최근에 구매한 것으로 응     

답된 의류품목에 대한 생각(중요하다, 나에게 의미가     

있다, 소중하다, 필요하다, 유익하다, 원한다, 관심이     

Fig. 1. Research model and research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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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와 관련이 있다)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       

다. 이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주성분 분       

석, 직교회전, 아이겐 값 1 이상의 요인 도출) 단일 차원         

으로 도출되었으며(공통성: 0.517~0.641, 총 분산: 55.808,     

요인부하량: .719~.800), 내적 일치도(Cronbach's α=.793)    

또한 높았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개 문항들       

(중요도, 소중함, 관련성, 관심도)로 이루어진 최종 측정      

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 지수들(χ
2
=1.350, p=.509; GFI      

=.998; AGFI=.990; RMSEA=.000, p=.720; TLI=1.005), 개     

념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797), 추출분산평균 신    

뢰도(AVE=.497) 모두 양호하였다. 응답자들은 의류상품    

관여도에 대한 4개 최종 측정문항들의 평균값(Mean=     

3.451)을 기준으로 저관여 수준의 집단(n=151, 47.5%)과     

고관여 수준의 집단(n=167, 52.5%)으로 구분되었다. 조     

사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연령, 성별, 결혼 여부, 가       

족 월평균 소득, 학력, 직업, 거주지)을 비롯하여 인터       

넷 점포에서 의류상품을 구매한 경험과 구매후기를 읽      

은 경험 및 읽은 기간이 선택형 또는 개방형 척도로 측         

정되었다.

3. 자료의 수집 및 통계분석

온라인 설문을 통해 2009년 2월에 자료가 수집되었      

다. 인터넷 점포에서 의류 구매경험이 있고, 구매후기      

를 읽은 경험이 있는 20대와 30대 여성들(n=318)의 자       

료가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인터넷 점포에서 의류상     

품을 구매할 때 구매후기를 읽은 기간이 24개월 이상       

인 응답자들은 21.7%, 3개월 이상~2년 미만 응답자들은      

17.3%, 3개월 미만인 응답자들은 61%였다. <Table 1>에      

서 보듯이, 응답자의 40.9%가 20대 후반이었으며, 기      

혼자(57.2%), 사무직 종사자(40.3%), 서울 거주자(33.0%),    

대학교 졸업자(55.3%)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가족     

월평균 소득은 응답자의 49%가 150만원~450만원 미만     

이었다. 온라인 설문 참가자들은 인터넷 점포에서 가장      

최근에 구매했던 의류상품의 품목을 먼저 선택한 후      

선택 품목에 대한 관여도 수준과 선택 품목에 대한 구        

매후기 정보의 충족/미충족에 따른 만족/불만족 인식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들 중 77.6%가 원피스,      

티셔츠, 니트, 가디건, 바지, 스커트, 자켓의 구매후기에      

대해 응답하였으며, 22.4%의 응답자들이 나머지 품목     

들(블라우스, 점포, 레깅스, 코트, 운동복, 나방, 언더웨      

어, 스웨터, 조끼, 정장 한벌)의 구매후기에 대해 응답하       

였다. 자료들은 SPSS 18.0(탐색적 요인분석, 빈도분     

석, 백분율 분석, χ
2
 분석)과 AMOS 16.0(확인적 요인     

분석)에 의해 분석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상품속성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의 충족/미충족에     

따른 만족/불만족 인식 

의류상품 사이즈 정보(착용 후 사이즈 적합성), 직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18)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

Age

20~24 64 (20.1) 

25~29 130 (40.9) 

30~34 79 (24.9) 

35~39 45 (14.1) 

Marital

status

Married 182 (57.2) 

Not married 82 (25.8) 

Missing 54 (17.0) 

Occupation

House wife/not employed 31 (09.7) 

Employed 184 (57.9) 

Students 36 (11.3) 

Others 12 (03.8) 

Missing 55 (17.3) 

Family

monthly

income

 (￦10,000)

Less than 150 22 (06.9) 

150~less than 250 53 (16.6) 

250~less than 350 64 (20.1) 

350~less than 450 39 (12.3) 

450~less than 550 30 (09.5) 

More than 550 50 (15.7) 

No idea 6 (01.9) 

Missing 57 (18.2) 

