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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Fashion market in the past had a physical structure, and the supply and demand developed 
within that space. However, this has changed with the development of online fashion market, as 
it no longer requires physical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atisfaction 
level of online shopping purchase based on the purchase motivation of women in their 20’s. It 
aimed to look into how the online media affected the market, and find ways to improve the 
shopping malls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marke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fe-
male students' online shopping motivation on their satisfaction with a premise that purchase moti-
vation is related to the satisfaction level. The researched subjects were selected among female col-
lege student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using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Results 
showed that economic purchase motivation, product purchase motivation, hedonic purchase moti-
vation, and social purchase motivation had positive correlation to satisfaction level. The most in-
fluential factors to the satisfaction level were convenient purchase motivation and product pur-
chase motivation, then social purchase motivation in shopping. Hedonic purchase and economic 
purchase were less influential than other factors in online shopping. Social purchase motivation 
factor is least influential when compared to others. As for detailed purchase motivations affecting 
the satisfaction level, reasonable price, latest fashion goods, interest and fun of online shopping, 
and the ease of shopping were important factors. The research result indicates that alternative 
shopping solutions can be better understood by examining the online shopping satisfaction ac-
cording to purchase motivation, and improve current online shopping m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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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거의 시장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시장으

로 찾아가 제품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절차가 필수

요소로 작용하는 상거래 형태가 이루어졌다. 그러

나, 현재의 시장 구조는 과거 전통시장의 형태를

따르는 오프라인 시장과 전자통신망의 발달에 의

하여 형성된 온라인시장이 함께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전통시장의 소비자들의 쇼

핑 성향을 변화시키게 되었고, 속도의 경쟁처럼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통신의 발달에 의하여

소비자들의 쇼핑 특성과 욕구 또한 변화되고 있

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는 시각적 자료를 활용

한 정보에 의하여 쇼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의

사에 대한 쇼핑의 만족도와 현재 온라인상에서 제

품을 구입하기 위한 구매의사의 쇼핑 만족도에 대

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현재 온라

인쇼핑 시장의 대응하는 소비자의 반응과 그에 따

른 만족도 및 구매요소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

다. 특히 온라인쇼핑 시장의 소비자층 가운데 20

대는 본격적인 온라인 쇼핑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연령층인 동시에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온라인 쇼핑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온라인쇼핑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인터넷 쇼핑

몰 이용 소비자의 쇼핑성향에 따른 패션제품 구매

행동(Ju, 2013), 인터넷 쇼핑에서 패션제품 구매성

향 특성에 관한 연구(Kim, 2008), 의복쇼핑성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Lee, 2005), 의복쇼핑 성향에 따른 인터넷 의류

제품 구매행동 연구(Yoon, 2008), 인터넷 쇼핑에서

의 의복구매행동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연구

(Song & Lee, 2001), 인터넷 의류 구매자의 의류

쇼핑행동, 태도 특성(Shin & Ha, 2001)와 같은 온

라인쇼핑에서의 구매행동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온라인 쇼핑에서 패션 제품 구매 의도에 관

한 연구로는 인터넷 패션쇼핑몰의 소비자 구매의

도에 미치는 플로어의 영향에 관한 연구(O. Yoo,

2010),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Park, 2011), 인터넷쇼핑 고

객만족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Song, 2009)가 있으며, 온라인 쇼핑 만족도에 관

한 연구로는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 품질 중요도

와 소비자 유형에 따른 패션상품 서비스 품질 만

족에 관한 연구(Park, 2003), 패션웹사이트 이용실

태와 정보 만족도에 관한 연구(Shin & Kim,

2001), 의류 소비자 구매 선택 기준이 구매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Jang, Hong & Lee

2015), 인터넷 쇼핑의 의류 구매 시 정보탐색과 만

족도에 관한 연구(Kim, 2002)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인터넷 쇼핑에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Jung, 2005), 시니어

의 인터넷쇼핑 구매의사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Gu, 2014)과 같이 온라인쇼핑의 구매의사에 관하

여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패션제품에 대한

온라인 쇼핑에서 쇼핑의 동기 요인과 만족도에 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

라인 쇼핑시장에서 소비자로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래의 계속적인 소비자층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20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패션제품 쇼핑에 보다 적

극적인 점을 고려하여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패

션제품의 온라인 쇼핑에 대한 동기 요인이 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온

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니즈에 따른 온라인 쇼

핑몰의 발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온라인 패션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쇼핑동기에 관한 연구
쇼핑동기는 쇼핑지향성 또는 쇼핑성향으로도

지칭되는 것으로써 개인의 욕구를 총족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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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Park, Lee, &

Kim, 2009)하는 쇼핑행동과 관련된 경향(Predis-

position)을 의미한다(Park & Kang, 2011). 쇼핑

동기는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

로(Park et al., 2009) 제품 구매와 관련된 동기뿐

만 아니라 구매로부터 얻어지는 효용과 심리적이

고 사회적인 동기(Lee & Kim, 2013) 등의 다양

한 개념을 포함한다.

