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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와인 소비자를 상으로 와인 선택속성이 만족도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와인에 한 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 으로 갖고, 와인 구매와 음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와인 소비자를 상으로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문조사하여 실증분석하 다. 

분석결과 와인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가격, 이블, 와인특성이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성, 

가격, 와인특성이 재구매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만족도

에 향을 미치는 와인 선택속성에 있어 와인 여도는 와인 선택속성의 지역성, 가격과 만족도간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와인 선택속성에 있어 와인 여도는 와인 선택속

성의 이블과 재구매의도간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와인 재배지역의 지역  특성과 

한 가격, 그리고 품질자체 와인 고유특성은 기존 선행된 연구결과들을 지지해주었으며, 이들 결과가 

와인 여정도에 따라 만족과 재구매의도에 조 된다는 에서 그 특징을 시사해 주었다.

■ 중심어 :∣와인 선택속성∣만족도∣재구매의도∣와인 관여도∣
Abstract

In this study, a survey was carried out on wine consumers over age 20 experienced in wine 

purchase and drinking from December 1 through December 31, 2011 with the object of figuring 

out the effects of wine selection attributes on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and maki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ifference depending on involvement in win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effect of wine selection attributes on satisfaction showed 

that price, label and wine characteristic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The 

effect of wine selection attributes on repurchase intention showed that locality, price, and wine 

characteristic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purchase intention. For wine attributes 

affecting satisfaction, the wine involvemen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ity, price, 

and satisfaction of wine attributes. And for wine attributes affecting repurchase intention, the 

wine involvemen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abel and repurchase intention of wine 

attributes. In other words, local characteristics and reasonable prices of the cultivation areas for 

wine, and indigenous characteristics of wine in quality itself supported the existing preceded 

findings. And these findings showed the characteristics in that the wine involvement moderates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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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와인시장은 최근 유럽, 남미, 북미 등의 와

인주요 수출국과 FTA 정으로 가부터 고가에 이르

기 까지 수입이 다변화되면서, 매되고 있는 와인 

랜드의 수가 크게 증가하 다[1-3].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와인을 선택하는 속성도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즉, 소비자들이 와인을 구매할 

때 선택하는 속성으로 기존까지 와인의 산지, 랜드, 

빈티지(Vintage)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 지만 최

근 수입선 다변화로 와인에 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소

비자가 와인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선택속성은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해져 지역별 가격 편차가 큰 에 따라 지

역별 가격, 품종별, 랜드 인지도뿐만 아니라 이블 

설명과 함께 맛, 향, 품종, 이벤트 공 화의 부합성, 할

인제도, 알코올 함량, 디자인까지도 고려하여 선택하고 

있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소비자를 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라이 스타일에 따른 와인 시

장 세분화[3][6], 와인 구매 행동[7], 와인 소비[8], 와인 

[9], 와인 교육[10], 와인 마 [11] 등이 있으며, 

신뢰와 고객만족[12], 재구매의사[13]와 스토랑 서비

스품질과 고객만족[14], 라이 스타일[15], 지각된 가치

[16] 등과 련된 연구에 치 되어 취향과 기호가 변화

되어 가는 트랜드에 맞는 새로운 속성을 찾으려는 연구

가 부족하여 기존연구의 제약을 갖는다. 

특히, 새로운 패턴에 맞춘 선택속성이 와인의 선택과 

만족  재구매의 계에서 와인에 한 여도에 따른 

조 과 역할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는 데서 한계

를 갖는다. 즉, 선택속성은 어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데[17], 를 들어 와인에 

해 상당한 배경지식을 지니고 있는 소비자일 경우 와인 

선택의 인과  연 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결과 으

로 와인의 가치와 구매행동 간의 련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편익을 악할 수 있을 것이다[18]. 

그러므로 와인에 한 배경지식을 갖고,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와인선택과 만족간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켜주

고, 강화된 연결고리는 와인구매행동과 한 계를 

지니게 될 것이다. 반면에 와인에 한 배경지식이 낮

은 소비자는 기억의 기 역에서 와인에 한 일부 제

한된 속성과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어 와인선택의 범

는 상 으로 제한  일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지

식은 수 에 따라 문가, 보자로 구분가능한데, 문

가냐 보자냐에 따라 정보처리에 이용되는 단서와 방

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19].

이 듯 와인에 한 배경지식에 따라 와인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

의 내재욕구나 가치  흥미정도에 따른 와인에 해 

느끼는 련성의 정도인 여도에 따라 와인에 한 태

도도 다르게 형성될 것이다[18][20]. 즉, 소비자들이 와

인에 한 여를 가지고 있다면 와인 선택을 한 

정보탐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고 여

일 경우에는 와인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  지식을 

구하고자 할 것이므로 와인에 한 선택 과정에서 여

도는 요한 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와인 선택속성이 만족과 재구

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와인 여도의 조 효과에 따

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상호 계를 악하여 시사

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 을 갖는다.

Ⅱ. 이론적 배경

1. 와인 선택속성
선택속성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상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속성들 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 요시 여기는 

속성의 요도와 이용하고 난 이후에 지각되는 만족도

와 련이 있는데 와인의 선택속성에 한 연구에 있어 

와인 구매자들의 구매습 에 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하다[21].