Education

Graduated from high school   

but do not attend college
34 (10.6) 

Currently undergraduate or 

graduate students
48 (15.1) 

Graduated from college but   

do not attend graduate school 
176 (55.3) 

Graduate from graduate school 6 (01.9) 

Missing 54 (17.0) 

Area

of residence

Capital city (Seoul) 105 (33.0) 

6 Big cities 84 (26.4) 

8 Provinces 74 (23.4) 

Missing 55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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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정보(두께, 보풀가능성, 비치는 정도), 디자인 정보      

(실루엣, 장식 디테일, 착용 스타일 특성), 색상 정보       

(실제 색상과 화면색상의 차이 정도), 봉제 정보(봉제      

의 품질), 가격 정보(다른 점포 가격과의 비교)가 이       

전 구매자들에 의해 인터넷 점포에 충분히 제공되었      

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소비자가 인식하는 만족/불       

만족을 Kano et al.(1984)의 5개 범주에 대한 응답 빈        

도(백분율)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       

구의 예측대로 의류상품의 내재적 속성들(사이즈, 직     

물, 디자인, 색상, 봉제)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들은 꼭       

충족되어야만 하는 정보로 인식되는 비율이 가장 높      

았다. 그러나 가격 비교 정보에 대해서는 충족되면 더       

없이 좋지만, 충족되지 못해도 불만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의류상품의 내재적 속성      

들에 대한 구매후기 정보들은 인터넷 점포가 필수적      

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인식하는 당연적 정보로 분류      

되었다. 반면 가격 비교 정보는 제공되면 기분이 좋은       

매력적 정보로 범주화되었다. 가격 비교 정보가 당연      

적 정보가 아닌 매력적인 정보로 나타난 것은 초점집       

단 면접(Hong & Jin, 2011)에서 가격 비교 정보와 할        

인 정보들이 구매후기 정보로 흔하게 제시되지는 않      

지만, 제시된다면 매우 유용한 정보라고 응답된 결과      

와 일관된다. 따라서 가격 비교 정보는 현재 구매후기       

정보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구전 정보이지만      

소비자의 기대를 초월하여(Positive disconfirmation) 인    

터넷 점포에 구매후기 정보로 제공된다면 점포에 대      

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의류상품 속성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들(사이     

즈직물, 봉제 정보)의 충족/미충족에 따른 소비자의 만      

족/불만족 인식은 <Table 3>과 같이 상품 관여도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디자인과 색상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에 대한 인식은 관여도 수준에 따     

른 차이가 없었다. 사이즈 정보를 꼭 충족되어야만 하     

며,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는 것(당연적 정보)으     

로 인식하는 경향은 저관여 집단(42.7%)보다 고관여     

집단(57.9%)에서 높았다. 이 정보가 충족되면 만족하지     

만 그렇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는 것(일원적 정보)으로     

인식되는 비율 또한 저관여 집단(16.8%)보다 고관여     

집단(18.6%)에서 더 높았다. 즉 저관여 집단(59.5%)과     

달리 고관여 집단의 소비자들 중 76.5%가 사이즈 정보     

를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는 정보로 인식하고 있     

었다. 그러나 사이즈 정보를 충족되지 못해도 불만이     

없다(매력적 정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고관여 집단     

(14.5%)보다 저관여 집단(27.5%)에서 더 높았다. 따라     

서 사이즈 정보는 두 집단 소비자 모두에서 당연적 정     

보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인식의 성향은 고관여     

소비자들에서 더 높았고, 매력적 정보로 인식하는 성향     

은 저관여 집단에서 더 높았다. 그리고 직물 정보(χ
2
=     

10.123, p=.038)와 봉제 정보(χ
2
=12.018, p=.0.17)를 꼭 충     

족되어야만 하는 정보(당연적 정보)로 인식하는 경향     

은 고관여 집단에서 더 높았으며, 충족되면 만족하지     

만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한다(일원적 정보)고 인식     

하는 성향은 저관여 집단에서 높았다. 이와 같이 의류     

상품의 내재적 속성 정보(사이즈, 직물, 봉제 정보)를 당     

연적 정보로 인식하는 성향의 크기는 관여도 수준에     

따라 크게 달랐다. 

