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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prior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at positive reviews increase the intention to purchase. However,
there are very few papers that have studied the impact of review search on purchase satisfaction. It is meaningful
to study the impact of review search on purchase satisfaction as it can lead the business successfully by inducing
repurchase. There is also no study of how review search have different effects on purchase satisfaction among
countries. Given the growing number of cross-border e-commerce, we believe that the need for research is high
because identifying thes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can have a very important impact on a company's
successful overseas expans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mpact of positive and negative review search on
purchase satisfaction and the national impact were set up as a research model. In order to verify this research
model, the survey was distributed to those who experienced online purchase in Korea and China, and a total
of 234 copies were collected, including 125 copies in Korea, 109 copies in China, and the research model was
verified using Smart-PLS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tools. First, positive review search has been shown to
positively affect purchase satisfaction. Second, it has been shown that negative review search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purchase satisfaction. Third, the impact of positive and negative review search on purchase satisfaction
was different between Korea and China. While Korea is more aggressive in review search than China due to
its high tendency to avoid uncertainty, China is less likely to avoid uncertainty than Korea and is more likely
to rely on brand familiarity. Therefore, according to the uncertainty avoidance moderation effect the impact of
positive and negative review search on purchase satisfaction was higher in Korea than in China. In this study,
Shopping mall managers need to take strategic measures to maximize shopping mall performance by recognizing
positive aspects of negative review search on purchase satisfaction. Companies and managers in Korea and China
can establish strategies to promote product sales when companies enter the glob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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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구매 효용을 높이기 위해 상

품 관련 정보를 탐색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 정

보탐색을 통해 구매에 따른 위험을 낮추고 더 저렴한

가격을 찾는다[Cardozo, 1965; Westbrook and

Newman, 1978; Lee et al., 2020]. 소비자들은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상품정보 외에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 후 경험한 내용을 제시한 후기를 통해서도 신뢰를

얻고구매를한다[Jin and Lee, 2012; Yoon et al.,

2014; Han, 2016; Lee and Kim, 2018; Liu and

Noh, 2020]. 온라인 쇼핑에서는 상품을 직접 확인하

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의 불확실성이 높다. 구매 희망

자들은 사용 후기를 통해 불확실성을 낮추고[Park et

al., 2016; Kim et al., 2020] 구매실패의 위험을

줄인다[Hong and Jin, 2011]. 이로 인해 후기의 중

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후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후기탐색행동이 소비자

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긍정후기를 탐색할수록 상품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어[Bhattacharya, 1997;

Jung and Chun, 2006; Lee and Woo, 2010]

구매의도가 높아지는[Lee, 2016] 반면, 부정후기를

탐색할수록 구매의도가 낮아진다[Kim et al., 2006;

Kim, 2006; Park et al., 2007]. 본 연구는 소비

자가 구매 후 느끼는 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긍정후기

탐색노력과 부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경험

한 사람들의 구매만족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후

기탐색행동은 상품을 탐색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

하여 사용한 상품에 대한 긍정후기와 부정후기를 대상

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긍정후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

여 긍정후기 탐색은 소비자의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구매만족도에도 영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비자가 적정한 부정후

기 탐색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Mizerski,

1982; Richins, 1983; Kim and Hwang, 1997;

Doh and Hwang, 2009; Kim and Kim, 2010;

Lee, 2016], 소비자의 높은 기대를 낮추어 현실화함

으로써[Yoon and Sohn, 2012] 구매 사용 후의 구

매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하고[Oliver, 1980],

이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긍정후기 탐색과 부정후기 탐색이 구매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규명하고, 나아가 이

러한 영향이 국가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자 하였다. 해외직거래나 해외구매대행과 같이 국경을

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가

간 거래문화나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자상거래

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의 경제나

정치그리고사회개방정도에따라문화가다르게형성

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습관도 다르게 형성된다

[Johnston and Johal, 1999]. Hofstede[1995]

에 따르면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은 집단은 확실한

진실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불확실성 회피성

향이 낮은 집단은 불확실한 상황을 융통성 있게 참으

며 위험을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불

확실성 회피성향이 중국에 비해 더 높다. 전자상거래

환경 측면에서 중국은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

지만 메신저를 통한 상품상담이나 흥정이 존재하고,

모조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후기조작이 존재하여 정보

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국가문화나 전자상거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후기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난다

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후기 탐

색과 부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한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긍정후기 탐색

긍정구전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상품을 이용하도록

추천하거나[Brister, 1991; Levesque, 1996], 만족

했던 경험을 전하는 행위이다[Jiang et al., 2016].