온라인 쇼핑동기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판매 및 구매 형태인 통신 회선을 활용한 온라인

시스템(Online system)에서의 쇼핑동기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의 동기는 개인의 가치나 욕구

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요인으로 대표

되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며, 그 연구

또한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되어 연구되고 있다. Li,

Kuo & Russell(1999)은 온라인 쇼핑의 동기를 경

험적 동기와 편의적 동기로 구분하였으며, Brown

& Voges(2002)는 편의적 동기와 쾌락적 동기로

구분하였고, To, Liao, & Lin(2007)은 쾌락적 동

기와 효용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Jo &

Song(2002)은 쇼핑의 동기로 쇼핑성향으로 파악

하여 쇼핑즐거움, 위험지각, 가격의식 그리고 편의

성으로 구분하였다. Park & Kim(2006)의 연구에

서는 쇼핑의 동기를 오락적 동기, 경험적 동기, 그

리고 편의적 동기로 구분하였으며, Yoo &

Park(2009)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동기, 편의적 동

기, 쾌락적 동기, 그리고 사회적 동기로 쇼핑동기

요인을 분류하였다. Kim(2014)은 쇼설커머스의

쇼핑 만족도의 요인을 경제성, 편의성, 유희성, 상

호작용으로 분류하고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Lee(2011)는 온라인 쇼핑동기를 경제적 쇼핑동기,

쾌락적 쇼핑동기, 편의적 쇼핑동기, 사회적 쇼핑동

기로 구분하였다.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쇼핑동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 & Rhee(1999)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상품 구매동기를 편의성, 정보성,

쾌락성, 경제성, 환불 및 결제의 용이성으로 분류

하였다. Kim & Rhee(2001)는 패션 제품 쇼핑동

기를 인지적 동기와 쾌락적 동기의 차원으로 구분

하였으며, Lim & Hong(2004)은 쾌락적 동기, 편

의적 동기, 경제적 동기, 그리고 상품 특성적 동기

로 제시하였다. Lee & Lee(2009)는 편의동기, 제

품동기, 쾌락동기, 그리고 경제동기로 구분하였으

며, Lee & Kim(2013)은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쇼핑동기를 쾌락적 혹은 경제적 쇼핑동기, 편의적

동기, 상품적 동기, 사회적 동기의 요인으로 추출

하였다. Kim(2008)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 제

품 구매 동기를 경제적 동기, 제품적 동기, 쾌락적

동기, 편의적 동기의 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

2. 쇼핑 만족도에 관한 연구
쇼핑 만족도는 쇼핑이라는 상황이나 행위에 대

한 소비자의 만족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쇼핑

만족도는 시장이나 구매한 특정 제품에 대하여 소

비자들의 경험에 대한 좋고 나쁜 정도의 감정적

반응으로(Westbrook, 1960), 소비자의 욕구를 얼

마나 채워졌는지에 대한 반응의 정도(In, 2009)를

의미한다. 소비자 만족의 평가는 인지적 관점과

감정적 관점으로 평가되는데 인지적 관점은 제품

이나 서비스의 대한 기대와 성과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는 경험적 측면을 중시하며, 감정적 관점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후 형성되는 긍

정적 감정의 상태의 만족으로 평가된다(Y. Yoo,

2010). Gu(2014)는 쇼셜쇼핑의 고객만족을 인지의

접점을 기준으로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만족

을 소비경험의 결과로 개념화하는 결과 지향적 접

근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 지향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패션제품에 대한 쇼핑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Yoo(2010)는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만족

도는 패션 제품 구매 시 쇼핑몰의 판매촉진 혜택

에 영향을 미치며 재구매 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 밝혔다. Kim(2000)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소

비자 구매행동에 따른 패션웹사이트의 만족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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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하여 이용횟수, 사용시간, 연령, 직업에

따른 패션웹사이트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 Na(2006)는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특성, 패션제품

특성, 개인적 특성으로 나누고 각 특성에 따른 하

부 요인들을 구분하여 영향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Kim(2002)은 인터넷 쇼핑의 만족도는 인터넷 쇼

핑 흥미도와 의복관여도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쇼

핑 흥미도는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함을 밝혔다. Lee(2004)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시 배송 안정성, 상품의 질, 정보 품질,

상호작용성이 소비자의 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것을 밝혔다. Yoo & Kim(2001)은 인터넷

쇼핑에서 위험에 대한 기대감은 낮고 혜택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쇼핑의 만족도가 높아져 구매 후

더욱더 쇼핑몰에 대한 호의적 태도의 형성하여 재

방문을 유도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전체 여성 가운데 여대생을 대상으로 패션제품

에 대한 온라인 쇼핑동기 요인이 온라인 쇼핑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여대생들의 온라인 쇼핑에서 경제적

동기 요인이 쇼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다.

연구문제2. 여대생들의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적

동기 요인이 쇼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다.

연구문제3. 여대생들의 온라인 쇼핑에서 쾌락적

동기 요인이 쇼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다.

연구문제4. 여대생들의 온라인 쇼핑에서 편의적

동기 요인이 쇼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다.