2. 상품혜택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의 충족/미충족에     

따른 만족/불만족 인식 

의류상품 혜택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가 충족되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소비자의 만족/불만족에 대한     

Table 2. Consumers' perception of review information on apparel product attributes (n=276)

 Information 
 Customers' perception 

Size Fabric
Sewing
quality

Color Design
Price

comparison

· This is the requisite information that must be        
provided.

140
(44.0%)

135
(42.5)

117
(36.8)

128
(40.3)

118
(37.1)

58
(18.2)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dissatisfied. 

50
(15.4)

62
(19.3)

72
(22.6)

71
(22.3)

58
(18.2)

55
(17.3)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not show dissatisfaction.

58
(17.9)

52
(16.4)

65
(20.4)

58
(18.2)

66
(20.8)

125
(39.3)

· My satisfaction will not be affected no matter        
whether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r not.

18
(5.7)

20
(6.3)

16
(5.0)

8
(2.5)

26
(8.2)

29
(9.1)

· I will be dis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satisfied.

12
(3.8)

7
(2.2)

6
(1.9)

11
(3.5)

8
(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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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Table 4>에 제시되었다. 실용적 혜택 정보들      

(세탁관리성 정보, 쾌적성 정보)은 꼭 충족되어야만     

하는 정보로 인식되는 성향이 매우 높아 당연적 정보       

로 범주화되었다. 이것은 “세탁 관련 정보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후기 정보 검색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세탁했더니 이렇더라는 상품평을     

써주면 정말 고맙다”라는 면접 참가자의 응답과 일관      

된 결과이다(Hong & Jin, 2011). 반면 다른 심미적 혜        

택 정보들(코디네이트 정보, 유행성 정보), 경제적 혜      

택 정보(할인 정보), 사회심리적 혜택 정보들(타인 반      

응 정보, 감정 정보, 신분상징 정보)을 비롯하여 기능적       

혜택 정보들(건강기능성 정보, 친환경성 정보)은 모     

두 충족되면 더 없이 좋지만 충족되지 못해도 불만이       

없다고 인식하는 성향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이 정보       

들은 매력적 정보로 유형화되었다. 그리고 체형단점 보      

완 정보(27.7%, 29.6%), 가격 대비 상품 가치 정보(27%,       

30.8%)와 일부 심미적 혜택 정보(어울림 정보: 28.6%,      

29.9%)인 경우, 꼭 충족되어야만 한다(당연적 정보)고     

인식하는 성향과 충족되면 더 없이 좋지만 충족되지 못       

해도 불만이 없다(매력적 정보)고 인식하는 성향이 유      

사하였다. 이와 같이 상품 혜택 정보들은 실용적 혜택       

정보를 제외하고 당연적 정보로 인식되는 성향이 낮      

았다. 이것은 상품 속성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에 대한       

인식과 다른 것이다.

세탁관리성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혜택 정보들은     

제공되던 제공되지 않던 만족도 불만족도 일어나지 않      

는 무관심 정보로 인식되는 비율 또한 2순위로 높았다.       

특히 친환경 정보(38.4%, 25.8%), 신분상징 정보(32.4%,     

29.2%), 감정적 정보(32.7%, 25.5%), 유행성 정보(34.6%,     

25.8%)는 매력적 정보로 인식되는 것과 유사하게 무관     

심 정보로 인식되는 성향도 높았다. 이것은 이러한 유     

형의 혜택에 대해 알려주는 구매후기 정보들은 상품     

속성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만큼 소비자들에게 중요하     

게 인식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은 구매후기 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역동적     

특성이다(Kano et al., 1984). 즉 무관심 정보로 인식된     

이러한 정보들은 시간 흐름에 따라 혹은 시장 환경변     

화에 따라 매력적 정보 혹은 당연적 정보로 변화될 가     

능성이 있다. 예컨대, 향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욕구가     

대중화되는 시장상황에서는 상품의 환경친화성에 대    

한 정보가 무관심 정보나 매력적 정보로 인식되기 보     

다는 당연적 정보로 인식되는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시간경과에 따라 구매후기 정보에 대한 소비     

자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탁관리성 정보(χ
2
=15.873, p=.003), 체형단    