긍정구전은 “잘 만든 제품 같음; 성능, 품질 좋음; 아주

좋음; 적극 추천하고 싶음” 등으로 표현된다[Kim,

2010]. 사회적 영향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관점이나

행동이 타인의 관점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Latané,

1981]. 긍정구전은 구매의사결정의 확신 강화와 상품

의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Lee and Wo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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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2012], 주변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반복구매 행동을 증가시키며 상품전환을 줄일 수 있으

므로 고객만족과 상품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Glynn

et al., 1999]. 따라서 상품의긍정적 구전, 후기, 리뷰

를 탐색하는 것이 구매희망자의 구매 행동, 의사결정,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evalier and

Mayzlin, 2003; Park, 2007; Kim, 2017].

2.2 부정후기 탐색

부정구전은 구매한 자가 구매 과정이나 구매 후에

불만족을 경험해서 판매자나 상품에 대해 불평 행동을

하는 것이다[Blodgett and Walters, 1993]. 부정

구전은 구매한 자의 여러 가지 불평 행동 가운데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투입해서 불만족한 상품이나 서비스

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하는 방법이며[Yoon, 2012],

대상을 평가절하는 소비자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Richins, 1983; Richins, 1984]. 부정구전은 “이

상품의 가격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비쌈”, “스타일이 별

로야”, “전체적으로 투박하게 보임” 등으로 표현된다

[Park and Jeon, 2003].

부정적 구전정보는 상품 태도나 구매행동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구매희망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효

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정보를 탐색하고,

적정한 부정 정보탐색행동을 통해 상품을 진단하며

[Skowronski and Carlston, 1989; Yu et al.,

2016], 구매 불확실성을 낮추고[Mizerski, 1982;

Richins, 1983], 부정적 구매결과를 예방하고자한다

[Kim and Hwang, 1997]. 이러한 합리적 구매와

구매성과 극대화를 위해 소비자는 상품의 품질, 디자

인, 가격, 판매자 태도에 관련된 부정후기를 탐색하고

있다[Hong and Jin, 2011].

2.3 구매 만족도

소비자의 최종 목적은 구매한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것이다[Chen et al., 1999]. 고객의 요

구에 부응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구매만족은 상품 및 서

비스의 재구매로 이어진다[Moon, 2013]. 기대불일치

모델에 따르면 소비자가 실제로 경험한 상품의 성과와

사전의 기대를비교함으로서만족과 불만족을 평가하게

된다[Oliver, 1980]. 소비자의 기대와 지각된 제품성

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만족도가 다르다[Anderson,

1973]. 이러한 만족의크기는소비자가실제받은상품

을 지각하는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Churchill and

Suprenant, 1982]. 서비스품질(SERVQUL)에 따르

면[Grönroos, 1984; Parasuraman et al., 1988;

Cronin and Taylor, 1992; Brown et al., 1993],

소비자들이 구매 전에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받은 서비

스를 비교한 차이로 인해 구매 만족도와 재구매가 달라

진다[Ko et al., 2005]. 정보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Cardozo, 1965; Westbrook and Newman, 1978;

Anderson et al., 1979; Punj and Staelin, 1983;

Seo and Moon, 1987], 구매희망자의 구매 전 정보

탐색은위험과비용을낮추기때문에[Cardozo, 1965;

Westbrook and Newman, 1978] 정보탐색과 구매

만족도는 정의 관계를 이룬다[Stigler, 1961].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 모형

EBK(Engel-Blackwell-Kollat) 이론에 따르면,

구매과정(문제인식 → 탐색 → 대안 평가 → 선택 →

결과 → 평가)에 있어서 긍정후기와 부정후기는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Jung and Chun, 2006]. 그러

나 긍정후기와 부정후기탐색행동이 구매 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드물다. 후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긍정후기는 상품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정후기는 상품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Ahn and Min,

2013]. 본 연구에서는 긍정후기탐색이 구매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후기 또한 일정 수준 이내에서는 단

서 진단 성과 기대 현실화로 구매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을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상품에 대한긍정정

보 탐색은 상품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Doh

and Hwang, 2009], 허용 가능한 수준의 부정정보

탐색은구매실패를예방하고[Kim and Kim, 2010],

과도한 기대를 현실화하여 구매 후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Kim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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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는 비대면 전자상거래 특성으로 인해 불

확실성을 수반한다. Hofstede[1995]에 따르면 이러

한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성향은 국가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중국에 비해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더 높