연구문제5. 여대생들의 온라인 쇼핑에서 사회적

동기 요인이 쇼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다.

2.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과 경기도, 대전광역시와 충청도, 부산광역시와 경

상도, 전라도, 강원도와 제주도의 2년제 대학과 4

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대생을 중심으로 편의

표본추출법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조

사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7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340부 가운데 297부가 회수

되었으나, 불성실하거나 회피내용 등이 포함된다

고 판단되는 43부와 온라인 쇼핑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4부를 폐기하여 총 283부의 유효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조사 방법

조사방법은 질문지법을 활용하였으며, 조사도구

로는 폐쇄형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인 설

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와 예비조사

를 거쳐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과 보완 과

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설문 내용은 온라인 쇼핑

동기 요인과 온라인 쇼핑 만족도 구분하였다. 온

라인 쇼핑동기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경제적

동기, 제품적 동기, 쾌락적 동기, 편의적 동기, 사

회적 동기를 선정하였으며, 각 요소들이 온라인

쇼핑 만족도(온라인 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에 만족

함, 온라인 쇼핑을 다시 이용함,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을 다시 구매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였다.

20대 여대생들의 패션제품에 대한 온라인 쇼핑

동기 요인이 온라인 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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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Type Scale)

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와 쇼핑 동기

요인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온라인 쇼핑행

동에 관한 평가는 조사자의 선호도에 따라 체크하

도록 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설문자료 유효표본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신

뢰도 측정은 Cronbach’s alpha를 활용하였다. 여대

생의 패션제품 온라인 쇼핑동기와 관련된 5대 요

인이 온라인 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고 종속변수가

하나일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였다.

Ⅳ. 연구모형 및 가설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동기와 관련된 다섯 가

지 요인과 각각의 요인별 세부 사항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추출하였다. 또한 여대생의 패션제품 온라

인 쇼핑동기 요인이 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 만족도를 세

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온라인

쇼핑동기 요인 변수들이 온라인 쇼핑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본 연구는 <Fig.1>Model Type in Research

와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2. 가설 설정
온라인 쇼핑에서 동기는 사람들이 쇼핑행동을

유발 시키는 원인이나 계기(Park et al., 2009)로

쇼핑동기 요인에 따라 제품 구매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제품의 재구매에도 영향

을 미친다. 온라인 쇼핑의 동기 요인은 크게 경제

적 동기 요인, 제품적 동기 요인, 쾌락적 동기 요

인, 편의적 동기 요인, 사회적 동기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쇼핑의 동기 요

인 중 경제적 동기 요인, 쾌락적 동기 요인, 편의

적 동기 요인, 그리고 사회적 동기 요인이

Lee(2011)의 온라인 쇼핑동기 요인과 개념상 유

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관련된 지표를 추출하

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제품적 동기

요인을 포함시켜 연구를 수행하였다.

쇼핑의 만족도는 Ko(2014)의 연구에서 관련이

높은 3개의 지표를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1) 경제적 쇼핑동기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경제적 요소는 제품 선

택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쇼핑

활동을 통하여 구입한 제품의 효용이나 즐거움에

도 영향을 주는 동기 요소중 하나이다(Kim, Kim,

Park, & Yang, 2011). 온라인 쇼핑은 제품의 가

격을 절감시키고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공

동구매 사이트를 통한 가격의 절감은 온라인 서비

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Fang,

2012).

온라인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Kim

(2014)은 가격면에서 경제적이어서, Na(2012)와

Lee(2011)는 인터넷 쇼핑을 통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와 금전을 절약할 수 있어서라고

보고하고 있다. Kim(2008)과 Park et al.(2009)은

가격의 비교가 쉬워서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Kim

& Rhee(1999)와 Lim & Hong(2004)은 점포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의류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라

고 보고하였다.

패션제품의 경제적 쇼핑동기와 소비자 만족도

에 관한 연구로는 Na(2006)와 Kim(2014)이 경제

적 쇼핑동기와 소비자 만족도는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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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경제적 쇼핑

동기의 요인을 다른 곳보다 싸게 쇼핑할 수 있음,

대체로 좋은 가격에 쇼핑할 수 있음, 그리고 가격

비교가 쉬움의 세가지 변수로 추출하였으며, 온라

인에서 패션 제품 구매 시 경제적 동기 요인이 쇼

핑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패션제품에 대한 온라인 쇼핑에서 경제

적 동기 요인은 쇼핑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제품적 쇼핑동기

제품적 쇼핑동기란 제품 구매의 필요에 의해

또는 제품의 정보를 얻기 위한 바람에 의하여 유

발되는 동기를 의미한다(Kim et al., 2011). 제품

이란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의 의미를 포

함한다. 패션 제품은 가격, 상표, 스타일, 색상 등

의 물리적 특성과 함께 소비자의 지각과 경험을

통하여 추론되는 차별성, 개성, 실용성 등의 주관

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에(Na, 2006)

제품 구매시 복합적인 요소의 제품 동기들이 쇼핑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ype of Model