체 으로 와인소비자의 선택속성으로 구매 에

서 2가지 요인으로 요약되는데 첫째, 색상, 포장용기와 

라벨, 그리고 원산지 등이며 둘째, 가격, 품질, 맛, 와인

의 종류, 품질등 , 사용목 , 생산국가 등이며, 고려정

도가 낮은 속성은 가격과 포도품종 등이 제시되고 있다

[2][15].

Orth & Krska[22]는 와인의 가격, 와인종류, 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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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빈티지, 와이 리, 포도품종, 랜드, 와인 매 을 

제시하 다. 한 국내연구에서도 고재윤․정미란[3]은 

라이 스타일에 따른 와인선택요인 연구에서 와인 선

택속성으로 와인의 특성(포도품종  빈티지, 색깔 등), 

와인의 맛과 향, 추천  정보, 랜드  품질등 , 그

리고 가격을 통해 라이 스타일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

다.

최경민[23]은 와인 소비자의 유형별 요인, 구매동기

와 선택속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에서 와인 선택

속성을 맛, 향, 가격, 종류, 와인이름, 색깔, 숙성, 수확년

도, 직원추천, 병모양, 라벨, 품질 등 표시, 사용목 , 

품종, 문가 정보, 알코올 함량, 구매경험, 와인회사 

고, 음식과의 조화, 함께 마실 사람의 취향, 와인 생산국

가, 와인생산지역명, 와인용량, 포도밭 명의 23문항을 

사용하 다.

조지희[21]는 와인 소비자 유형별 와인 선택속성과 

구매행동 차이연구에서 가격, 맛, 향, 색, 숙성, 빈티지, 

종류, 랜드, 포도품종, 품질, 등 , 알코올 도수, 병, 생

산국가, 지역명, 구매경험, 음식과 조화, 함께 마실 사람

의 취향, 사용목 , 와인매장 직원추천의 19문항을 제시

하 다.

이와 같이 국내 와인 소비자의 와인 구매동기가 와인 

선택속성에 미치는 향연구를 볼 때 가격, 와인종류, 

생산지역, 빈티지, 와이 리, 포도품종, 품질표시, 수상

경력, 이블설명, 랜드, 와인 병 디자인, 음식조화, 

와인 맛, 매 진, 문가 조언, 와인색깔, 알코올 도수, 

와인 매  등이 주요 속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만족도
고객만족은 고객의 욕구와 기 에 최 한 부응하여 

그 결과로 상품, 서비스의 재 구입이 이루어지고 고객

의 신뢰감을 지속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4].

Hellier et al.[25]은 고객만족을 고객들의 기 와 욕구

를 충족시키기 한 서비스 수행의 결과로부터 고객들

이 지각하는 반 인 즐거움 는 흡족함의 정도로 보

았으며, Kotler[26]는 고객만족을 기 화의 계에서 제

품의 지각된 성과를 비교한 결과 지각된 기쁨 혹은 실

망에 한 특정 개인의 지각으로 보았다. 반면에 

Oliver[27]의 기 불일치 모형에 의하면 기 를 비교기

으로 하 을 경우 지각된 성과가 기 했던 것에 못 

미칠 때는 부정  불일치를 인지하게 되며, 지각된 성

과가 기 와 같으면 일치, 그리고 지각된 성과가 기

보다 더 낮게 평가될 경우에는 정  불일치가 나타난

다고 하여 기 불일치가 만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요

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Churchill & Suprenant[28]도 이와 같은 기 불일치

의 모형을 제시하 는데, 개념  측면과 실천 인 측면

의 두 가지 으로 고객만족을 평가하 다. 먼 , 개

념 인 측면에서는 고객이 구매나 사용에 따른 구매비

용과 실제보상에 한 구매자의 비교에서 고객만족이 

발생한다는 이고, 실질 인 측면에서는 제품과 서비

스의 다양한 속성에 한 만족함으로 고객만족이 평가

되어 진다고 하 다.

한 Oliver[27]는 만족은 제품  서비스에 한 성

과의 처리과정, 1불일치 형성과정 는 단순한 감정 상

태인 행복감과는 다른 것으로 제품  서비스의 특성 

는 제품  서비스 자체가 소비에 한 충족상태를 

유쾌한 수 에서 제공하거나 제공하 는가에 한 

단이라고 하 다.

이 같은 만족은 경험에 한 만족감이 아니라 경험이 

보다 좋게 될 것으로 추측하는 평가의 과 제품이나 

소비자에 하여 인식 인 감정의 평가 에서 악

되어야 한다. 즉, 고객만족은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

스를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 호의  혹은 비호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상

품이나 서비스에 한 사 기 보다 실제 인 사용감

정이 좋거나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만족과 련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와인제품과 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에 

한 기  충족 상태로 정의하고 이들 호의 , 비호의

 태도를 채택하여 반 한다.

3. 재구매의도
재구매의도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구매경험의 

평가를 근거로 재구입하려는 자신의 신념으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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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향후 미래에도 제품을 반복하여 사용할 가능성을 말

한다.