다. 이러한 불확실성 회피성향은 후기탐색에 영향을

미친다[Ratneshwar and Chaiken, 1991; Jeon

and Lee, 2016]. 높은 불확실성 회피성향을 가진 한

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에 비해 타인의 구전정보에

더 많이 의존한다[Money et al., 1998; Money,

2000; Shim et al., 2001; Hofstede, 1995]. 온

라인 후기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후기의 진실성 인식 또

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간 차이

를 확인하고 후기가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긍정후기 탐색노력과 부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 간 차이를 규명하였다. 연구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3.2 연구 가설

3.2.1 긍정후기 탐색과 구매만족도의 관계

긍정후기 탐색이란 상품 디자인, 품질, 가격, 판매

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타인이 작성한 후기 중에서

긍정적 후기를 탐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Hong and

Jin, 2011]. 긍정후기의 탐색은 공감과 인식을 낳

는다[Bickart and Shindler, 2001]. 긍정후기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그 제품의 속성에 대해 공감

하게 되고, 제품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며

[Bhattacharya, 1997], 이는 그 제품에 대한 신

뢰를 낳는다[Jung and Chun, 2006]. 이러한 긍

정후기를 탐색하는 것은 고객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Skowronski and Carlston, 1987;

Gershoff et al., 2003; Jeon, 2007].

사회적 영향 이론[Latané, 1981]에 따르면 사회

에서 한 사람의 관점이나 행동은 타인의 관점이나 행동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이론을 온라인 쇼핑에 적용

하면 한 소비자가 타인이 작성한 긍정후기를 접하면 자

신에게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고[Lee and Woo,

2010], 이러한 정서가 긍정적일수록 구매에 따른 만족

도가 높아진다[Han, 2015].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탐색에서부터 주문에 이르는 전체적 과정에서 긍

정적 감정을 경험하면 구매만족도 또한 긍정적일 수 있

다. 즉, 누군가가 타인의 구매 후사용 과정에서의 긍정

적 경험에 대한 후기를 탐색함으로써,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수록그의구매후만족도는높아질수있다[Lee

and Roh, 2004; Jeon, 2007; Doh and Hwang,

2009; Oh and Kang, 2011; Moon, 2013; Lee,

2016; Kim and Han, 2016; Jiang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1 : 긍정후기 탐색은 구매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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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부정후기 탐색과 구매만족도의 관계

부정후기 탐색이란 상품 디자인, 품질, 가격, 판매자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타인이 작성한 후기 중에서 부

정적 후기를 탐색하기를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Hong and Jin, 2011]. 상업적 광고메시지가 넘치

는 인터넷 공간에서 부정후기는 비상업적 특성으로 인

해 신뢰성 있고, 진단적이며, 정보적 가치가 높게 인식

된다[Skowronski and Carlston, 1989]. 부정후

기는 제품구매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진단하고

예방함으로써 구매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Mizerski,

1982; Richins, 1983; Kim and Hwang, 1997;

Kim and Kim, 2010]. 그러나 제품에 대한 부정후

기의 양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신뢰부족으로 구매로

까지연결되지않을수있다. 보통 사용후기 10개 중에

서 1개의 부정후기가 존재할 때 적정하다고 주장되고

있다[Doh and Hwang, 2009]. 적정한 부정후기는

제품에 대한 신뢰와 구매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Crowley and Hoyer, 1994; Purnawirawan

et al., 2012]. 본 연구는 구매 후 만족에 초점을 두었

기 때문에 제품 구매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소비자가 아닌 구매를 경험

한 사람의 부정후기 탐색행동으로 제한하였다.

기대는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Oliver,

1980]. 상품에 대한 정보탐색 과정에서 상품 디자인,

품질, 가격, 판매자에 대한 부정후기를 보면 상품에 대

한 기대가 낮아지게 된다[Yoon and Sohn, 2012].

그러나 구매 후에 상품을 받아서 실제 사용해　보았을

때의 실제 경험한 편익이나 기쁨이 당초의 기대보다

높으면 구매만족도가　높다[Alan, 1994]. 따라서 부

정후기는 기대를 낮추어 구매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후기의 비상업적 특성과 낮은 기대

수준 형성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내의 부정후기 탐색

노력은 구매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다음

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일정 수준의 부정후기 탐색은 구매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긍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한중 비교

구매희망자는 온라인 제품구매와 거래과정에서 불

확실성을 경험한다[Liang and Huang, 1998]. 소

비자는 구매 의사결정 시 구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Bauer, 1960]. 한국의 불확실성 회피 지수

(85)는 중국의 불확실성 회피지수(30)에 비해 높다.