점 보완 정보(χ
2
=9.783, p=.044), 할인 정보(χ

2
=9.017, p=     

.061)에 대한 충족/미충족에 따른 만족/불만족 인식은     

<Table 5>에서 보듯이 의류상품 관여도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혜택 정     

보들인 경우, 정보의 충족/미충족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불만족 인식은 의류상품 관여도 수준에 따라 차     

이가 없었다. 즉 저관여 수준에 있는 소비자들은 세     

탁관리성과 체형단점 보완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들     

Table 3. Differences between low and high involvement groups in their perception of review information on apparel

product attributes                                                                                                                                           (n=276)

 Information & Groups   
 Customers' perception

Size Fabric Sewing quality

Low High Low High Low High

· This is the requisite information that must be        
provided.

56
(42.7%)

84
(57.9)

60
(45.8)

75
(51.7)

47
(35.9)

70
(48.3)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dissatisfied. 

22
(16.8)

27
(18.6)

35
(26.7)

27
(18.6)

42
(32.1)

30
(20.7)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not show dissatisfaction.

36
(27.5)

21
(14.5)

24
(18.3)

28
(19.3)

33
(25.2)

32
(22.1)

· My satisfaction will not be affected no matter        
whether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r not.

14
(10.7)

4
(2.8)

12
(9.2)

8
(5.5)

9
(6.9)

7
(4.8)

· I will be dis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satisfied.

3
(2.3)

9
(6.2)

0
(0.0)

7
(4.8)

0
(0.0)

6
(41)

χ
2
-value 17.949*** 10.123* 12.108*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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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당연적 정보, 일원적 정보, 매력적 정보로 인식        

하는 성향이 매우 유사하였다(세탁관리성: 29%, 29%,     

29.8%; 체형단점 보완: 29.8%, 29%, 28.2%). 그러나      

고관여 소비자들은 저관여 소비자들 보다 세탁관리성     

정보를 당연적 정보(45.5%)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았다.     

그리고 체형단점 보완 기능 정보를 당연적 정보(33.8%)      

혹은 매력적 정보(39.3%)로 인식하는 성향도 저관여     

소비자들 보다 더 높았다. 할인정보를 당연적 정보로      

인식하는 성향 또한 고관여 소비자들(25.5%)들이 저     

관여 소비자들(13.7%) 보다 훨씬 높았다. 이와 같이 관       

여도 수준에 따라 상품 혜택 정보(세탁관리성 정보, 체       

형단점 보완 정보)를 당연적 정보로 인식하는 성향의      

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 정보들을 당연적 정     

보로 범주화하는데 의류상품 관여도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점포 속성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의 충족/미충족에     

따른 만족/불만족 인식

인터넷 점포의 반품/교환/환불, 배송일치성, 상호작용    

성(신속성, 응답성, 공개성, 역동성), 고객 서비스(에프     

터 서비스, 배상), 점포의 평판/신용에 대해 기술한 구     

매후기 정보들이 인터넷 점포에 충분히 제공되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만족하는지 혹은 불만족 하는     

Table 4. Continued

 Information 

Customers' perception

Social-psychological benefit information Esthetic benefit information

Symbol

of status

Reaction

from others

Emotional 

experience

in transaction

Coordination 

with other 

items

Fashionability 

of the product

Suitability

for their

self-image

· This is the requisite information that      

must be provided.

23

(7.2%)

49

(15.4)

31

(9.7)

31

( 9.7)

30

(9.4)

91

(28.6)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dissatisfied. 

35

(11.0)

51

(16.0)

44

(13.8)

34

(10.7)

39

(12.3)

52

(16.4)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not show     

dissatisfaction.

103

(32.4)

118

(37.1)

104

(32.7)

134

(42.1)

110

(34.6)

95

(29.9)

· My satisfaction will not be affected no       

matter whether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r not.

93

(29.2)

44

(13.8)

81

(25.5)

69

(21.7)

82

(25.8)

28

(8.8)

· I will be dis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satisfied.

22

(6.9)

14

(4.4)

16

(5.0)

8

(2.5)

15

(4.7)

10

(3.1)

Table 4. Customers' perception of review information on apparel product benefits (n=276)

 Information 

Customers' perception

 Utilitarian
 benefit information

Functional
benefit information

Financial
benefit information

Wash
& care

Comfort
Redeeming

of body defect
Health 

functionality
Eco-friendly

feature
Price

discount
Value

for price

· This is the requisite information that      
must be provided.

