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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rd-of-mouth (WOM) communication (traditionally important in consumption) is expanding its influence

into cyber space and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online shopping. Consumers who use online shopping

might not readily make purchasing decisions due to information overload, lack of accurate product recog-

nition, and the distrust of commercial information. Subsequently, people use WOM communication for a

mutual interchange with others who share common concerns, interests, and purposes. This study examines

the consumer characteristics, perceived risk on online shopping and benefits of online shopping according

to WOM behavior that may significantly affect consumer actions.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cluster analysis, and Chi-square analysi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con-

sumer characteristics. Online WOM behavior consumers purchased more various items than offline WOM

behavior consumers; however, the most influential purchasing factor was price regardless of WOM beha-

vior. Offline WOM behavior consumers have shown higher perceived online shopping risks and benefits.

Key words: Online word of mouth, Online shopping benefit, Online perceived risk; 온라인 구전, 온라

인 쇼핑혜택, 온라인 위험지각

I. 서 론

인터넷의 일반화와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쇼

핑규모의 지속적 성장 및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소비

자들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에 있으며(“2011

Survey”, 2011), 특히 온라인 쇼핑 제품 중 의류, 신발, 스

포츠용품 및 악세서리가 7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2011 Survey”(2011)의 조사에 따르면 인

터넷 이용자 87.5%, 온라인 쇼핑이용자의 99.7%가 향후

온라인 쇼핑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패션제품 구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실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매만큼이나 가상공간에서의 소비규모가 증가함에 따

라, 소비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던 구전커뮤니케

이션 역시 실제공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으로 확장하

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많은 정보

가 범람하는 사회에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

들은 정보의 과부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인지 부족, 상

업적 정보에 대한 불신 등과 같은 이유로 선뜻 구매결

정을 내리지 못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공통된 관심사

와 주제, 목적을 가지는 사람들과의 상호교류인 온라인

구전커뮤니케이션(word-of-mouth communication)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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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서로의 의견이나 정보를 주고받게 되며, 이는 기

존의 구전보다 온라인 상에서 더욱 쉽고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최근 빠른 발달을 보이는 다양한 전자 상거

래 기술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의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

면,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서 지각하는 위험을 낮추

고, 편리성과 신뢰성을 쌓아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구전과 관련하

여 동기, 유형과 내용, 효과, 대상 품목, 범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온라인 구전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전

을 행하는 주체에 대한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전을 행하는 주체인 소비자의

구전행동 채널에 따른 소비자의 특성과 온라인 쇼핑에

대한 위험지각 및 쇼핑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쇼핑 위험지각과 온라인 구전커뮤니케

이션

온라인 쇼핑은 새로운 유통구조 및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새로운 쇼핑문화와

함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탐색의 용이함도 제공

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상업과는 다른 온라인 쇼

핑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

에 재무적 위험, 상품성과 위험,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

험, 신체적 위험, 시간/편리성 손실 위험(Brooker, 1984;

Garner, 1986; Jacoby & Kaplan, 1972; Mitchell, 1992;

Peter & Tarpey, 1975; Schiffman & Kanuk, 1994) 등과

같이 다양한 위험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위험을 감소

시키는 행동으로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풍부한 정보

를 이용하게 된다(Haubl & Trifts, 2000; Krishnamurthy,

2001).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구매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구매결정과 나아가 전체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방해 요

인이 될 수 있는 지각되는 온라인 쇼핑의 위험을 줄이

기 위해 의사결정형 지식서비스인, 온라인 구전이 활발

히 도입되고 있다(Choi, 2004).

정보 과부하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찾는

주요한 이유로 위험 감소와 구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Ha, 2002), 특히 온라인 구전이 다른 어떠한 정보

보다 제품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Tan, 1999).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을 더 선호하며(Hen-

thorne et al., 1993; Tan, 1999), 이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생생한 경험담은 제품 평가와 위험 감소에 어떠한 정보

보다 강한 영향을 주게 된다(Kisielius & Sternthal, 1986).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 효과적인 정보

는 소비자의 수색 비용을 줄이고 최선의 구매결정을 내

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쇼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온라인

구전정보의 소비자 활용 정도에 따라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구전행동에 따른 온라인 쇼핑에 대한 위험지