불확실성회피성향은명료하지않고 예측과통제하기가

힘든 상황을 피하는 성향을 의미한다[Li and Kim,

2017]. 불확실성 회피성향은 높은 집단은 확실한 진

실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낮은 집단은 불확실

한 상황을 융통성 있게 참으며 위험을 더 수용하는 경

향이 있다. Hofstede[1995]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은 불확실성 회피성향 낮은 국가에 속하고 한국은 불확

실성 회피성향이 높은 국가에 해당된다. 불확실성 회

피성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제품 구매에

대해 더 많은 확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

시한 제품정보뿐만 아니라 기존 구매경험자의 제품후

기를 더 많이 탐색하게 된다. 이때 긍정후기 탐색은 제

품의 사양이나 유용성 등에 대한 추가적 정보 획득으로

인해 제품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Huh

et al., 2012; Li and Kim, 2017] 긍정적 태도는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un, 2006;

Kim and Choi, 2009; Lee et al., 2011]. 따라서

긍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

성 회피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높을 수 있다.

후기탐색행동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후기의 진

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은 전자상거래에 있

어서 허위광고[Jeong, 2019], 모조품[Kim et al.,

2016], 온라인 거래 기록 위조1), 후기 조작2)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후기 조작은 상품에 대한 기대를 높

게 만들지만[Pan and Cha, 2020], 구매 후에는 기

대와 부합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후기 조작은 판매자

와 구매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형성하게 되며, 진

실성에 대한 의심은 긍정후기에 대한 영향력을 낮출

수 있다[Kang, 2011; Kim et al., 2015; Lee,

2015]. 후기의 진실성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중국보

다 긍정후기 탐색노력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을 수 있다. 본 연구에는 한국의 상대적으로 더

1) 서울신문(2018. 11. 01.), “긍정 댓글 하나에 5위안? 중국
가짜 상품평 처벌 나서”

2) 해외시장뉴스(2017. 04. 19.), “2017년 중국 비즈니스 10
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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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불확실성 회피성향과 후기 진실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 긍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을 것이다.

3.2.4 부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한중 비교

한국과 중국은 후기 표현 방식이 다르다. 이러한 차

이점은 쇼핑 사이트에서 후기의 양의 차이로 비롯된다

고 볼 수 있다. 중국은 7억 5100만 명 네티즌의 90%

이상이 제품을 구입한 후에 댓글을 쓴다[Kim et al.,

2019]. 따라서 중국은 많은 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후기를 상세하게 분류한다. 중국은 후기

를 배송(물류), 품질, 가격, 소비자태도로 분류한 다음,

이를 다시 긍정후기와 부정후기로 분류한다. 이렇게 세

부적으로 분류한 후기는 상품의 장단점을 더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보여줘서 손쉽게 부정후기를 얻게 되며

[Hwang et al., 2018] 탐색노력 수준이 낮아진다.

상품 가격 같은 속성의 탐색노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상품

속성을 탐색할수록 관여도가 높아진다[Kim, 2005].

Krugman에 따르면 고관여도 소비자는 최선의 선택

을 위해 다수의 속성을 검토해서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

해 노력한다. 반면에 저관여도 사람은 상표 친숙도를

근거로 하여 소수의 속성만을 검토해서 수용 가능한 만

족수준을 모색한다. 중국에는 모조품이 많아서, 적정한

수준의 부정후기탐색을 통해 부정적 구매결과를 예방

하기도 하지만 상표 친숙도를 근거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부정후기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이 한국보다 약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의 경우처럼 긍정, 부정 속성별로 구분

하여 평가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많지 않다. 대부분은

<Table 1>의 G마켓 평가방식처럼 상품속성에 관한

긍정적이나 부정적 후기가 섞여 존재한다. 따라서 한

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상품에 관한 전체 후기에서 하나

씩 클릭하고 체크하면서 판단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Kang et al., 2010] 탐색노력 수

준이 높아진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비교하고 자기가

인지한 바와의 불일치를 줄여나간다. 따라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제품을 획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만족감이 커진다[Cardozo, 1965]. 따

라서 부정후기 탐색의 노력수준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아서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을 수 있다.

한국인은 중국인에 비해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고

[Hofstede, 1995], 쇼핑할 때 할인중인 상품을 상대

적으로 많이 구매한다[Jun, 2010]. 불확실성 회피성

향이 높은 사람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가격 등의 부정

후기를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고 신경을 더 많이 쓴다

[Lin, 2014; Li and Kim, 2017]. 본 연구에서는

후기평가 방식과 불확실성 회피성향의 차이를 반영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 : 일정 수준의 부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영향은 한국이 중국보다높을 것이다.