104
(32.7%)

108
(34.0)

88
(27.7)

36
(11.3)

31
(9.7)

55
(17.3)

86
(27.0)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dissatisfied. 

70
(22.0)

69
(21.7)

60
(18.9)

35
(11.0)

31
(9.7)

63
(19.8)

68
(21.4)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not show     
dissatisfaction.

70
(22.0)

74
(23.3)

94
(29.6)

130
(40.9)

122
(38.4)

105
(33.0)

98
(30.8)

· My satisfaction will not be affected no       
matter whether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r not.

23
(7.2)

18
(5.7)

28
(8.8)

62
(19.5)

82
(25.8)

41
(12.9)

16
(5.0)

· I will be dis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satisfied.

9
(2.8)

7
(2.2)

6
(1.9)

13
(4.1)

10
(3.1)

12
(3.8)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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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인터넷 점포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성이나 고객들 간의 상호작용성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구매후기 정보들인 의사소통의 신     

속성(문제 발생 시 구매후기 관리자와의 신속한 의사      

소통), 응답성(고객 문의에 따른 구매후기 관리자의 응      

답성), 공개성(구매후기를 함부로 삭제하지 않는 공개     

성), 역동성(구매후기를 올리는 사람들 간 의견교환의     

활성화 정도)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들은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성향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이들 정보들은 당연적 정보로 유형화되었다.     

그리고 인터넷 점포의 배송일치성 인터넷 점포의 에프      

터 서비스(구매 후 상품 문제에 따른 A/S), 배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서비스에 관해 알려주는 구매후기      

정보들 또한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정보로 인      

식되는 성향이 높아서 당연적 정보로 분류되었다. 특히      

응답성, 공개성, 신속성, 배송일치성에 대한 구매후기     

정보들은 꼭 충족되어야한다는 응답 비율이 약 50%와     

40%에 달하여 매우 중요한 당연적 정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점포의 반품/환품 정보, 평판/신용 정보,     

배상 정보는 충족되면 더 없이 좋지만, 충족되지 못해     

도 불만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성향이 높아서 매력적     

정보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점포 속성에 관     

한 구매후기 정보들은 당연적 정보(배송일치성, 신속     

성, 응답성, 공개성, 에프터 서비스)로 인식되거나 매력     

적 정보(반품/환불, 역동성, 고객 배상, 평판/신용)로     

인식되었다.

한편, <Table 7>에서 보듯이 인터넷 점포의 응답성     

정보(χ
2
=16.809, p=.002), 애프터 서비스 정보(χ

2
=9.823, p   =     

.044), 배송일치성 정보(χ
2
=10.293, p=.036), 점포의 평판     

/신용 정보(χ
2
=13.370, p=.01)의 충족/미충족에 따른    

Table 5. Differences between low and high involvement groups in their perception of review information on apparel

product benefits                                                                                                                                              (n=276)

 Information & Groups   

Customers' perception 

Wash & Care Redeeming of body defect Price discount

Low High Low High Low High

· This is the requisite information that must be provided.
38

(29.0%)

66

(45.5)

39

(29.8)

49

(33.8)

18

(13.7)

37

(25.5)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dissatisfied. 

38

(29.0)

32

(22.1)

38

(29.0)

22

(15.2)

38

(29.0)

25

(17.2)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          

wise, I will not show dissatisfaction.

39

(29.8)

31

(21.4)

37

(28.2)

57

(39.3)

50

(38.2)

55

(37.9)

· My satisfaction will not be affected no matter whether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r not.

15

(11.5)

8

(5.5)

15

(11.5)

13

(9.0)

19

(14.5)

22

(15.2)

· I will be dis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satisfied.

1

(0.8)

8

(5.5)

2

(1.5)

4

(2.8)

6

(4.6)

6

(4.1)

χ
2
-value 15.873** 9.783* 9.017

*p<.05, **p<.01

Table 6. Customers' perception of review information on online store attributes (n=276)

 Information   

Customers' perception

Information on interaction between store and customers or among customers 

Store's

responsiveness

Promptitude

of response

Disclosure

of reviews

Interactive and dynamic 

nature of reviews 

· This is the requisite information that must be        
provided.