Sirohi[29]에 의하면 재구매의도란  고객들이 미래 

시 에서 해당제품이나 서비스를 재구매하겠다는 충성

인 의도라 하 다. 재구매의도는 구매 후 평가에 따

르는 행동으로 구매 후 평가란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서 마지막 단계로서 일반 으로 구매된 제품 는 소비

자의 만족 는 불만족의 평가과정을 의미한다.

Zeithaml[30]은 그의 연구에서 구매의도 요인 다섯 

가지를 주장하 는데 그것은 충성도, 상표 환 성향, 더 

많이 지불하려는 의도, 문제에 한 외  반응  문제

에 한 내  반응이다. 반면에 Thibaut & Kelly[31]의 

사회교환 이론에서는 만족만으로는 재구매의도를 충분

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고 만족한 고객이 재구매하거

나 구 활동을 한다고 할 수없는 반면, 불만족한 고객

이 재구매할 수도 있다고 하 다. 

Oliver[32]의 연구에 의하면 고객만족은 소비자의 태

도에 향을 미치고 계속하여 재구매의도에 향을 미

친다고 하 다. 이러한 재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소

비자들의 의사결정은 문화 , 사회 , 개인 , 심리  

요인의 향을 받으며[33], 소비자의 와인구매에 있어

서도 개인 인 인지의 차이는 서로 다른 구매의사결정

을 일으킨다[3]. 한 Geva & Goldman[34]은 인지부조

화 이론을 도입하여 고객이 만족을 하 을 경우에도 재

구매의도가 약할 수 있다고 하 다. 이는 이미 실행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욕구를 반 하는 반면에 재구매

의도를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반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련을 갖지 않을 수 있다고 하

다. 이 듯 고객의 재구매의도는 랜드 충성도, 고객

의 애호도 향상, 고객이탈방지, 마  실패비용감소 등

의 이 을 제공하고 고객들이 미래에 재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에서 요성을 갖는다[3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구매의도를 제품이나 서비

스에 한 구매 후 만족을 경험한 소비자가 제품을 반

복 사용할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이들 속성을 채택하여 

반 한다. 

4. 와인 관여도

여도란 특정 상에 한 개인의 요성 지각정도 

 심의 정도이거나 는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상

에 한 개인의 련성 지각정도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특정 고에 노출되었을 때 고된 제품군

에 보다 더 여된 소비자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자신

의 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상표를 평가하려 할 것이

며, 이에 비해 보다 덜 여된 소비자의 특정 고에 

한 태도는 일시 인 상을 보이려 할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가 소비자의 특정 고나 제품에 하여 고 여 

상태이면 그 제품과 련된 정보를 추 하는데 극

이고 능동 인 정보처리를 하므로 보다 인지 이고 의

식 으로 정보처리가 이루어지는 강화된 략  정보

처리를 하게 된다[16].

소비자 여도는 일반 으로 소비자가 어떤 상에 

하여 느끼는 개인 인 련성이나 심도를 말한다

[20]. Rothschild[36]는 여도를 특정한 상, 활동에 

해 한 개인이 느끼는 동기, 흥미, 자극이라고 하 다.

인간은 정보처리 능력이나 사고능력에는 한계가 있

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동일한 크기의 심을 보일 수는 없다. 따라서 소비자

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품 련 정보를 많

이 수집하고 까다로운 선택을 하는 반면,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기울이는 이러한 심의 정도에 따라 제품

련정보를 추구하고 처리하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다

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제품의 구매 시 나타나는 

제품에 한 소비자의 심의 정도를 여로 볼 수 있

다[37][38]

다수의 연구자들은 여도의 근본 인 특색을 지

각된 개인  련성(perceived personal relevance)에서 

찾으려 한다[20][39][40].

이 같은 여도는 인지  여도와 감정  여도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동기로

서 실용  동기를 갖거나 쾌락  동기를 갖게 된다. 실

용  동기를 갖고 있는 소비자는 인지 으로 여되고, 

쾌락  동기를 갖는 소비자는 감정 으로 여가 된다

[16]. 이와 련하여 Lockshin et al.[38]은 구매자의 세

분화를 해 3가지 형태의 여도를 사용하 는데 지

속  는 제품 범주 여도, 랜드 결정 여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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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매 여도 등이 그 이다. 특히, 제품 범주 여

도는 지속 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 한 소비자들의 반

응은 장기 인 효과를 갖고 있다. 한 고 여 구매자

는 소매 을 선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20]. 제

품 범주에 고 여된 구매자는 소매 에 해 최고 수

의 포 만족도와 태도를 보 고, 매원에 해 가장 

높은 신뢰를 보내며, 지각된 상황 험은 가장 낮게 나

타낸다. 그들은 한 일반 포 보다는 문화된 포

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38]. 이같이 여도가 높은 소비

자는 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하며, 풍부한 지식을 얻는 

데 심이 있지만, 낮은 여도의 소비자는 구매 선택

을 단순화하려고 하며 험 축소 략을 활용한다[41].