각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위험지각을 낮추기 위한 구

전정보의 활성화 방향과 보완적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온라인 쇼핑혜택과 온라인 구전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쇼핑은 기존의 오프라인 쇼핑에 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Alba et al., 1997; Poon, 1999). 온

라인 쇼핑혜택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쇼

핑몰 서비스가 자신을 위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무엇

으로(Keller, 1993), 즉 온라인 쇼핑몰이 제공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기존 오프라인 쇼핑에 비해 온라인 쇼핑을

통해 원스탑 쇼핑이 가능한 편의성(Alba et al., 1997; Pe-

terson et al., 1997; Poon, 1999), 오프라인에 비해 저렴

한 가격, 각종 쿠폰 및 마일리지, 이벤트 등으로 인한 경

제성(Bakos, 1997), 상품에 대한 풍부한 정보 제공 및 다

양한 웹기술을 통한 흥미성(Li et al., 2001) 등 다양한 혜

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Alba et al., 1997; Poon, 1999). 이

외에도 온라인 쇼핑상황에 나타나는 쇼핑동기가 되는

쇼핑혜택으로 심미적 혜택, 일상탈출, 탐험, 플로우, 교

육적 지식 탐색, 소속감의 차원(Bloch et al., 1994)이나

품질, 감정적 가치, 가격, 사회적 가치(Sweeney & Soutar,

2001) 및 편의성, 사회적 교호작용, 정보 탐색, 다양성 탐

색경험(Rohm & Swaminathan, 2004) 등과 같은 개념으

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쇼핑혜택이 온라인 쇼핑

상황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쇼핑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많은 소비자들은 구전정보에 노출되기 전 온라인 상

품이나 쇼핑에 대해 비중립적으로 각기 다른 평가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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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긍정적 또는 부정적 구전정보의 수용성은 이

와 같은 평가적인 위치와 부합하여 크게 조정될 수 있

다(Wilson & Peterson, 1989).

따라서 소비자들의 쇼핑동기와 구매결정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구전정보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혜택에 따

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전채널에 따른 소비

자들이 지각하는 온라인 쇼핑의 혜택을 알아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에서의 긍정적 구전정보의 활

성화 방향과 함께 구전정보를 통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혜택지각을 위한 보완적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3. 구전커뮤니케이션 행동

구전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지는 정보의 흐름으로 Fortune지의 “The Web of Mouth”

라는 연구에서 구전(Word-of-mouth)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Whyte Jr., 1954). 구전커뮤니케이

션은 단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개인 혹은 집단 간 영향을 주는 특성과 관련하는(Bayus,

1985),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해관계 없이 일어나는 긍정

적 또는 부정적 정보 교환 하의 비공식적 의사소통 행위

나 과정이라 할 수 있다(Do, 1998).

20세기 후반 인터넷 등의 신매체의 등장과 발달로 인

해 기존의 구전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른 형태의 온라인

구전(Online word of mouth)이 나타나게 되었으며(Bic-

kart & Schindler, 2005; Chatterjee, 2001; Schwartz, 1998),

온라인 구전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대하여 Bickart and

Schindler(2005)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 간에 주고받는

상품정보, 사용경험, 추천 등의 정보 교환 행위를 인터

넷 구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Hennig-Thurau et al.(2004)

는 인터넷 구전커뮤니케이션을 인터넷 상에서 상품과

기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언급하는 것이라 하

여 이를 전자적 구전(Elecreonic word of mouth, eWOM)

이라고 칭하였다. 이와 같은 온라인 구전커뮤니케이션

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의 경험이

나 지식을 바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소비와 관련

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로써, 상업적 목적이 있는 정

보보다 구매에 위험을 함께 느끼고 있는 다른 소비자들

로부터의 조언인 구전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Lee & Choi, 2001). 특히 사용경험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제품군의 경우 구전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Jang, 2007).