Motivation factor of online shopping

Economic purchase motivation

· cheaper than other shopping place (H1:+)

· shopping with overall resonable price (H2:+)

· easy to make price comparison (H3:+)

Product purchase motivation

· obtainable for the latest goods (H4:+)

· obtainable for the unique goods (H5:+) Satisfaction in shopping

Hedonic purchase motivation · satisfied with products

purchased online

· revisited the online

shopping mall

· purchased products online

again

· interest and fun in shopping online (H6:+)

· enjoyable in joining shopping event (H7:+)

· stress reduction in shopping online (H8:+)

Convenient purchase motivation

· save in time (H9:+)

· availability at any time & place (H10:+)

· convenient delivery of the goods (H11:+)

Social purchase motivation

· to get along with people around (H12:+)

· not to get left behind friends (H13:+)

· mimetic purchase online following the friends

(H14:+)

<Fig. 1> Model Type in Research



여대생의 패션제품 온라인 쇼핑동기 요인이 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27 -

온라인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Kim

(2008)은 최신 유행하는 의류를 구입할 수 있으

며, 국내에 없는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Na(2012)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이라고 하였으며, Lim & Hong(2004)은 독특한

상품과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Park et al.(2009)은 희귀한 제품을 구입

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을 구입 할 수 있어서 라고 하였으며, Qin &

Kim(2016)은 구매하고 싶은 브랜드가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패션제품의 제품적 쇼핑동기와 소비자 만족도

에 관한 Na(2006)의 연구에서 제품속성은 소비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

고, Bae, Kim, Park, & Lee(2006)의 연구에서는

제품특성에 대한 동기가 높을수록 인터넷 쇼핑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제품적 쇼핑

동기의 요인을 최신 유행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음과

독특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음의 변수로 추출하였

으며, 온라인에서 패션 제품 구매 시 제품적 동기

요인이 쇼핑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적 동기 요인은

쇼핑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쾌락적 쇼핑동기

쾌락적 쇼핑동기는 쇼핑의 잠재적인 즐거움 및

정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쇼핑을 통해 얻

는 소비자들의 특정한 목적보다는 주관적이고 개

인적인 재미와 즐거움에서 비롯된다(Na, 2006).

쾌락적 쇼핑동기는 쇼핑에 대한 소비자 행동의 중

요한 전조로 받아들여졌으며(Holbrook & Elizabeth,

1987),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구매없이도 쇼핑 그

자체를 즐길 수도 있는(Bellenger & Korgoankar,

1980) 오락과 기분전환, 여가선용의 역할을 포함

한다(Kim et al., 2011).

온라인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Kim

& Rhee(1999), Lim & Hong(2004), 그리고 Park

et al.(2009)은 여러 온라인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면 기분이 전환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

다. Kim(2008)은 인터넷 쇼핑 자체가 즐거워서라

고 하였으며, Kim(2014)은 인터넷 쇼핑이 재미있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Na(2012)는 인터넷

쇼핑은 기분 좋고, 인터넷 쇼핑을 통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패션제품의 경제적 쇼핑동기와 소비자 만족도

에 관한 Kim(2002)의 연구에서 인터넷 쇼핑의 만

족도와 쾌락적 요소에 포함되는 인터넷 쇼핑 흥미

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였고, Na(2006)의 연구 또한 패션상품 구매자가

쇼핑 과정에서 느끼는 쾌락적 쇼핑가치가 소비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쾌락적 쇼핑

동기의 요인을 온라인 쇼핑은 재미있고 즐거움, 온

라인 쇼핑 이벤트 참여가 즐거움, 그리고 온라인

쇼핑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됨의 세 가지 변수로 추

출하여 온라인에서 패션 제품 구매 시 쾌락적 동

기 요인이 쇼핑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온라인 쇼핑에서 쾌락적 동기 요인은

쇼핑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편의적 쇼핑동기

편의적 쇼핑동기는 온라인 쇼핑행동에서 소비

자가 제품을 구입하는 동안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으면서 편리하게 쇼핑하려는 정도를 의미

한다(Fang, 2012).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의 장점

은 편의성과 정보성으로써 보다 적은 노력으로 간

편하고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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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Fang, 2012; Kim & Rhee 1999).

온라인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Lim

& Hong(2004), Kim(2008), Lee(2011), 그리고

Kim(2014)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2014)은 온라인 쇼핑은 점

포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어서라

고 보고하였고, Lee(2011)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

하게 쇼핑할 수 있어서라고 보고하였다. Lim &

Hong(2004)과 Park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언

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쇼핑을 할 수 있어서라

고 보고하였다. Lee(2011)와 Qin & Kim(2016)은

편안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때문이

라고 밝혔다. Ko(2014)는 배송뿐만 아니라 반품

및 교환의 편의성도 온라인 쇼핑 제품 구매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Lee(2004)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배송의 안

정성이 소비자의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보고하였다.