이 듯 사회심리학에서 시작된 여는 Krugman 

[42]에 의해 소비자 행동 연구에 도입된 이래로 여는 

커뮤니 이션 자극에 한 개인의 수용수 을 설명하

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온 연구의 상이었

지만, 연구자마다 정의가 다르고 그 정의에 따라 연구

의 결과도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에서 본 연구에서 

한 와인선택에 한 여도를 조 효과에 따라 만족

도와 재구매에 미치는 의도가 다를 것으로 보고 이를 

채택하여 반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의 틀
1.1 연구모형
많은 선행 연구에서 선택속성이 고객만족과 함께 기

업의 매출에 향을 다는 사실을 밝혔다[43]. 박균국

[44]은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요 와인 선택속성을 

분석하고 와인 음용의 이용을 통한 재방문의사와 추천

의사를 연구하 는데, 호텔의 매 업장을 이용하는 고

객들은 와인의 선택속성  상표, 품종, 생산지역, 맛, 

색, 향의 속성에 크게 향을 받으며 호텔종사원의 수

과 친 도 역시 와인 선택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진화․방진식․최태호[8] 역시 와인 소비자의 선

택속성의 만족도에 한 연구에서 와인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과 와인 소비자 분류에 따른 와인 선택속

성에 해 실증분석을 하여 각 요인 별 선택속성에서 

통계 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와인 소비자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선택속성으로 상품요인, 환경요인, 선호요인이 증가할

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하 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반복  구매행동은 랜드 충성

도, 고객 애호도와 한 련이 있고, 와인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볼 때, 와인

의 맛, 가격, 이블, 포도품종, 생산년도, 생산지역, 등

의 속성들이 소비자의 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45][46]. 이러한 와인 선택속성은 고객만족과 재구

매의사에 향을 미쳐 개인취향 요인이 고객의 재구매

의사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고, 와인특성, 이미지, 외

 정보의 요인들 보다 내  정보들이 보다 많은 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47].

따라서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련 변수와 모형을 

선정하여 측정에 반 하고자 한다.

지역성

와인 선택속성

가격

레이블

와인특성
와인 관여도

만족도

재구매의도

그림 1. 연구모형

1.2 가설설정
고재윤․정미란․윤재석[48]은 와인 바 선택속성에 

따른 시장세분화와 고객만족에 한 연구에서 와인 애

호가 집단은 와인 바 이용에 만족하고 극 인 추천의

사를 보임으로써 와인바 선택속성에 한 요도 인식

이 이용고객의 향후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고재윤․정미란[3]은 스토랑의 와인이벤트 속

성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도 엔

터테인먼트 요소가 고객의 스토랑 만족도에 크게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와 같이 고객의 와인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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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 충족은 정보, 배경지식 등의 제공을 통해 고

객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인 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H1 : 와인 선택속성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1 : 지역성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1-2 : 가격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3 : 이블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1-4 : 와인특성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남 정[47]은 스토랑, 와인 , 와인 바를 상으로 

한 와인 선택이 잘 부합될 때 재구매의사에 미치는 

향연구에서 정 인 선택이 재구매에도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Oliver[32]은 재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은 문화 , 사회 , 

개인 , 심리  요인의 향을 받으며, 소비자의 와인구

매에 있어서도 개인 인 인지의 차이는 서로 다른 구매 

의사결정을 일으킨다고 하 다[3]. 한 Geva & 

Goldman[49]은 인지부조화 이론을 도입하여 고객이 선

택 후 만족을 하 을 경우에도 재구매의도가 약할 수 

있다고 하 는데, 이는 이미 실행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는 욕구를 반 하는 반면에 재구매의도를 과거의 경험

에서 얻은 교훈을 반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서

로 련을 갖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 : 와인 선택속성은 재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1 : 지역성은 재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2 : 가격은 재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3 : 이블은 재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4 : 와인특성은 재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Quester & Smart[50]는 여도의 수 에 따라 소비

자가 인식하는 와인품질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 다. 

Charters & Pettigrew[51]도 와인의 여도 수 에 따

라 음용동기  구매행동의 차이가 있다는 을 밝 냈

다. 이런 선행연구결과를 토 로 볼 때 와인의 여도 

수 이 높으면 소비자는 제품의 사용을 통해 혜택을 극

화하고 험을 극소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다 능

동 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이는 결국 재구매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H3 : 와인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와인 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 : 와인 선택속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와인 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2.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와인 구매와 음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

상 와인 소비자를 상으로 하 다.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기기입법에의한 설문지

를 이용하여 서울 수도권 지역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추출방법은 확률표본추출방법 신에 비확률표

본추출인 편의표본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 다. 이는 조사자가 독단 으로 

는 의도 으로 연구 상을 표본에 포함시키거나 제외

시킬 수 있는 매우 주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표본추출기법 에서 가장 비용이 게 들고 시간

을 약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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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 와인 구매와 음용을 한 경험이 있는 자
표본 상 만 20세 이상 와인 소비자
표본추출방법 편의표본추출법
설문조사방법 자기기입법
조사기간 2011년 12월 1일~2011년 12월 31일
설문지수 300부

표 1. 조사개요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각 항목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과 