이와 같은 구전 또는 온라인 구전커뮤니케이션은 채

널의 차이가 있지만, 그 본래 목적은 소비자가 느낀 긍

정적 또는 부정적인 직간접 경험을 발·수신하는 행동

으로 이와 같은 발·수신행동은 소비자가 익숙한 채널

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다. Villarreal-Camacho(1983)의

소비자 불만행동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그들이 익

숙하지 않은 채널이나 시스템에서는 그들이 느낀 불만

을 불평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전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서도 소비자는 주로 구매하는 채널을 통해 구전을 발·

수신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같은 구전행동 채널에 따

라 온라인 쇼핑에 대한 위험과 혜택에 대한 소비자 인

식뿐만 아니라 구매태도, 구전커뮤니케이션 효과 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온라인 패션상품 쇼핑 시 지각하는 위험

과 혜택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소비자 구전행동에 따른 집단을 알아본

다.

연구문제 3. 온라인 구전행동 집단의 특성 및 구매행

동을 알아본다.

3-1. 구전행동에 따른 집단별 온라인 쇼핑

시 지각된 위험과 혜택의 차이를 알아

본다.

2. 자료수집 및 측정방법

2011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연령별 인터넷 쇼핑이용

률 발표에 따르면, 10대에서 30대는 70% 이상이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은 50%

이하의 이용률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

넷의 주 이용자층이면서 인터넷 쇼핑몰의 주요한 소비

자인 10대부터 30대까지의 남녀 소비자를 연구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과 오프라인 설문을 병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주요 검색사이트의 패션 관련 카페에 URL을 게

시하여 진행하였으며, IP 주소와 쿠기 통제로 중복 응답

을 방지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은 설문지법 실시하였으

며, 조사대상의 표본은 임의표본 추출방법을 이용하였

다. 불성실한 응답자, 온라인 쇼핑경험이 전혀 없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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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와 40대 이상의 응답자를 제외한 446명이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온라인 쇼핑혜택을 측정하기 위하여 Advertising In-

formation Center(2004) 및 “2007 Survey”(2008) 발표자

료를 바탕으로 기본문항을 구성한 후 8명의 전문가 집

단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또한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총 16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측정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온라인 쇼핑에서의 위험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

(2001), Corbitt et al.(2003), Pires et al.(2004), Forsythe

et al.(2006), Lopez-Nicolas and Molina-Castillo(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총 19문항을 위

험지각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을 이용하여, 기초분석을

위한 빈도분석,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 t-test, 일원분

산분석(ANOVA), 교차분석, 군집분석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온라인 위험지각 및 쇼핑혜택

소비자들이 온라인 패션상품 쇼핑 온라인 쇼핑 시 느

끼게 되는 위험지각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1>, 16문항의 제품위험, 정보 유출 위험, 배송 위험, 경제

적 위험, 사회적 위험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

다. 요인 1은 제품 자체가 나와 어울리지 않거나, 화면과

다를 것 같아 걱정하는 제품에 대한 걱정의 ‘제품 위험’

요인, 요인 2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에서 개인 혹은 신용

카드 정보 유출 등에 대한 불안의 ‘정보 유출 위험’ 요인,

요인 3은 배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걱정의 ‘배송 위험’

요인, 요인 4는 온라인 구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걱정

하는 ‘경제적 위험’ 요인, 마지막으로 요인 5는 온라인 쇼

핑을 통해 나의 이미지 또는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에 우려하는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요인들의 추출된 문항들은 전체 변량의 65.61%를 설명

하며, 각 요인별 구성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61~.88으로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소비자들이 패션상품 온라인 쇼핑 시 느끼는 혜택<Table

2>으로는 시간공간 제약 없음(4.03), 가격저렴(3.91), 시

간절약(3.90), 상품 다양성(3.84), 점원 강요 없음(3.83), 가

격비교 용이(3.80), 배달 용이성(3.65), 다른 사용자의 경

험담을 볼 수 있음(3.58) 등 16개 항목의 평균을 바탕으

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8개의 항목을 온라인 쇼핑혜택

으로 선정하였다.

2. 소비자 구전행동

1) 구전행동 채널에 따른 집단

구전행동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요인분

석<Table 3>을 통해 확인된 두 차원의 행동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

한 결과 세 집단으로 분류<Table 4>되었다.