패션 제품의 편의적 쇼핑동기와 소비자 만족도

에 관한 Na(2006)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느끼는

편의적 쇼핑가치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편의적 쇼핑

동기의 요인을 온라인 쇼핑은 시간의 절약,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쇼핑이 가능함, 그리고 편안하

게 물건을 배송 받음의 세 가지 변수로 추출하여

온라인에서 패션 제품 구매 시 편의적 동기 요인

이 쇼핑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온라인 쇼핑에서 편의적 동기 요인은

쇼핑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사회적 쇼핑동기

사회적 쇼핑동기는 사회적 경험과 관심이 비슷

한 사람들과 의사소통, 준거집단의 동일화 등의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와는 관련 없는 심리적인 욕

구에 의하여 나타나는 동기이다(Lotz, Eastlick, &

Shim, 1999). 온라인의서 패션제품 소비자들은 쇼

핑의 편의성이나 즐거움, 경제성 이외에도 사회적

인 요인에 의하여 쇼핑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

은 사회적 쇼핑동기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조

언에 의한 제품의 구매와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Lee & Kim, 2013).

온라인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Lee(2011)와 Lee & Kim(2013)은 주위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주로 쇼핑하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에

게 뒤떨어지고 싶지 않아서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 & Kim(2013)은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이들과 어울리기 위해라고 보고하였으며, Qin &

Kim(2016)은 온라인에서 쇼핑한 친구의 옷이 마

음에 들어서라고 보고하였다.

패션제품의 사회적 쇼핑동기와 소비자 만족도

에 관한 Lee & Kim(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쇼핑동기와 소비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쇼핑동기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쇼핑

동기의 요인을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온라

인 쇼핑을 함, 친구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쇼핑함, 그리고 친구들이 온라인 쇼핑에서 샀기

때문에 나도 구매함으로 세 가지 변수로 추출하여

온라인에서 패션 제품 구매 시 사회적 동기 요인

이 쇼핑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온라인 쇼핑에서 사회적 동기 요인은

쇼핑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경제적 쇼핑동기: 온라인 쇼핑동기의 하위 요

인인 경제적 쇼핑동기가 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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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Na(2006)와 Lee

(2011)가 사용한 경제적 쇼핑동기 설문항목을 종

합하여 3개 문항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품적 쇼핑동기: 온라인 쇼핑동기의 하위 요

인인 제품적 쇼핑동기가 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Kim(2008)과

Lim & Hong(2004), 그리고 Park et al.(2009)이

사용한 제품적 쇼핑동기 설문항목을 종합하여 2개

문항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쾌락적 쇼핑동기: 온라인 쇼핑동기의 하위 요

인인 쾌락적 쇼핑동기가 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Na(2012)와 Lee

(2011), 그리고 Kim(2014)이 사용한 쾌락적 쇼핑

동기 설문항목을 종합하여 3개 문항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편의적 쇼핑동기: 온라인 쇼핑동기의 하위 요

인인 편의적 쇼핑동기가 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Lim & Hong

(2004)과 Park et al.(2009), 그리고 Lee(2011)가

사용한 편의적 쇼핑동기 설문항목을 종합하여 3개

문항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회적 쇼핑동기: 온라인 쇼핑동기의 하위 요

인인 사회적 쇼핑동기가 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Lee(2011)와

Lee & Kim(2013)이 사용한 사회적 쇼핑동기 설

문항목을 종합하여 3개 문항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온라인 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에 만족함: 쇼핑

만족도 지표의 하나로 제품 고유의 특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문항이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측정하였다.

온라인 쇼핑을 다시 이용함: 쇼핑 만족도 지표

의 하나로 온라인 쇼핑의 만족을 통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재방문이나 온라인 쇼핑의 재이용을 평

가하는 문항이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측정하였다.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을 다시 구매함: 쇼핑 만

족도 지표의 하나로 온라인 쇼핑의 만족을 통하여

제품 자체의 재구매를 평가하는 문항이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1=전혀 그렇지 않다, 5=매

우 그렇다) 측정하였다.

Ⅴ. 실증분석
1. 경제적 동기-온라인 쇼핑 만족도(가설1)
“온라인 쇼핑에서 경제적 동기 요인은 쇼핑 만

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1).”의 통계적 검정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온라인 쇼핑에서 경제적 동기 요인이 쇼핑 만

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경제적 동기

요인은 쇼핑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Table 1> 참조). 경제적 동기

요인 가운데 대체적으로 좋은 가격에 쇼핑할 수

있음은 온라인 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에 만족함,

온라인 쇼핑을 다시 이용함 그리고, 온라인 쇼핑

에서 제품을 다시 구매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p<0.001)를 보였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비교가 쉬움의 경제적

동기 요인은 온라인 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에 만족

함과 온라인 쇼핑을 다시 이용함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p<0.05)를 보였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곳보다 싸

게 쇼핑할 수 있음은 온라인 쇼핑 만족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온라인 쇼핑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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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적 동기의 요인은 대체적으로 좋은 가격에

쇼핑할 수 있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만족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격 비교가 쉬움으

로 나타났다.