3.2.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후기탐색, 인구통계변수,

RFM구매특성을 고려하였다. 첫째, 후기 관련 선행연

구에서는 후기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구분하지 않고 후

기탐색의 여부나 수준을 연구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러

한긍정, 부정구분이없는후기탐색과구분이있는후기

탐색의 연구결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긍정, 부정

구분 없는 후기탐색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둘째,

성별, 연령별, 소득별인구통계변수로서이러한변수들은

통제변수로 자주 사용된다. 셋째, 최근성(recency),

구매빈도(frequency), 구매금액(monetary)으로 구

성된 RFM구매특성을통제변수로고려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이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Category Comment Method

CHINA
TAOBAO

KOREA
G-Market

<Table 1> Method of Posting Reviews of South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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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 검증 및 분석 결과

4.1 데이터 특성

본연구는한국과중국소비자의긍정후기탐색, 부정후

기탐색과구매만족도의관계를검정하기위해설문조사

를하였다. 설문측정변수는 <Table 2>와같이긍정후기

탐색에 4개문항, 부정후기탐색에 4개문항, 구매만족도

3개문항으로구성하였다. 한국과중국의온라인구매경

험자를대상으로설문을배포하여한국 125부, 중국 109

부, 총 234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과

중국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은 <Table 3>과 같다.

Variable Survey items Source

Positive
review search

I tend to read positive reviews to check the quality of the product.

[Hong and
Jin, 2011]

I tend to read positive reviews to find out the design of the product.

I tend to read positive reviews to find out the price of the product.

I tend to look at positive reviews to find out the seller’s attitude.

Negative
review search

I tend to read negative reviews to check the quality of the product.

[Hong and
Jin, 2011]

I tend to read negative reviews to find out the design of the product.

I tend to read negative reviews to find out the price of the product.

I tend to read negative reviews to find out the seller’s attitude.

Purchase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the overall process taken to purchase the product.
[Kang and
Kang, 2020]

I was satisfied with the seller of the product.

I was satisfied with the online shopping mall.

<Table 2> Survey Questionnaire

Category Frequency %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96 0.41

Average
monthly
income

300,000 Won or less 53 0.23

Female 138 0.59 300,000~500,000 Won or less 80 0.34

Age

20 years 200 0.85 500,000~1,000,000 Won or less 39 0.17

30 years 22 0.09 1,000,000~1,500,000 Won or less 18 0.08

40 years 12 0.05 1,500,000~2,000,000 Won or less 19 0.08

Education
level

Junior high school 9 0.04 2,000,000~3,000,000 Won or less 16 0.07

High school 4 0.02 More than 3,000,000 Won 9 0.04

Three-year college 51 0.22

Average
monthly

consumption

10,000~100,000 Won or less 125 0.53

Bachelor degree 127 0.54 110,000~200,000 Won or less 65 0.28

postgraduate student 43 0.18 210,000~300,000 Won or less 32 0.14

Job

Employee 51 0.22 300,000~400,000 Won or less 7 0.03

Self-employment 20 0.09 More than 400,000 Won 5 0.02

House wife 7 0.03

Price of
recently
purchased
goods

50,000 Won or less 70 0.30

Student 116 0.50 50,000~100,000 Won or less 68 0.29

Other 40 0.17 100,000~200,000 Won or less 32 0.14

Frequency
of use of
shopping
Mall

1 time~2 times 73 0.31 200 000~300,000 Won or less 22 0.09

3 times~5 times 85 0.36 300,000~400,000 Won or less 18 0.08

6 times~10 times 46 0.2 400,000~500,000 Won or less 12 0.05

11 times~20 times 17 0.07 500,000~600,000 Won or less 8 0.03

More than 21 times 13 0.06 More than 600,000 Won 4 0.02

<Table 3> Data Sampl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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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분석 도구

본 연구에는 긍정후기 탐색과 부정후기 탐색이 구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Smart-PLS

2.0을 이용하였다. 이 모형은 1977년에 Herman

Wood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SEM의 대안적 모델이

다. 이는 추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차를 최소화하여 추

정계수의 예측력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주

성분에 기반을 둔 추정모형이다[Esposito et al.,

2010]. 이와 더불어, 관측치별 잠재변수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며, 반영지표뿐만 아니라 형성지표를 사용한 분

석이 가능하다. 특히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상호

작용항을 이용한 변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데 용이

하다[Wetzels et al., 2009].