집단 1은 온라인 구전행동 평균점수가 가장 낮고(F=

2.50, p<.001) 오프라인 구전행동 평균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나(F=3.25, p<.001) “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집단 2는 온라인 구전행동 평균점수는

조금 높고(F=3.42, p<.001), 오프라인 구전행동 평균점

수가 가장 낮게(F=2.34, p<.001) 나타나 “온라인 구전 행

동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3은 온라

인(F=4.00, p<.001)과 오프라인(F=3.89, p<.001) 구전행

동의 평균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 “온·오프라인 구

전행동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2) 소비자 구전행동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상에서와 같은 상품태도를 가지는 소비자 구전행

동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

석(χ
2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

으며, 집단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전체적 경향을

살펴보면 집단별 성별비에서는 오프라인 구전행동 집

단은 남자의 46.1%(n=82), 여자의 31.5%(n=84)로 구성

되었으며, 온라인 구전행동 집단은 남자의 24.7%(n=

44), 여자의 35.2%(n=94), 온·오프라인 집단은 남자의

29.2%(n=52), 여자의 33.3%(n=89)의 구성으로 전체적으

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온라인 구전행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집단별 연령비는 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이 10대의

37.0%(n=27), 20대의 35.6%(n=124), 30대의 62.5%(n=

15) 구성이었으며, 온라인 구전행동 집단은 10대의 32.9%

(n=24), 20대의 31.6%(n=110), 30대의 16.7%(n=4), 온·

오프라인 집단은 10대의 30.1%(n=22), 20대의 32.8%

(n=114), 30대의 20.8%(n=5)로 구성되었다. 30대의 62.5%

가 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으로 나타나 10, 20대는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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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온라인 구전활동이 활발하며, 30대는 온라인보

다 오프라인 구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의 결혼유무의 따른 구성비는

미혼의 37.0%(n=155)와 기혼의 45.8%(n=11)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라인 구전행동 집단은 미혼의 31.7%(n=132),

기혼의 16.7%(n=4), 온·오프라인 집단은 미혼의 31.1%

(n=10.7)와 기혼의 37.5%(n=9)의 구성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미혼이 기혼에 비해 온라인 구전활동을, 기혼

일수록 오프라인 구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은 1시간 미만 사용자의 71.4%(n=5)와 1시

간 이상~2시간 미만 사용자의 45.8%(n=33), 2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사용자의 37.3%(n=95), 5시간 이상~10시

간 미만 사용자의 32.1%(n=27), 10시간 이상 사용자의

16.7%(n=4)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온라인 구전행동 집

단은 1시간 미만 사용자의 14.3%(n=1), 1시간 이상~2시

간 미만 사용자의 26.4%(n=19), 2시간 이상~5시간 미만

사용자의 31.8%(n=81), 5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사용

자의 34.5%(n=29), 10시간 이상 사용자의 33.8%(n=8),

온·오프라인 집단은 1시간 미만 사용자의 14.3%(n=1)

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사용자의 17.8%(n=20), 2시

간 이상~5시간 미만 사용자의 31.0%(n=79),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사용자의 33.3%(n=28), 10시간 이상 사용

자의 50.0%(n=12)로 구성되어 인터넷 이용시간이 짧을

수록 오프라인 구전행동을 많이 하고, 인터넷 이용시간

이 길수록 온라인 구전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패션상품 지출비에 따른 집단별

구성비는 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은 10만원 미만 지출

응답자의 36.0%(n=9)와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응답

자의 38.0%(n=54), 30만원 이상 응답자의 46.4%(n=13)

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온라인 구전행동 집단은 10만원

미만 지출 응답자의 32.4%(n=89)와 10만원 이상~30만

원 미만 응답자의 29.6%(n=42), 30만원 이상 응답자의

25.0%(n=7), 온·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은 10만원 미만

지출 응답자의 31.6%(n=87)와 10만원 이상~30만원 미

만 응답자의 32.4%(n=46), 30만원 이상 응답자의 28.6%

Table 1. Factors of perceived risk in online fashion item shopping

Factor & measurement variable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alpha