가설1의 검정 결과 온라인 쇼핑에서 고객이 느

끼는 좋은 가격의 정도와 가격 비교의 용이함이

제품 구매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온라인 쇼핑

을 통한 제품의 재구매 및 쇼핑몰의 재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제품적 동기-온라인 쇼핑 만족도(가설2)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적 동기 요인은 쇼핑 만

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2).”의 통계적 검정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적 동기 요인이 쇼핑 만

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제품적 동기

요인은 쇼핑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Table 2> 참조). 제품적 쇼핑

동기 요인 중에서 최신 유행 제품을 구입할 수 있

음은 온라인 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에 만족함, 온

라인 쇼핑을 다시 이용함 그리고, 온라인 쇼핑에

서 제품을 다시 구매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p<0.001)를 보였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특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

음의 요인 또한 온라인 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에

만족함, 온라인 쇼핑을 다시 이용함 그리고, 온라

인 쇼핑에서 제품을 다시 구매함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p<0.05)를 보였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적 동기요인에서 최신 유행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음의 요인이 독특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음

의 요인보다 쇼핑의 만족도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온라인의 발

달에 의한 빠른 정보의 교환으로 최신 유행제품에

대한 쉬운 접근과 빠른 제품 검색의 가능성에 기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제

품 구매 사이트의 확대 및 확장을 통하여 다양한

패션제품을 접할 수 있는 유통망의 발달에 따라서

특이하거나 독특한 제품의 접근이 쉬워진 것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B t-value
significance

probability
R2

1-1 Economic Purchase Motivation – Satisfied with Products Purchased Online

Cheaper than Other Shopping Place -0.092 -1.396 0.164

0.563Shopping with Overall Resonable Price 0.354 4.855 0.000***

Easy to Make Price Comparison 0.113 2.054 0.041**

1-2 Economic Purchase Motivation – Revisited the Online Shopping Mall

Cheaper than Other Shopping Place 0.025 0.357 0.721

0.592Shopping with Overall Resonable Price 0.287 3.703 0.000***

Easy to Make Price Comparison 0.180 3.070 0.002**

1-3 Economic Purchase Motivation – Purchased Products Online again

Cheaper than Other Shopping Place 0.087 1.178 0.240

0.574Shopping with Overall Resonable Price 0.315 3.861 0.000***

Easy to Make Price Comparison 0.063 1.028 0.305

<Table 1> Hypothesis Test Results of Economic Purchase Motivation → Online Shopping Satisfac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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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쾌락적 동기-온라인 쇼핑 만족도(가설3)
“온라인 쇼핑에서 쾌락적 동기 요인은 쇼핑 만

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3).”의 통계적 검정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온라인 쇼핑에서 쾌락적 동기 요인이 쇼핑 만

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쾌락적 동기

요인은 쇼핑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Table 3> 참조). 쾌락적 동기

요인 가운데 온라인 쇼핑은 재미있고 즐거움은 온

라인 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에 만족함, 온라인 쇼

핑을 다시 이용함 그리고,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

을 다시 구매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p<

0.001)를 보였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으로 스트레스가 해

소됨의 요인은 쇼핑 만족도 중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제품에 만족함과 온라인 쇼핑을 다시 이용

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p<0.01)를 보였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B t-value
significance

probability
R2

2-1 Product Purchase Motivation – Satisfied with Products Purchased Online

Obtainable for The Latest Goods 0.198 3.245 0.001***
0.490

Obtainable for The Unique Goods 0.123 2.176 0.030**

2-2 Product Purchase Motivation – Revisited the Online Shopping Mall

Obtainable for The Latest Goods 0.241 3.728 0.000***
0.530

Obtainable for The Unique Goods 0.176 2.938 0.004**

2-3 Product Purchase Motivation – Purchased Products Online again

Obtainable for The Latest Goods 0.265 3.932 0.000***
0.527

Obtainable for The Unique Goods 0.163 2.623 0.009**

<Table 2> Hypothesis Test Results of Product Purchase Motivation → Online Shopping Satisfaction Level

B t-value
significance

probability
R2

3-1 Hedonic Purchase Motivation – Satisfied with Products Purchased Online

Interest and Fun in Shopping Online 0.238 4.193 0.000***

0.550Enjoyable in Joining Shopping Event -0.047 -0.975 0.331

Stress Reduction in Shopping Online 0.104 1.894 0.059*

3-2 Hedonic Purchase Motivation – Revisited the Online Shopping Mall

Interest and Fun in Shopping Online 0.362 6.242 0.000***

0.643Enjoyable in Joining Shopping Event -0.073 -1.491 0.137

Stress Reduction in Shopping Online 0.111 1.961 0.051*

3-3 Hedonic Purchase Motivation – Purchased Products Online again

Interest and Fun in Shopping Online 0.394 6.618 0.000***

0.662Enjoyable in Joining Shopping Event 0.022 0.436 0.663

Stress Reduction in Shopping Online 0.066 1.138 0.256

<Table 3> Hypothesis Test Results of Hedonic Purchase Motivation → Online Shopping Satisfac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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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온라인 쇼핑 이벤트 참여가 즐거움은 온라인