이론을 근거로 총 5개 역으로 구성하 다. 먼  인구

통계학  요인인 개인 인 특성은 명목척도로 구성하

고, 와인 선택속성, 만족도, 재구매의도, 여도의 항

목은 Likert 5  척도를 사용하 는데, ‘매우 그 다’ 5

, ‘그 다’ 4 , ‘보통’ 3 , ‘그 지 않다’ 2 , ‘  그

지 않다’ 1 으로 측정하여 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

에 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1 와인 선택속성
와인 선택속성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상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속성들 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 요시 

여기는 속성의 요도를 말한다[2]. 본 연구에서는 인

호[2], 고재윤․정미란[3], 진화․방진식․최태호[8], 

Morey, Spark & Wilkins[45], Gluckman[52], Hauck[53], 

Kalogianni et al.[54], 김우종․정용해․송보형[55]의 

연구를 바탕으로 와인을 선택할 때 지역  특성을 고려

하는지의 지역성 4문항, 가격을 선택하는지의 3문항, 

이블을 선택하는지의 4문항, 와인특성만을 고려하는지

의 3문항 등 총 14문항을 반 하여 5  척도로 평가된 

결과로 정의한다.

3.2 만족도
만족도는 소비자의 충족상태에 한 반응으로써, 제

품  서비스의 특성 는 제품  서비스 자체가 소비

에 한 충족상태를 유쾌한 수 에서 제공하거나, 제공

하 는가에 한 단을 말한다[56].

본 연구에서는 Oliver[56], 이제훈[57]의 연구를 바탕

으로 가격에 한 만족과 기 치에 부응한 구매만족  

구매 후 반 인 만족의 총 3문항을 반 하여 5  척

도로 평가된 결과로 정의한다.

3.3 재구매의도
Oliver[32]는 정 인 제품이나 기업에 한 인식과 

태도로 보고 이는 계속 으로 재구매의도에 향을 미

치는 소비자들의 문화 , 사회 , 개인 , 심리  요인

이라고 주장하 다[33]. 본 연구에서는 고재윤․정미란

[3]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  음용과 타인에 추천, 선

택의 일치, 재구매 등 총 4문항을 반 하여 5  척도로 

평가된 결과로 정의한다.

3.4 와인 관여도
여도는 어떤 계기에 의해 발생하는 단시간에 나타

났다가 사라지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지속 인 속성을 

내포하는 정서 인 태도를 말한다[58]. 즉, 소비자행동

의 여러 측면에 향을 미치는 여도는 ‘주어진 상황

에서 특정 상에 한 개인의 련성 지각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59]. 본 연구에서는 Zaichkowsky[20]의 

연구를 바탕으로 와인 심, 요도, 의미, 매력, 가치, 

유용성 등 총 6문항을 반 하여 5  척도로 평가된 결

과로 정의한다.

요인 항목 문항수 척도

와인 선택속성

지역성 4
Likert 
5점

가격 3
레이블 4
와인특성 3

만족도 만족도 3 〃
재구매의도 재구매의도 4 〃
관여도 관여도 〃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직업 5 명목척도
계 41

표 2. 설문지 구성내역

4. 분석방법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

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v. 17.0 통

계 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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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03 44.2
여자 130 55.8

연령
20대 79 33.9
30대 82 35.2
40대 52 22.3

50대 이상 20 8.6
결혼여부 기혼 163 70.0

미혼 70 30.0

최종학력
고졸이하 59 25.3
전문대 졸 79 33.9

대학교 졸 이상 95 40.8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업

자영업 36 15.5
전문직 46 19.7
회사원 88 37.8
주부 43 18.5
기타 20 8.6

월소득
200만원 미만 72 30.9

200-300만원 미만 78 33.5
300-400만원 미만 49 21.0

400만원 이상 34 14.6
합계 233 100.0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신뢰도 검증을 

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다. 셋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조 변수 간에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분석을 사용한다. 넷째, 각 변수간 인과 계를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조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다음 [표 3]은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해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성별은 남자 103명(44.2%), 여자 130명(55.8%)으

로 나타났고, 연령은 20  79명(33.9%), 30  82명

(35.2%), 40  52명(22.3%), 50  이상 20명(8.6%)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163명(70.0%), 미혼이 70

명(30.0%)으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59명

(25.3%), 문  졸 79명(33.9%), 학교 졸 95명

(40.8%)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회사원 88명(37.8%), 

문직 46명(19.7%), 주부 43명(18.5%), 자 업 36명

(15.5%)으로 나타났고, 월소득은 200만원 미만 72명

(30.9%), 200-300만원 a만 78명(33.5%), 300-400만원 

미만 49명(21.0%), 400만원 이상 34명(14.6%)으로 나타

났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구성

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한 탐색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 다. 타당성이

란 측정을 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

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특히, 요인의 수를 최소화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방식을 이용하 고, 회 방식은 

직각회 인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 다. 요

인의 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

을 선택하 으며,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 하 음을 나

타내주는 요인 재치(factor loading)는 그 값이 0.4 이

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단하 다. 