Factor 1. Product rick

Can not try on online clothing .81

4.12
25.73

(25.73)
.79

May fail to fit well with my personal size .77

Might choose wrong size .74

Can not examine the actual product .67

Made be of inferior quality .66

Factor 2. Information leakage risk

My personal information may not be secure .88

2.64
16.49

(42.22)
.88My credit card number may not be secure .88

My online payment may not be secure .84

Factor 3. Shipping risk

May not get the product .77

1.54
09.60

(51.82)
.70

May not get what I want .68

May fail to be delivered within the expected time frame .67

May be a problem with the product .62

Factor 4. Financial risk

May be able to purchase it at a lower price somewhere else .87
1.15

07.19

(59.01)
.66

Might be overcharged .70

Factor 5. Social risk

May fail to fit my personal image or self-concept .79
1.06

06.60

(65.61)
.61

May cause others to think less highly of me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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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assification of WOM behavior in fashion products shopping

Factor & Measurement variable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alpha

Often writing reviews after online shopping .82

1.74
43.39

(43.39)
.55Often consider previous reviews when fashion item shopping on the

internet
.81

Ask people (friends or family) their opinions before fashion product

shopping
.89

1.07
26.76

(70.14)
.52

Tell people about my opinions after fashion product shopping .72

Table 4. WOM behavior group segmentation

Offline WOM behavior

group (n=166)

Online WOM behavior

group (n=138)

On·Offline WOM behavior

group (n=141)
F

Online WOM behavior
2.50

C

3.42

B

4.00

A
270.06***

Offline WOM behavior
3.25

a

B

2.34

C

3.89

A
272.80***

***p<.001

Duncan test: A>B>C

(n=8)로 이루어져 있었다. 월 평균 패션상품 지출비가 많

을수록 오프라인 구전행동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보

여졌다.

다음으로 구전행동 그룹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구매

품목 특성을 알아본 결과<Table 6>, 그룹 간 구매품목

순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전행동

을 하는 그룹의 경우 구매품목에서 1순위인 티셔츠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오프라인 구전행

동 그룹의 구매품목 간 비중의 차이가 더 작은 것으로 나

타나 온라인 구전행동을 하지 않는 소비자가 더욱 다양

한 품목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전행동 그룹별 인터넷 패션상품 구매결정에 영향

을 주는 요인<Table 7>으로는 세 구전행동 그룹 모두 구

매결정에 있어 가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

하였으며, 오프라인 구전행동을 하는 그룹의 경우 두 번

째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사이트 인지도인 것에 비해 온

라인에서만 구전행동을 하는 그룹은 상품의 세부정보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사이트 인지도의 경우 5순위로 낮

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상품후기는 세 구전행동 집단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구전행동을 하는 온·오프

라인 집단에서 구매결정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구전활동을 활발히 하는 만큼 다른 두 집

단에 비해 구전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3) 구전행동 집단별 지각된 온라인 쇼핑위험

구전행동 집단에 따라 온라인 쇼핑 위험지각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

Table 2. Means of perceived benefits in online fash-

ion item shopping                                   (N=446)

Shopping benefit M

1. No time and space constraints 4.03

2. Cheap price 3.91

3. Economy of time 3.90

4. Product diversity 3.84

5. No sales pressure 3.83

6. Easy price comparison 3.80

7. Delivery (shipping) easiness 3.65

8. Share others experience and information 3.58

9. Availability to purchase foreign products 3.57

10. Using coupon and mileage 3.09

11. Unique products 3.08

12. Viewable photo displays 2.97

13. Good product 2.76

14. Consistency 2.64

15. Availability of special products (big size or

small size)
2.48

16.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1:1 con-

sulation e-mailing service), A/S (easy refund

and exchange)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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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WOM behavior group

Consumer WOM behavior group

TotalOffline WOM

behavior group

(n=166)

Online WOM

bahavior group

(n=138)

On·Offline WOM

behavior group

(n=141)

Sex
male 82 (46.1%) 44 (24.7%) 52 (29.2%) 178 (100%)

female 84 (31.5%) 94 (35.2%) 89 (33.3%) 267 (100%)

χ
2
=10.47

Age

teens 27 (37.0%) 24 (32.9%) 22 (30.1%) 73 (100%)

twenties 124 (35.6%) 110 (31.6%) 114 (32.8%) 348 (100%)

thirties 15 (62.5%) 4 (16.7%) 5 (20.8%) 24 (100%)