160
(50.3)

129
(40.6)

127
(39.9)

52
(16.4)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dissatisfied. 

42
(13.2)

62
(19.5)

43
(13.5)

57
(17.9)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not show dissatisfaction.

48
(15.1)

49
(15.4)

69
(21.7)

111
(34.9)

· My satisfaction will not be affected no matter        
whether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r not.

19
(6.0)

23
(7.2)

24
(7.5)

46
(14.5)

· I will be dis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satisfied.

7
(2.2)

13
(4.1)

13
(4.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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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불만족 인식은 의류상품 관여도 수준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교환/반품/환불, 공개성, 배      

송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의 충족/미충족에 따른 소비자      

의 만족/불만족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터      

넷 점포의 응답성에 대한 구전 정보가 당연적 정보라는       

인식은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고관여 집단(64.1%   >  51.1%)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점포의 응답성 정보가 충족되면 만족스럽지만, 충족되     

지 못하면 불만스러운 정보(일원적 정보)라는 인식은     

고관여 집단(9.7%)보다 저관여 집단(21.4%)에서 월등    

히 높았다. 애프터서비스 정보는 고관여 집단에서 당연      

적 정보(48.3%)로 인식되는 성향이 높았지만, 저관여 집     

단에서는 당연적 정보(30.5%), 일원적 정보(27.5%), 매력     

적 정보(29.8%)로 인식되는 성향이 매우 유사하였다.     

배송일치성 정보를 당연적 정보로 인식하는 성향은 두     

집단 모두에서 높았지만 이러한 성향은 고관여 집단에     

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았다. 반면 이 정보를 일원     

적 정보로 인식하는 성향은 저관여 집단에서 다소 높     

았다. 점포의 평판/신용에 관한 정보인 경우, 고관여 집     

단에서는 이 정보를 당연적 정보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았다. 반면 저관여 집단에서는 이를 매력적 정보로 인     

식하는 성향(36.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원적 정     

Table 6. Continued

 Information   

Customers' perception

Return

/Refund

Correspondence 

of delivery

upon ordering 

Customer services

Reputation/

CredibilityAfter

Service

Compensation

for emotional injury 

· This is the requisite information that must be        

provided.

64

(20.1%)

124

(39.0)

110

(34.6)

57

(17.9)

72

(22.6)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dissatisfied. 

62

(19.6)

62

(19.5)

61

(19.2)

61

(19.2)

66

(20.8)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not show dissatisfaction.

101

(31.8)

58

(18.2)

73

(23.0)

110

(34.6)

94

(29.6)

· My satisfaction will not be affected no matter        

whether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r not.

34

(10.7)

22

(6.9)

22

(6.9)

39

(12.3)

37

(11.6)

· I will be dis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satisfied.

15

(4.7)

10

(3.1)

10

(3.1)

9

(2.8)

7

(2.2)

Table 7. Differences between low and high involvement groups in their perception of review information on online 

store attributes                                                                                                                                                 (n=276)

 Information & Groups   

Customers'  perception 

Correspondence

of delivery upon ordering 

 Store's

responsiveness

 After

Service 

Reputation/

Credibility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 This is the requisite information that must       

be provided.

53

(40.5%)

71

(49.0)

67

(51.1)

93

(64.1)

40

(30.5)

70

(48.3)

24

(18.3)

48

(33.1)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dissatisfied. 

33

(25.2)

29

(20.0)

28

(21.4)

14

(9.7)

36

(27.5)

25

(17.2)

35

(26.7)

31

(21.4)

· I will be 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not show dissatis-      

faction.

30

(22.9)

28

(19.3)

21

(16.0)

27

(18.6)

39

(29.8)

34

(23.4)

48

(36.6)

46

(31.7)

· My satisfaction will not be affected no       

matter whether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r not.

14

(10.7)

8

(5.5)

14

(10.7)

5

(3.4)

11

(8.4)

11

(7.6)

23

(17.6)

14

(9.7)

· I will be dissatisfie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therwise, I will be satisfied.