Kaise-Mayer-Olkin(KMO)은 변수 들 간에 상 하

는가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어지는 정보를 나

타내는 것이므로 이 측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한 변수 선정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보통 KMO값이 

0.9이상이면 아주 좋은 것이고 0.5이하이면 변수로서 받

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한 본 연구에서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 동질 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

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문항간의 내  일치도를 보

는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다. 일반 으로 신뢰

도의 척도인 Cronbach's α값은 정해진 기 이 없지만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50 이상이면 분석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2.1 와인 선택속성
다음 [표 4]는 와인 선택속성에 한 14개의 문항에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  Bartlet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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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행렬 검 결과 χ²=2557.755 (Sig.=0.000)이므로 변

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 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 합도 검결과 KMO 값이 0.911로 나타

났으며, 공통성 등을 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심개념을 바탕으로 요

인 명을 부여하 다. 요인 1(22.855%)은 ‘ 이블’로 명

명하 고, 요인 2(20.138%)는 ‘지역성’으로 명명하 으

며, 요인 3(18.620%)은 ‘가격’으로, 요인 4 (17.542%)는 

‘와인특성’으로 명명하 다. 이 4개의 요인 재 값이 

±.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모두 .6 이상으로 나

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성분

이블 지역성 가격 와인특성

수확연도 .854 .105 .225 .016
와인의 용량 .813 .169 .279 .202
알코올 함량 .785 .181 .130 .345

와인라벨 디자인 .763 .279 .173 .354
와인 생산국 .142 .842 .128 .084
와인 품종 .099 .761 .285 .308
와인 브랜드 .296 .688 .254 .264
와인 생산지역 .257 .641 .401 .366
이벤트 행사 .246 .220 .821 .304
할인제도 .273 .273 .820 .312

와인의 가격 .293 .394 .753 .203
와인의 색 .226 .271 .243 .786
와인의 맛 .180 .170 .289 .766
와인의 향 .350 .341 .231 .655
고유값 3.200 2.819 2.607 2.456
분산(%) 22.855 20.138 18.620 17.542
누적(%) 22.855 42.993 61.613 79.155
신뢰도 .904 .868 .930 .838

KMO = 0.911, Bartlett's test Results χ²=2557.755 (df=91, 
Sig.=0.000)

표 4. 와인 선택속성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2.2 만족도
다음 [표 5]는 만족도에 한 3개의 문항에 하여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  Bartlett의 단 행렬 

검 결과 χ²=890.210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

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 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

본 합도 검결과 KMO 값이 0.725로 나타났으며, 공

통성 등을 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 가

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80.868%)은 ‘만족도’로 명명하 다. 이 1개의 요인 

재 값이 ±.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성분

만족도

와인의 가격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918
기대했던 것보다 와인구매에 만족한다. .916

구매한 와인에 대해 전반적은로 만족한다. .863
고유값 2.426
분산(%) 80.868
누적(%) 80.868
신뢰도 .881

KMO = 0.725, Bartlett's test Results χ²=390.210 (df=3, 
Sig.=0.000)

표 5. 만족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2.3 재구매의도
다음 [표 6]는 재구매의도에 한 4개의 문항에 하

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  Bartlett의 단

행렬 검 결과 χ²=515.617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 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 합도 검결과 KMO 값이 0.730으로 나타났으

며, 공통성 등을 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

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

시하 다. 그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72.013%)은 ‘재구매의도’로 명명하 다. 이 1개의 요

인 재 값이 ±.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

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6 이상

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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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분

재구매의도

와인을 지속적으로 음용할 것이다. .892
구매한 와인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이다. .859

주류로써 와인선택을 잘한 것으로 생각한다. .858
구매한 와인에 대해 다시 구매할 의사가 있다. .782

고유값 2.881
분산(%) 72.013
누적(%) 72.013
신뢰도 .870

KMO = 0.730, Bartlett's test Results χ²=515.617 (df=6, 
Sig.=0.000)

표 6. 재구매의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2.4 와인 관여도
다음 [표 7]은 와인 여도에 한 6개의 문항에 하

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  Bartlett의 단

행렬 검 결과 χ²=876.302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 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 합도 검결과 KMO 값이 0.808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65.793%)은 ‘와인 여도’로 명명하 다. 이 1개의 요

인 재 값이 ±.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

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6 이상

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성분

여도

나는 와인에 관심이 있다. .854
나에게 와인은 중요하다. .846

나에게 와인은 의미가 있다. .839
나는 와인에 매력을 느낀다. .830
나에게 와인을 가치가 있다. .761
나에게 와인은 유용하다. .729

고유값 3.948
분산(%) 65.793
누적(%) 65.793
신뢰도 .892

KMO = 0.808, Bartlett's test Results χ²=876.302 (df=15, 
Sig.=0.000)

표 7. 와인 관여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3. 가설의 검증
3.1 각 변수간 상관관계 검증
다음 [표 8]은 각 이론변수를 구성하는 측정항목들을 

합산하여 평균한 단일 값들을 이용하여 상 계를 

악하 다. 연구가설로 설정된 와인 선택속성의 하 요

인별 지역성, 가격, 이블, 와인특성과 만족도, 재구매

의도, 와인 여도의 계는 유의 인 상 계(p<.001)

를 나타내었으며, 상 계의 방향성도 가설과 일치하

게 나타났다.