χ
2
=7.14

Marriage

single 155 (37.2%) 132 (31.7%) 130 (31.2%) 417 (100%)

married 11 (45.8%) 4 (16.7%) 9 (37.5%) 24 (100%)

other 0 (    0%) 2 ( 100%) 0 (    0%) 2 (100%)

χ
2
=6.82

Job

student 130 (37.8%) 107 (31.1%) 107 (31.1%) 344 (100%)

Worker 34 (37.4%) 28 (30.8%) 29 (31.9%) 91 (100%)

other 2 (20.0%) 3 (30.0%) 5 (50.0%) 10 (100%)

χ
2
=2.52

Internet usage time

Less than 1 hour 5 (71.4%) 1 (14.3%) 1 (14.3%) 7 (100%)

More than 1 hour-

Less than 2 hours
33 (45.8%) 19 (26.4%) 20 (17.8%) 72 (100%)

More than 2 hours-

Less than 5 hours
95 (37.3%) 81 (31.8%) 79 (31.0%) 225 (100%)

More than 5 hours-

Less than 10 hours
27 (32.1%) 29 (34.5%) 28 (33.3%) 84 (100%)

More than 10 hours 4 (16.7%) 8 (33.3%) 12 (50.0%) 24 (100%)

χ
2
=12.17

Average of

fashion products

expenditures

per month

Less than 100,000 won 99 (36.0%) 89 (32.4%) 87 (31.6%) 275 (100%)

More than 100,000 won-

Less than 300,000 won
54 (38.0%) 42 (29.6%) 46 (32.4%) 142 (100%)

More than 300,000 won 13 (46.4%) 7 (25.0%) 8 (28.6%) 28 (100%)

χ
2
=1.46

Table 6. Rank of purchasing fashion items at online by WOM behavior group

Offline WOM behavior

group (n=165)

Online WOM behavior

group (n=137)

On·Offline WOM behavior

group (n=140)

1 T-shirts (n=71) 47.7% T-shirts (n=79) 61.2% T-shirts (n=84) 64.1%

2

Fashion items (hats,

shoes, bags, and

accessories) (n=44)

29.5%

Fashion items (hats,

shoes, bags, and

accessories) (n=44)

17.1%

Fashion items (hats,

shoes, bags, and

accessories) (n=44)

19.8%

3 Pants & skirt (n=17) 11.4% Pants & skirt (n=19) 14.7% Pants & skirt (n=15) 11.5%

4 Jumper & jacket (n=9) 6.0% Jumper & jacket (n=8) 6.2% Jumper & jacket (n=3) 2.3%

5 Innerwear (n=4) 2.7% Innerwear (n=1) 0.8% Innerwear (n=2) 1.5%

6 Suit (n=2) 1.3% Suit - Suit (n=1) 0.8%

7 Other (n=2) 1.3% Other - O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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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Table 8>, 구전

행동 집단 간 제품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정보 유출 위험에서

는 p<.001 수준의, 배송 위험은 p<.05 수준의 통계적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보 유출 위험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은 온·오프

라인 구전행동 집단이였으며(F=2.12, p<.001), 온라인

구전행동 집단(F=2.02, p<.001), 오프라인 구전행동 집

단(F=1.92, p<.001) 순으로 정보 유출 위험을 많이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 위험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집

단은 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과 온·오프라인 구전행

동 집단으로 두 집단은 배송에 대한 위험을 같은 수준

으로 느끼며, 온라인 구전행동 집단이 배송 위험을 가장

작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온·

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이 패션상품 온라인 쇼핑에서

정보 유출 및 배송에 관한 위험을 가장 높게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모두

구전행동을 하는 온·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은 한 쪽

에서만 구전행동을 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전행

동 집단에 비해 위험을 더 많이 느끼므로 더 많은 정보

를 발·수신하게 되고, 많은 정보를 접하는 만큼 우려

또한 더 많아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프라인 구

전행동 집단은 온라인 쇼핑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쇼핑

을 주로 하는 소비자 집단으로 판단되어지며, 온라인 쇼

핑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낮고,

구매경험이 작거나 없기 때문에 배송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구전행동 집단의

경우 정보 유출과 배송에 대한 우려를 느끼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패션상품 쇼핑 시 지각된