4.1.2 확인적 요인분석

PLS분석에서는타당성검정에탐색적요인분석보다

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요구한다[Gefen and Straub,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적재된 요인 값이 0.5 이상이어야 하고 그

요인 값은 여타 요인 값들보다 높아야 한다[Gefen

and Straub, 200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0.5 이상으로 나타나 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다.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요인을 대표하는 문항의 요인적재량이 0.6 이

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추출된

요인이 분산의 60% 이상을 설명할 경우 유의한 것으

로 간주되므로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는 v5_4를 제

외하고 나머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4.1.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측정문항에대해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판별타당성(dis-

criminant validity)을 검정하였다. 측정 항목의 집

중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PLS의 부스트랩(Boot-

strap)방식을 통한 측정문항 적재된 요인 값과 t값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Positive
review search

Negative
review search

Purchase
Satisfaction

v5_1 0.82 0.39 0.24

v5_2 0.84 0.39 0.24

v5_3 0.78 0.29 0.24

v5_4 0.57 0.44 0.08

v6_1 0.37 0.84 0.17

v6_2 0.40 0.91 0.24

v6_3 0.37 0.69 0.11

v6_4 0.34 0.69 0.13

v8_1 0.18 0.13 0.82

v8_2 0.27 0.20 0.90

v8_3 0.27 0.22 0.88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 Factor Loading t-Value AVE CR Cronbachs Alpha

Positive
Review Search

v5_1 0.82 29.05

0.58 0.84 0.76
v5_2 0.84 31.83

v5_3 0.78 21.18

v5_4 0.57 8.46

Negative
Review Search

v6_1 0.84 26.35

0.62 0.87 0.80
v6_2 0.91 55.57

v6_3 0.69 10.68

v6_4 0.69 12.66

Purchase
Satisfaction

v8_1 0.82 27.60

0.75 0.90 0.84v8_2 0.90 76.52

v8_3 0.88 60.96

<Table 5>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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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Table 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모두

[Fornell and Larcker, 1981]의 검정 기준치인

0.7 이상으로, 그리고 적재된 모든 요인 값의 t-값은

1.96 이상으로나타났다. 측정도구의신뢰성을확인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이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검사

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한 검사 내에서 변

수들 간의 평균 상관관계에 의거하여 검사 문항들이 동

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측정도구들을 신뢰할 수 있다

고평가한다. 본 연구에서탐색한변수들과구매만족도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측정 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복합신뢰도

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복합신뢰도는 기준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났다[Nunnally, 1978; Werts et

al., 1974; Thompson et al., 1995]. 또한평균분산

추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기

준치 0.5 이상으로 나타났다[Fornell and Larcker,

1981; Chin, 1998].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본

모델은 높은 수준의 집중타당성과 내적일관성을 보여

주었다.

4.1.4 판별 타당성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요인분

석에서 각 측정항목들이 이론적으로 관계를 갖는 요인

에 적재된 값이 그렇지 않은 요인에 적재된 값보다 크

고, 모든 변수의 평균분산 추출값(AVE) 제곱근이 다

른 변수와의 상관관계계수 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해석한다[Gefen and Straub, 2005].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AVE값의

제곱근이 구성개념들간 상관계수들보다높게 나타남으

로써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검증 결과

본 연구는 가설 검정을 PLS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를 이용하였다. PLS의 특성을 반영한 전반적 적합도

지수(GoF)는 모든 내생변수의 R²값의 평균과 공통성

의 평균값을 곱한 뒤에 이를 다시 제곱근하여 산출된

다[Wetzels et al., 2009]. 이 적합도의 크기는 최

소 0.1 이상이어야 한다. <Table 7>과 같이 모형 2와

모형 3의 적합도(GoF)가 각각 0.385, 0.427로 나타

나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Mean SD 1 2 3 4 5 6 7 8 9 10
1.Gender 1.600 0.517 1.000 　 　 　 　 　 　 　 　 　
2.Age 2.190 0.532 0.021 1.000 　 　 　 　 　 　 　 　
3.Income 2.710 1.639 0.029 0.592 1.000 　 　 　 　 　 　 　
4.review search 4.270 0.908 0.040 -0.106 -0.054 1.000 　 　 　 　 　 　
5.Recency 1.980 1.716 -0.069 0.052 -0.002 -0.044 1.000 　 　 　 　 　
6.Frequency 2.130 1.053 0.156 -0.169 -0.022 0.057 -0.340 1.000 　 　 　 　
7.Monetary 1.730 0.955 0.102 -0.054 0.135 0.036 -0.219 0.586 1.000 　 　 　
8.Positive review search 3.571 0.771 0.025 -0.040 0.089 0.346 -0.051 0.037 0.022 (0.761) 　 　
9.Negative review search 3.640 0.856 0.038 -0.023 0.054 0.383 -0.074 -0.013 -0.028 0.459 (0.787) 　
10.Purchase Satisfaction 3.792 0.667 -0.096 0.077 0.185 0.066 -0.174 0.134 0.085 0.279 0.216 (0.870)