구분 지역성 가격 이블
와인
특성

만족 재구매 여도

지역성 1
가격 .693*** 1
레이블 .550*** .601*** 1
와인특성 .671*** .675*** .612*** 1
만족 .411*** .488*** .439*** .488*** 1
재구매 .558*** .558*** .388*** .514*** .646*** 1
관여도 .480*** .511*** .490*** .477*** .588*** .637*** 1
***p<.001

표 8. 각 변수간 상관관계 검증

3.2 가설의 검정
H1 : 와인 선택속성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 [표 9]는 와인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8.5%이고, 회귀식

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4.144, 

p<.001). 독립변수별로는 가격, 이블, 와인특성이 만

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p<.05). 즉, 가격 요인이 높아지면 만족도

는 .235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와인특성 요인

이 높아지면 만족도는 .229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이

블 요인이 높아지면 만족도는 .152의 상승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와인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을 

해서는 와인 선택속성의 하 요인별 가격, 이블, 와인

특성이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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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B

표
오차

베타

(상수) 1.516 .230  6.598 .000
지역성 .012 .087 .011 .134 .894
가격 .188 .069 .235 2.715** .007
레이블 .136 .067 .152 2.038* .043
와인특성 .205 .076 .229 2.689** .008

종속변수 : 만족도, F=24.144***, R2=.285
*p<.05, **p<.01, ***p<.001

표 9. 와인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H2 : 와인 선택속성은 재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 [표 10]은 와인 선택속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6.8%이고, 회

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34.738, 

p<.001). 독립변수별로는 지역성, 가격, 와인특성이 재

구매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가격 요인이 높아지면 재

구매의도는 .276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성 요인이 높아지면 재구매의도는 .273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와인특성 요인이 높아지면 재구매의도는 .161

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와인 소비자

의 재구매의도 향상을 해서는 와인 선택속성의 하

요인별 지역성, 가격, 와인특성이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B

표
오차

베타

(상수) 1.377 .200  6.869 .000
지역성 .261 .076 .273 3.458** .001
가격 .205 .060 .276 3.393** .001
레이블 -.021 .058 -.026 -.366 .715
와인특성 .134 .067 .161 2.010* .046

종속변수 : 재구매의도, F=34.738***, R2=.368
*p<.05, **p<.01, ***p<.001

표 10. 와인 선택속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H3 : 와인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와

인 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음 [표 11]은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와인 선택속

성(지역성, 가격, 이블, 와인특성)이 와인 여도에 의

해 조 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조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이다. 먼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와인 선

택속성이 여도에 의해 조 되는지를 확인하기 해 

독립변수로 와인 선택속성을 모델Ⅰ에 투입하 고, 

여도를 모델Ⅱ에, 와인 선택속성과 여도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델Ⅲ에 차례로 투입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 Ⅰ의 설명력은 28.5% 고,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4.144, p<.001). 독립변수별로는 

가격(β=.235, p<.01), 이블(β=.152, p<.05), 와인특성

(β=.229, p<.01)이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도를 추가 으로 투입된 모델Ⅱ의 설명력은 

40.1%로 11.6%가 추가 으로 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32.073, p<.001). 이는 추

가 으로 투입된 여도(β=.418, p<.001)라는 변수가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변수인 것을 의미한다. 곧 

와인 여도가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와인 여도가 가지는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와

인 선택속성(지역성, 가격, 이블, 와인특성)과 여도

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 으로 투입한 모델 Ⅲ의 설명

력은 41.4%로 1.3%가 추가 으로 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9.195, p<.001). 추가

으로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들 에는 지역성, 가격 

요인과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나(p<.05), 여도는 와인 선택속성의 지역성, 

가격과 만족도간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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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델Ⅰ 모델Ⅱ 모델Ⅲ

β t β t β t

지역성(A) .011 .134 -.048 -.627 -.055 -.713
가격(B) .235 2.715** .148 1.840 .120 1.484
레이블(C) .152 2.038* .059 .851 .078 1.083
와인특성(D) .229 2.689** .185 2.366* .190 2.345*
관여도(M) .418 6.716*** .421 6.689***
(A)×(M) -.156 -2.033*
(B)×(M) .189 2.286*
(C)×(M) -.121 -1.744
(D)×(M) .046 .581
F-value 24.144*** 32.073*** 19.195***
R2값 .285 .401 .414

Change 
of R2 .116 .013

*p<.05, **p<.01, ***p<.001

표 11. 와인 선택속성과 만족도간 와인 관여도의 조절효과

H4 : 와인 선택속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은 와인 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음 [표 12]는 재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와인 선

택속성(지역성, 가격, 이블, 와인특성)이 와인 여도

에 의해 조 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조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  재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와인 선택속성이 여도에 의해 조 되는지를 확인하

기 해 독립변수로 와인 선택속성을 모델Ⅰ에 투입하

고, 여도를 모델Ⅱ에, 와인 선택속성과 여도의 상

호작용 변수를 모델Ⅲ에 차례로 투입하여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 Ⅰ의 설명력은 36.8% 고,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34.738, p<.001). 독립변수별로는 