위험이 온라인이라는 채널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주

지 않고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며 온라인에서 주로 구전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구전행동 집단별 지각된 온라인 쇼핑혜택

구전행동 집단에 따라 온라인 쇼핑혜택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

Table 7. Factor  that influence online fashion items purchasing decisions by WOM behavior group

Offline WOM behavior

group (n=165)

Online WOM behavior

group (n=137)

On·Offline WOM behavior

group (n=140)

1 Price (n=78) 47.3% Price (n=76) 55.5% Price (n=56) 40.0%

2 Site awareness (n=27) 16.4%
Datail information of

product (n=19)
13.9% Site awareness (n=23) 16.4%

3
Datail information of

product (n=22)
13.3% Brand (n=16) 11.7% Review (n=22) 15.7%

4 Brand (n=19) 11.5% Review (n=12) 8.8% Brand (n=21) 15.0%

5 Review (n=14) 8.5% Site awareness (n=12) 8.8%
Datail information of

product (n=13)
9.3%

6 Delivery term (n=4) 2.4% Delivery term (n=1) 0.7% Delivery term (n=3) 2.1%

7 Other (n=1) 0.6% Payment option (n=1) 0.7% Other (n=2) 1.4%

Table 8. WOM behavior group comparison: Perceived online shopping risk

Offline WOM behavior

group (n=166)

Online WOM behavior

group (n=138)

On·Offline WOM behavior

group (n=141)
F

Product risk 3.91 4.04 3.98 1.77

Information leakage risk
1.92

C

2.02

B

2.12

A
10.81***

Shipping risk
2.20

A

2.05

B

2.20

A
3.25*

Financial risk 1.14 1.09 1.10 1.25

Social risk .88 .81 .84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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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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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Table 9>, 구전

행동 집단 간 쇼핑혜택의 차이에서 점원 강요 없음을 제

외한 가격저렴(F=5.63, p<.01), 시간절약(F=3.17, p<.05),

배달 용의성(F=3.58, p<.05), 상품다양성(F=9.48, p<.001),

시·공간제약 없음(F=7.53, p<.01), 가격비교 용의(F=

4.82, p<.01)의 모든 혜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세 집단 중 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에 비해 온라인

구전행동 집단과 온·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이 온라인

쇼핑혜택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이 온라인 구전행

동 집단보다 혜택을 조금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전에 동시에 참여함

으로써 장단점의 비교가 더욱 용이함으로 온라인 쇼핑

에 대한 위험을 높게 느끼듯이 혜택 또한 높게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오프라인 구전행동을 주로 하

는 오프라인 구전 집단의 경우 패션제품 구매를 오프라

인에서 주로 하며, 온라인을 통한 패션상품 구매 및 구

전활동 경험이 적기 때문에 혜택 또한 많이 느끼지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인

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류는 소비자의 정보 탐색과 소비

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

러한 소비자 행동을 통한 영향력은 다른 어떤 광고나

마케팅 전략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구전의 긍정적 활성화를 위해서 먼

저 구전행동을 하는 소비자의 특성 및 이들의 온라인

쇼핑에 대한 지각(위험, 혜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

를 통해 구전행동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구전의 활성화 및 상품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구전행동 집단의 경우 여성이면서 특히 미혼

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온라인 구전활동을 활발히 하며,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월 평균 패션상품 지출비가

작을수록 온라인에서의 발·수신 구전행동을 더욱 많이

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에 반해 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

은 남성이면서 기혼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프라인 구

전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역시 인터넷 이

용시간이 짧을수록, 월 평균 패션상품 지출비가 많을수

록 오프라인에서의 구전행동 많이 하여 온라인 구전행

동 집단과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각 채

널 모두에서 구전활동을 하는 소비자 집단인 온·오프

라인 구전행동 집단은 양쪽 집단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낮을 연령대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길수록 더욱 활발한 온라인 구전행동 소비자의

Table 9. WOM behavior group comparison: Perceived online shopping benefit

Offline WOM

behavior group

(n=166)

Online WOM

behavior group

(n=138)

On·Offline WOM

behavior group

(n=141)