<Table 6> Discriminant Analysis

Goodness of fit test
f² GoF

f² = R²/(1-R²) × 

Test criteria
R² Test scale F² Goodness-of-fit range(%)

small medium large small medium large
0.02 0.13 0.26 More than 0.01 More than0.25 More than 0.36

Model 2 0.20 0.385
Model 3 0.27 0.427

<Table 7> Model Goodness of Fit Test

Model 2 : Effects of Positive Review Search and Negative Review Search on Purchase Satisfaction
Model 3 : Effects of Positive Review Search, Negative Review Search, Nation, Nation×Positive Review Search,

Nation×Negative Review Search on Purchas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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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구조모형에 대한 평균적인 적합도 평

가에 R²값을 이용한다. R² 값은 각 내생변수별 경로모

형에 대한 평가로서 상(0.26 이상), 중(0.13 이상),

하(0.02)로 구분할 수 있다[Cohen and Cohen,

1983]. <Table 8>과 같이 모형 2와 모형 3의 R² 값

이 각각 0.2와 0.27로 나타나 적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PLS-algorithm과 PLS-bootstrap-

ping을 통해 산출된 표준화된 경로계수(β값)들과 경

로계수의 t-값들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8>의 모형 1, 2, 3과 같다.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통

제변수로 성별, 연령, 소득의 인구통계변수와 후기탐

색 그리고 RFM 구매특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성별,

연령, 소득의 인구통계변수 중에서 남성일수록, 소득

이 높을수록 구매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긍정,

부정 구분이 없는 후기탐색은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

인 긍정후기와 부정후기로 구분된 후기탐색은 구매만

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기탐색행동을 긍정후기 탐색과 부정후기

탐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구매 최근성, 구매빈도, 구매금액으로

이루어진 RFM 구매특성 변수 중에서는 최근에 구매

한 것일수록 구매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4.2.1 가설 1의 검증결과

<Table 8>의 모형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제변

수들을 통제한 후 긍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β ＝ 0.220, p <

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후기탐

색이 구매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1

이 채택되었다.

4.2.2 가설 2의 검증결과

<Table 8>의 모형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제변

수들을 통제한 후 일정 수준의 부정후기 탐색이 구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β ＝

0.124, p < 0.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부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가 채택되었다.

Variables
Model 1
(Control
variables)

Model 2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3
(Control variables+Independent
variables+Adjustment Variable)

Control variables

Gender -0.132** -0.135** -0.091*

Age -0.011 0.022 -0.007

Income 0.210** 0.153** 0.128**

Review search 0.067 -0.054 -0.041

Recency -0.149*** -0.127** -0.174***

Frequency 0.124* 0.129* 0.095

Monetary -0.040 -0.024 0.011

Independent variables　

Positive review search 0.220*** 0.277***

Negative review search 0.124** 0.147***

Interaction effect

Nation×Positive review search 0.092*

Nation×Negative review search 0.112*

<Table 8> Results of PLS Path Analysis

Footnote) N = 234
*p < 0.05(t = 1.96), **p < 0.01(t = 2.58), ***p < 0.001(t = 3.29), two-tail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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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가설 3, 4의 국적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Figure 2>에서는 국적과 긍정후기 탐색의 상호작

용 변수가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β = 0.092; p < 0.05)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국적과 부정후기 탐색의 상호작용변수

가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로계

수(β = 0.112; p < 0.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 3 긍정후기 탐색과 구매만족도 간에

국적 조절효과, 가설 4 부정후기 탐색과 구매만족도

간에 국적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4.3 연구결과 논의

4.3.1 가설 1 논의 : 긍정후기 탐색노력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 구입 시 긍정후기 탐색이 구

매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 구전이 구매의도와 구매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Lee, 2016; Han, 2016; Lee and Kim,

2018]. 긍정후기 탐색은 소비자에게 점포와 상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하고 구매만족도에도 정의 영

향을 준다.

온라인 판매자는 소비자의 긍정후기 탐색의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상품 판매촉진 및 홍보 전략을 효과적으

로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후기 빅데이터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긍정후기를 선별하고 소비자

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긍정후기를 지능화된 방식으

로 제공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긍정후기를 보여주거나 소비자 개인의 선호

에 따라 개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수도 있다.

4.3.2 가설 2 논의 : 부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 일정 수준의 부정후기 탐색은 구매만족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후기

탐색은 소비자의 상품정보 해석 능력을 제고하는 진단

성으로 인해, 그리고 상품기대에 비해 실제 구매 후 편

익이나 기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 나타

난 현상이라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부

정 구전을 접하면 상품기대가 낮아지지만 구매만족도

는 오히려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다

[Alan, 1994; Yoon and Sohn, 2012].