쇼핑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3의 검정 결과 온라인 쇼핑을 통한 재미와

즐거움은 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의 만족 및 제품의

재구매를 이끄는 요소로 쇼핑의 계속적 구매를 유

도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의 이벤트 참여는 온라인

쇼핑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

로부터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편의적 동기-온라인 쇼핑 만족도(가설4)
“온라인 쇼핑에서 편의적 동기 요인은 쇼핑 만

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4).”의 통계적 검정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온라인 쇼핑에서 편의적 동기 요인이 쇼핑 만

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편의적 동기

요인은 쇼핑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Table 4> 참조). 편의적 동기

요인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쇼핑이 가능

함은 온라인 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에 만족함, 온

라인 쇼핑을 다시 이용함 그리고, 온라인 쇼핑에

서 제품을 다시 구매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p<0.001)를 보였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안하게 물건을 배송 받음

의 요인은 쇼핑의 만족도 중 온라인 쇼핑을 다시

이용함과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을 다시 구매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p<0.001)를 보였으며,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

인 쇼핑은 시간이 절약됨의 요인은 온라인 쇼핑으

로 구매한 제품에 만족함과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

을 다시 구매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p<

0.01)를 보였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편의적 동기의 요인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쇼핑이 가능함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적게 받는 온라인 쇼핑의 특성과 함께 다

양한 채널을 통하여 확산되는 온라인 쇼핑의 확대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쇼핑의

B t-value
significance

probability
R2

4-1 Convenient Purchase Motivation – Satisfied with Products Purchased Online

Save in Time 0.079 1.870 0.062*

0.540Availability at Any Time & Place 0.262 4.201 0.000***

Convenient Delivery of The Goods 0.029 0.476 0.635

4-2 Convenient Purchase Motivation – Revisited the Online Shopping Mall

Save in Time 0.021 0.505 0.614

0.647Availability at Any Time & Place 0.296 4.676 0.000***

Convenient Delivery of The Goods 0.226 3.722 0.000***

4-3 Convenient Purchase Motivation – Purchased Products Online again

Save in Time 0.004 0.086 0.932***

0.598Availability at Any Time & Place 0.270 3.973 0.000***

Convenient Delivery of The Goods 0.227 3.476 0.001***

<Table 4> Hypothesis Test Results of Convenient Purchase Motivation → Online Shopping Satisfac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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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이 쇼핑의 만족도 및 재구매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온라인 쇼핑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적 동기의 요인은 편안

하게 물건을 배송 받음으로 나타나 온라인 쇼핑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품의 재구매 및 쇼핑몰의 지속

적인 이용을 위해서 제품 판매에 따른 배송의 관

리가 함께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편의적 동기의

세부 요인 가운데 온라인 쇼핑은 시간이 절약됨은

쇼핑의 만족도에 가장 낮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적 쇼핑동기-온라인 쇼핑 만족도(가설5)
“온라인 쇼핑에서 사회적 동기 요인은 쇼핑 만

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5).”의 통계적 검정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온라인 쇼핑에서 사회적 동기 요인이 쇼핑 만

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동기

요인은 쇼핑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Table 5> 참조). 사회적 동기

요인 가운데 친구들이 온라인 쇼핑에서 샀기 때문

에 나도 구매함이 온라인 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에

만족함, 온라인 쇼핑을 다시 이용함 그리고, 온라

인 쇼핑에서 제품을 다시 구매함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p<0.1)를 보였으며, 정(+)의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쇼핑함과 주위 사람들과 어

울리기 위해 온라인 쇼핑을 함은 온라인 쇼핑 만

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온라인

쇼핑은 주변인들의 동조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온라인 마케팅에 있

어서 주변인들을 활용한 홍보나 판매 전략이 영향

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지금까지 여대생의 패션제품 온라인 쇼핑동기

요인이 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

았다.

여대생의 패션제품 온라인 쇼핑동기 요인이 온

B t-value
significance

probability
R2

5-1 Social Purchase Motivation – Satisfied with Products Purchased Online

To Get Along with People Around 0.061 1.044 0.297

0.431Not to Get Left Behind Friends 0.080 1.081 0.280

Mimetic Purchase Online Following the Friends -0.213 -2.775 0.006**

5-2 Social Purchase Motivation – Revisited the Online Shopping Mall

To Get Along with People Around 0.057 0.902 0.368

0.434Not to Get Left Behind Friends 0.028 0.349 0.727

Mimetic Purchase Online Following the Friends -0.200 -2.409 0.017**

5-3 Social Purchase Motivation – Purchased Products Online again

To Get Along with People Around 0.042 0.641 0.522

0.414Not to Get Left Behind Friends 0.064 0.770 0.442

Mimetic Purchase Online Following the Friends -0.163 -1.874 0.062*

<Table 5> Hypothesis Test Results of Social Purchase Motivation → Online Shopping Satisfac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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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경제적 동기, 제품적 동기,