1

(0.8)

9

(6.2)

1

(0.8)

6

(4.1)

5

(3.8)

5

(3.4)

1

(0.8)

6

(4.1)

χ
2
-value 10.293* 16.809** 9.823* 13.37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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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26.7%)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았으며, 당연적 정보     

(18.3%)로 인식하는 성향은 무관심 정보(17.6%)로 인     

식하는 성향 만큼이나 낮았다. 이와 같이 고관여 혹은       

저관여 수준의 소비자들은 점포 속성에 관한 정보들(점      

포의 응답성, 애프터 서비스, 배송일치성 정보)을 당연      

적 정보로 동일하게 인식할지라도 이를 인식하는 성향      

의 크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달리 점포의 평판/       

신용에 관한 정보는 관여도 수준에 따라 전혀 다른 두        

유형의 정보(당연적 정보, 매력적 정보)로 다르게 인      

식되었다. 따라서 점포의 평판/신용에 관한 정보를 유      

형화하는데 있어서는 구매하는 의류상품에 대한 소     

비자의 관여도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류상품 온라인 구매후기 정보가 인터      

넷 점포에서 충족되었을 때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소       

비자의 만족과 불만족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규명하고, 인터넷 점포에 필수적으로 꼭 제공되어야만     

하는 의류상품 구매후기 정보들(당연적 정보) 및 충      

족되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지만 충족되지 못해도 불       

만족하지 않는 정보들(매력적 정보)이 무엇인지에 대     

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       

약하고, 실무적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구매후기 정보들이 인터넷 점포에 충      

분히 제공되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소비자의 만족       

/불만족에 대한 인식은 상품 속성, 상품 혜택, 점포 속성        

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들에 따라 다름이 확인되었다. 그       

리고 이러한 만족/불만족 인식에 따라 의류상품 구매      

후기 정보들은 당연적 정보와 매력적 정보로 유형화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상품 속성에 관한 구매후기 정       

보들은 가격 비교 정보(매력적 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가 당연적 정보(사이즈, 직물, 디자인, 봉제 정보)로 인       

식되는 성향이 높았다. 반면 상품 혜택 정보들은 실용       

적 혜택 정보(당연적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매      

력적 정보(기능적 혜택, 경제적 혜택, 사회적 혜택, 심       

리적 혜택, 심미적 혜택 정보)로 인식되는 성향이 높       

았다. 상품 혜택 정보들 중 일부 정보들(친환경 정보, 신        

분상징 정보, 감정적 정보, 유행성 정보)인 경우 무관심       

정보로 인식되는 성향 또한 매력적 정보로 인식되는      

성향에 가깝게 높았다. 인터넷 점포속성 정보들은 당      

연적 정보(점포의 응답성, 신속성, 공개성, 애프터 서비      

스, 배송일치성)와 매력적 정보(반품/환불, 역동성, 고     

객 배상, 평판/신용)로 인식되는 성향이 높았다. 그러나     

구매후기 정보들 중 무관심 정보(충분히 제공되던 제     

공되지 않던 만족이나 불만족에 변화가 없는 정보)나     

역기능 역할을 하는 정보(제공되면 오히려 불만족하는     

정보)로 가장 높게 인식된 정보는 없었다.

둘째, 의류상품 관여도 수준에 따라 상품 속성, 상품     

혜택, 점포 속성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들을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품 속성 정보(사이     

즈 정보, 직물 정보, 봉제 정보), 상품 혜택 정보(세탁관     

리성 정보), 점포 속성 정보(점포의 응답성, 애프터 서     

비스, 배송일치성)들 중에서 당연적 정보로 인식되는     

정보들은 저관여 수준의 소비자들 보다 고관여 수준의     

소비자들에서 당연적 정보로 인식되는 성향이 훨씬 높     

았다. 특히, 일부 구매후기 정보들(예: 세탁관리성, 체형     

의 단점 보완, 점포 평판/신용 정보)인 경우, 관여도 수     

준에 따라 정보 인식 성향이 아주 다른 것으로 확인되     

었다. 예컨대, 고관여 소비자들은 점포 평판/신용 정     

보를 당연적 정보로 인식하는 반면 저관여 소비자들은     

이 정보를 매력적 정보로 인식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세탁관리성 정보와 체형단점 보완 정보는 고관     