부정후기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고 상품의 체험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판매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부정후기를 효과적으

로 다룰 필요가 있다. 소비자와 부정후기를 통해 적극

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해석을 제시

함으로써 쇼핑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Figure 2> Research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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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가설 3 논의 : 긍정후기탐색노력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후기 탐색행동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국적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위해 Smart-PLS의 비표준화된잠재변수값(un-

standardized latent variable scores)을 산출한

다음, 이를 SPSS 통계도구로 불러들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Henseler and Fassott, 2010; Ye and

Kankanhalli, 2018]. <Figure 3>과 <Figure 4>

는 조절효과 분석결과이다.

<Figur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긍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국가문화의 한 요소인 불확실성 회피성향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에 비해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

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는 상품 구매의 확신을 더 얻기

위해 긍정후기와 같은 정보의 탐색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러한 활동은 구매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

게 된 것이라 해석된다. 이에 비해 중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가짜상품이 존재하거나 거래기록이나 후기

가 조작되는 경우가 존재하여 진실성이 의심되어 긍정

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이라 해석된다.

4.3.4 가설 4 논의 : 부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Figur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정 수준의 부정

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중국

보다더높게나타났다. 불확실성회피성향이높은한국

소비자는 부정후기 탐색을 통해 부정결과를 보다 적극

적으로 예방하려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해석된

다. 이러한 국가간 차이점은 후기 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후기

표현 방식의 차이로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석

된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 후기를 더 세부적으로 분류

하고 상품의 장단점을 더 쉽고 명확하고 보여준다. 이

에 비해 한국은 긍정과 부정 후기가 섞여서 제시된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는 중국 소비자보다 부정후기탐색

의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되고 이것이 구매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모조품의

존재나 후기 조작이 존재하여 상표 친숙도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부정후기 탐색

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5. 결론 :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구매를 경험한 소비자를 대

상으로 긍정후기 탐색과 부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영

향력이 국적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절효

과 검증을 통해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후기 탐색은 구매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긍정

후기를 탐색할수록 긍정적 정서 형성되고 신뢰가 쌓여

구매만족도가 높아진 것이라 본다.

<Figure 3> Nation Moderating Effect between Positive Review

Search and Purchase Satisfaction

<Figure 4> Nation Moderating Effect between Negative Review

Search and Purchas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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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정후기 탐색은 구매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높은 상품

에 대한 기대가 구매 후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

거나 불만족할 수 있다. 적정한 부정후기 탐색은 소비

자들의 높은 기대를 현실화하여 구매 후 불만족을 낮

출 수 있다. 적정한 부정후기 탐색은 기대를 현실화 하

거나 구매위험을 진단하고 예방함으로써 구매만족도

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이라 본다.

셋째, 긍정후기 탐색과 부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 간의 불확실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불확실성 회피성향

이 높아서 후기탐색을 중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비해, 중국은 한국에 비해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고,

모조품의 존재나 후기 진실성 부족으로 인해 상표 친숙

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긍

정후기 및 부정후기의 탐색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5.2 시사점

본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 볼 때 후기 탐색행동과 구

매의도의 관계를 후기와 구매만족도로 확장하여 연구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후기 탐색행동

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문화를 고려하여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후기와

구매의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은 많이 있지만 후기

탐색행동과 구매만족도를 연구한 논문은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 탐색행동을 긍정후기 탐색과 부정

후기 탐색으로 구분하였고, 긍정후기 탐색이 구매만족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부정후기 탐색에 의한 위험

진단 및 기대현실화를 통해 구매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문화의

차이로 인해 후기가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

간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후기를 단기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구매의도에 부

의 영향을 주어 쇼핑몰의 매출액이나 이익을 낮출 수

도 있다. 그러나 부정후기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구

매만족도를 높이고 후기의 진정성을 통해 쇼핑몰의 신

뢰도를 높여서 쇼핑몰에 대한 충성도와 재구매의도,

반복구매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쇼핑몰 운영자

는 부정후기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구매

만족도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함께 인식하여 쇼핑

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중국 온라인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한국기업이나 한국 온라인시장에 관심이 있는 중국기

업이 상대 국가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할 때 해당

국가의 불확실성 회피성향을 고려하여 쇼핑몰을 운영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아서 긍정후기 및 부정후기가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후기를

신속하고 이해하고 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전개할 필

요가 있다.

5.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표본들을 20대인 기존 소비자들을 위주로 선정

하였기 때문에 전체 집단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

으로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구매경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

였기 때문에 부정후기의 비율이 높아서 구매빈도가 적

은 상품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감내할 수준의 부

정후기가 있는 경우가 주로 연구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적

용하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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