지역성(β=.273, p<.01), 가격(β=.276, p<.01), 와인특성

(β=.161, p<.05)이 재구매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도를 추가 으로 투입된 모델Ⅱ의 설명력은 

50.4%로 13.6%가 추가 으로 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48.094 p<.001). 이는 추

가 으로 투입된 여도(β=.451, p<.001)라는 변수가 

재구매의도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변수인 것을 의미한

다. 곧 와인 여도가 높아질수록 재구매의도는 높아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와인 여도가 가지는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와

인 선택속성(지역성, 가격, 이블, 와인특성)과 여도

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 으로 투입한 모델 Ⅲ의 설명

력은 53.9%로 3.5%가 추가 으로 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1.098, p<.001). 추가

으로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들 에는 이블 요인과

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나(p<.05), 여도는 와인 선택속성의 이블과 재구매

의도간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
모델Ⅰ 모델Ⅱ 모델Ⅲ

β t β t β t

지역성(A) .273 3.458** .208 2.961** .215 3.157**
가격(B) .276 3.393** .182 2.490* .232 3.222**
레이블(C) -.026 -.366 -.126 -1.985* -.087 -1.365
와인특성(D) .161 2.010* .113 1.595 .200 2.780**
관여도(M) .451 7.966*** .400 7.166***
(A)×(M) .026 .386
(B)×(M) .025 .344
(C)×(M) .130 2.110*
(D)×(M) .103 1.450
F-value 34.738*** 48.094*** 31.098***
R2값 .368 .504 .539

Change of 
R2 .136 .035

*p<.05, **p<.01, ***p<.001

표 12. 와인 선택속성과 재구매의도간 와인 관여도의 조절
효과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설1과 3의 와인선택속

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과 여도에 따른 차이  

지역성이 가각되었는데, 이는 제품선택과 특정지역 간 

차이를 두지 않고,  세계 으로 와인이 생산되고 수

입되고 있는 에서 그만큼 특정지역에 국한된 이 의 

제한된 시장과 많은 품종이 특정지역만의 제품이 수입

되던 과거와는 고객기호가 많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가설 2와 4에서 와인선택속성이 재구매의

도에 미치는 향과 여도에 따른 차이가 기각된  

한 가격이나 와인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으로서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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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나 특성에 향을 받고, 이블에 따른 재구매의도

와 여하는 행동경향이 거의 향을 받지 않는 에서 

시사 을 갖는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와인 소비자를 상으로 와인 선택속성이 

만족도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와인

에 한 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

으로 갖고 연구하 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와인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

한 결과 가격, 이블, 와인특성이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가격 요인이 높아지면 만족도는 .235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와인특성 요인이 높아지면 만족도는 

.229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이블 요인이 높아지면 만

족도는 .152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와인 선택속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성, 가격, 와인특성이 재구매의도에 통

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p<.05). 즉, 가격 요인이 높아지면 재구매의도는 .276

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성 요인이 높아

지면 재구매의도는 .273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와인특

성 요인이 높아지면 재구매의도는 .161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와인 선택속성(지역성, 

가격, 이블, 와인특성)이 와인 여도에 의해 조 되

는지를 분석한 결과 추가 으로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

들 에는 지역성, 가격 요인과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

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p<.05), 여도는 와

인 선택속성의 지역성, 가격과 만족도간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재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와인 선택속성(지

역성, 가격, 이블, 와인특성)이 와인 여도에 의해 조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추가 으로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들 에는 이블 요인과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p<.05), 여도는 와인 

선택속성의 이블과 재구매의도간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와인 선택속성으로 가격, 이

블, 와인 여정도에 따른 향이 조 되어 여도는 

와인 선택속성의 지역성, 가격과 만족도 간의 계를 

조 하는 효과를 보 다. 한 와인 선택속성으로서의 

이블과 재구매의도간의 계에서도 조 효과를 보여 

이들 계의 유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와인 재배지역의 지역  특성과 한 가격, 그리

고 품질자체 와인 고유특성은 기존 선행된 연구결과들

을 지지해주었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마  시사

과 향후 발 을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와인선택속성과 구매행동에 한 차이에 한 

연구와 련하여, 구매행동에 한 세분화된 선행연구

가 미흡한 상태에서 와인 여도에 따른 조 효과의 

요성을 시사한 이다.

둘째, 방법론  측면에서 표본의 수가 고 연구의 

특성상 비확률표본추출기법의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용하고 지역 으로 서울 수도권지역만을 상으로 조

사하 다는 한계성을 지닌다. 그러나 국내 와인소비가 

이 지역에서 80% 정도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을 감안

할 때 국내 와인소비자의 특성을 반 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의 한계로 측정된 연구변

수간의 구조 인 계를 측정하지 못하 다는 이다. 

즉, 와인의 지각된 가치와 태도는 매우 한 연 성

이 있기 때문에 지각된 가치의 측변수인 와인의 지각

된 품질  이미지를 고려하고 동시에 결과변수인 만족 

 구매의도와의 인과 계 검증을 한다면 국내 와인 소

비행동을 보다 구체 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한계에서 제기된 문제 을 감안

하여 보다 범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와인소

비자의 구매행동의 변수를 투입하여 보다 포 이면

서 심층 인 이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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