쾌락적 동기, 편의적 동기, 사회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쇼

핑으로 구입한 제품에 만족함은 경제적으로 좋은

가격에 쇼핑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이외에도 가격 비교의 용이성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제품적인

요인으로는 최신 유행 제품 구입의 가능성이 제품

구매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독특한 제

품을 구입할 수 있음 또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보였다. 쾌락적 동기 요인 가운데 온라

인 쇼핑 자체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은 제품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됨은

쇼핑한 제품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은 미치지만 상

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적 요인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쇼핑

이 가능함이 온라인 쇼핑 제품 구매 만족에 상당

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온라인 쇼핑으로 시간이 절약됨은 제품 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

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동기 요인 가운데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는 친구들을 온라인 쇼핑에서 샀기 때문

에 나도 구매함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패션제품 온라인 쇼핑동기 요인이 온

라인 쇼핑을 다시 이용함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경제적 동기, 제품적 동기, 쾌락적 동

기, 편의적 동기, 사회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요인 가운데

대체로 좋은 가격에 쇼핑을 할 수 있음이 온라인

쇼핑을 다시 이용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보다는 낮은 영향을 미치

지만 가격 비교가 쉬움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유행을 구입할

수 있음과 독특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음의 제품

적 동기 요인 모두 온라인 쇼핑을 다시 이용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온라인 쇼핑

이 재미있고 즐거움의 쾌락적 요인도 온라인 쇼핑

재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됨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쇼핑이 재미있고 즐

거움보다는 그 영향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편

의적 동기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쇼핑이 가능

함과 편안하게 물건을 배송 받음의 요인은 온라인

쇼핑을 다시 이용함에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친구들이

온라인 쇼핑에서 샀기 때문에 나도 구매함이 온라

인 쇼핑 재이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여주었다.

여대생의 패션제품 온라인 쇼핑동기 요인이 온

라인 쇼핑에서 제품을 다시 구매함에 미치는 영향

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경제적 동기, 제품적 동기,

쾌락적 동기, 편의적 동기, 사회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쇼

핑을 통한 제품의 재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동기 요인의 요소는 대체로 좋은 가격에 쇼핑을

할 수 있음만이 재구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제품적 동기 요인에서는 최신 유

행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음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

는 결과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독특한 제품을 구

입할 수 있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쾌락적 동기는 온라인 쇼핑은 재미있고 즐거움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편의적 동기에

서는 온라인 쇼핑으로 시간이 절약됨, 언제 어디

서나 편리하게 쇼핑이 가능함, 그리고 편안하게

물건을 배송 받음의 요인 모두가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것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동기에서는 친구들

이 온라인 쇼핑에서 샀기 때문에 나도 구매함이

온라인 쇼핑 제품 재구매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쇼핑의 만족도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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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기, 제품적 동기, 쾌락적 동기, 편의적 동기

그리고 사회적 동기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모든 세부 요인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세

부요인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본 연구는 여대생의 온라인 쇼핑에서 패션 제

품을 구입할 때 쇼핑의 동기 요인이 쇼핑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수행

하였다. 대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구매동기 요인

을 구매행동의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구매동

기를 구매의사 결정요인의 관계를 검증하는 등에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본 연구는 구매 동기 요인

을 보다 구체화하고 각각의 동기에 대하여 세분화

된 요인을 구분하여 온라인 쇼핑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연구를 통해

여대생들이 패션 제품을 온라인을 통하여 쇼핑할

때 구매 동기 요인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쇼핑의 만족도에 편의적

동기와 제품적 동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 동기가 온

라인 쇼핑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쾌락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동기 요인들에 비하여 온라인 쇼

핑 만족도에 보다 낮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

다. 또한 사회적 동기 요인은 다른 구매 동기 요

인에 비하여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

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구매동기 요인

으로는 대체로 좋은 가격에 쇼핑할 있음, 최신 유

행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음, 온라인 쇼핑은 재미있

고 즐거움,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쇼핑

이 가능함이 온라인에서 쇼핑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더불어 독특한 제품을 구입 할 수 있음과 친

구들이 온라인 쇼핑에서 샀기 때문에 나도 구매함

이 온라인 쇼핑 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쇼핑의 판매자들은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만족과 제품의 재구매 및

지속적인 온라인 쇼핑의 구매를 위하여 소비자들

이 좋은 가격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가격의 책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트렌드를 반영한 최신 유행 제품을 소비

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빠르고 즉각적인

제품 순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독특

하고 특이한 제품을 계속적인으로 공급하는 노력

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테블렛PC 및 모바

일폰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속적인 쇼핑 프로그램 및 앱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친구들의

따라 쇼핑을 하는 패션 제품의 동조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주변인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새로운 방법을 통한 사회적

인 쇼핑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쇼핑에서 동기 요인

은 제품 자체의 만족도, 온라인 쇼핑에서의 제품

재구매, 온라인 쇼핑의 제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학술적으로는 확장되는 온라

인 쇼핑 시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쇼핑을 세

분화 및 각각의 쇼핑동기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며, 온라인 쇼핑의

종류와 구매 동기 요인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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