여 소비자들에서는 당연적 정보로 유형화되지만 저관     

여 소비자들에서는 당연적 정보, 일원적 정보, 매력적     

정보로 인식되는 성향이 매우 유사하여 어떤 특정 유     

형의 정보로도 규정되지 못했다. 이것은 소비자의 관     

여도 수준이 높거나 낮은 의류 품목에 따라서도 일부     

유형의 구매후기들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의류상품 구매후기 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토대로 구매후기 채널 관리 전략을 계획하는 경     

우 타겟 집단의 의류상품 관여 수준을 의류품목과 관     

련하여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인터넷 점포들은 당연적 정보로 인식된 의류     

상품의 내재적 속성(사이즈, 직물, 색상, 디자인, 봉제)     

에 관한 정보, 상품의 실용적 혜택(세탁관리성, 쾌적     

성)에 관한 정보, 점포의 상호작용성(신속성, 응답성,     

공개성), 배송일치성, 에프터 서비스에 관한 정보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른 점포     

와의 차별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매력적 정보로     

인식된 상품 속성 정보(가격 비교 정보), 심미적 혜택     

정보(코디네이트, 유행성, 어울림 정보), 경제적 혜택     

정보(할인 정보, 가격 가치 정보), 사회심리적 혜택 정     

보(타인 반응 정보, 감정 정보, 신분상징 정보), 실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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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쾌적성 정보), 기능적 혜택 정보(건강기능     

성 정보, 친환경성 정보), 점포 속성 정보(반품/환불,      

에프터 서비스, 평판/신용에 관한 구매후기 정보)를     

자사 점포에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대 불일치       

모델에서 제안한 것처럼 기대보다 높게 충족되었을     

때(positive disconfirmation) 소비자의 만족은 높아지므    

로 아직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상황        

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점포에 충분히 제공된다면 점      

포에 대한 이미지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매력적 구매후기 정보들 중의 하나인 가격 비교       

정보가 자사 점포에 구전 정보로 제시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이 높은 다른 점포의 이름이 자사 점포에서 홍       

보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류품       

목들은 독점적 경쟁 상품으로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디자인,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 여러 점포에서 판매되      

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비교적 표준화된 디자인을 갖       

는 양말, 레깅스, 스타킹 등의 저가격의 편의품 조차도       

색상, 재질, 브랜드, 디테일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순수경쟁 정도가 낮다. 그리      

고 다른 점포의 가격과 비교한 구매후기 정보가 자사       

점포에 제공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가격에만 의존     

하지 않고 가격 이외의 디자인, 색상, 브랜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표준화된      

공산품들과 같이 위험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것은 인터넷 점포가 자사 점포에 올라오는 가격 비교       

정보들을 삭제함으로써 점포의 신용도는 물론 점포의     

매력도를 낮출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른 점       

포들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나 디자인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터넷 점포들인 경우, 가격 비교       

정보에 따른 위험 부담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사 구매        

후기 채널에 가격 비교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점포의 매력도를 높이고 다른 점포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는데 유용하다. 셋째, 자사 점포에 당연적 구매      

후기 정보들과 매력적 구매후기 정보들이 얼마나 제시      

되고 있는지를 진단함으로써 자사 점포의 정보 품질 수       

준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보강되어야 할        

구매후기 정보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      

고 필요한 구매후기 정보들이 자사 점포에 충분히 제       

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인터넷 점포 및 의류상품        

구매후기 정보들에 한정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      

은 서비스 상품군의 구매후기나 다른 채널(예: 블로그,      

쇼셜네트워크, 토론방, 커뮤니티)의 구매후기들에 확대    

하는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구매후기 정보의     

충족/미충족에 따른 만족/불만족 인식의 차이를 비선형     

적 관점에서 5개 범주의 명목 척도로 측정함에 따라 통     

계분석의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비선형적 개념을 적용하되 측정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와 타당도 검증이 가능하고, 검증 통계량에 따른 유의     

성 검증이 가능한 통계분석 방법(예: natural logarithm     

regression analysis)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 설계를 다     

르게 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재현되는지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의 정보 인식이 역동적임을 고     

려할 때, 시간에 따른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구매     

후기 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는 후속 연구 또한 흥미로울 것이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의 자료는 20대와 30대 국내 여성들을 대상     

으로 편의 표집 방법에 의해 수집되었다. 다른 연령대     

와 다른 성별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재현되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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