F

No time & space constraints
3.85

B

4.13

A

4.14

A
7.53**

Cheap price
3.74

B

4.00

A

4.01

A
5.63**

Economy of time
3.76

B

3.99

A

3.97

A
3.17*

Product diversity
3.62

B

3.91

A

4.04

A
9.48***

No sales pressure 3.68 3.86 3.95 2.74

Easy price comparison
3.65

B

3.85

A

3.93

A
4.82**

Easy delivery
3.49

B

3.77

A

3.71

A
3.58*

Share other users' experience and information
3.16

B

3.73

A

3.93

A
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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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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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보였다. 이는 온·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 구성

원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발·수신 구전활동 비

중에 차이가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

한 구전행동 소비자 특성을 바탕으로 마케터들은 자사

제품의 주 사용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따른 채널에서의 확산을 위해 많은 마케팅 노력을 기울

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경향을 가진 구전행동 그룹

의 인터넷 구매품목 특성과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

인에 있어서는 그룹 간 구매품목 순위의 차이는 없지만,

온라인 구전행동을 소비자가 더욱 다양한 품목을 구매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세 구전행동 그룹 모두 구매

결정에 있어 가격에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

로 나타난 구전행동과 상관없이 구매결정에 있어 가격

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오프라

인 구전행동 소비자의 경우 사이트 인지도에 영향을 높

게 받는 것에 비해 온라인에서 구전행동을 하는 소비자

일수록 상품의 세부정보에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나, 이는 활발한 온라인 구전행동을 통해 온라인 쇼

핑에 익숙한 소비자일수록 이전 구매자들의 경험을 통

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보다 상품 자체

에 대한 정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여 구전활동 역시

상품정보를 더욱 얻기 위한 행동으로서 온라인 구전행

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오프라인 구전

행동을 하는 소비자일수록 상품의 세부정보보다 사이

트 인지도를 더욱 구매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들며 온

라인 구전행동 소비자에 비해 상품후기의 중요도 역시

비교적 낮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구전활동

이 적은 만큼 상품에 앞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않아 우선적으로 사이트 자체에 대한 인지도 또는

신용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구전정보인 상품후기는 세 구전행동 집단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구전행동을 하는 집단에서 구매결

정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며, 다음이 온라인 구전행

동 집단, 제일 영향을 덜 받는 집단이 오프라인 구전행

동 집단인 것으로 볼 때, 구전활동을 양쪽으로 활발히

하는 만큼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구전정보에 영향을 많

이 받는 것으로 즉, 인터넷 구매후기 게시판에 글을 남

기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전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구전행동 소비

자가 온라인 쇼핑의 주요 소비자임을 알 수 있으며, 주

요 소비자들의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세부정

보를 더욱 구체적, 시각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더욱 온라인 구전이 활성화되면, 오프라인 구

전활동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시 느끼는 사이트에 대

한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마케터들은 광고를 통한 사이트 광고뿐만 아니라 구

전활성화를 통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

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 집단 중 온·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위험지각과 쇼핑혜택을 모두 높게 느끼는

것은 활동이 활발한 온·오프라인 구전행동 집단은 접

하는 정보의 양 또한 많기 때문에 높은 혜택을 느끼는

반면 접하는 많은 정보가 모두 긍정적 정보는 아니므로

위험 또한 높게 느끼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위

험지각과 쇼핑혜택 모두 낮게 느끼는 오프라인 집단은

온라인 구전정보의 접촉이 적기 때문에 위험도 낮게 느

끼지만 혜택도 또한 낮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위

험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의 마케터들은 긍정적 온라인

구전정보의 활성화와 함께 부정적 구전정보의 관리가 요

구된다. 또한 긍정적 구전정보의 활성화와 함께 오프라

인 구전활동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전활동에 더욱 참여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문의, 온라인 쿠폰 등 다양한 마케

팅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구전행동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매품목, 결정 요인, 혜택과 위험 정도 및 세부적

차이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온라인 쇼핑에서의 구전커

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및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소비

자의 구전행동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기업의 효율적 관

리 및 전략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전행동 소비자에 따른 온라인 쇼핑

에 대한 위험과 혜택의 차이 만을 알아보았지만, 연구

결과에 나타난 차이는 구전정보의 특성, 온라인 쇼핑몰

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한계

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위험은 낮추고 혜

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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