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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erce market has been increasing rapidly, which reflects the convenience and economic benefits associated 

with its usage. Unlike the traditional markets, WOM (Word-of-Mouth) becomes more important because e-commerce 

consumers can’t experience the real product in the purchas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is regard, identifying the 

influencing factors to WOM of internet e-commerce site is very important. In this paper, we aim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ived and individual variables on WOM in the context of internet e-commerce site. In order to analyze the 

antecedents, we selected perceived and individual factors such as regret tendency scale, prior knowledge and 

merchandise attractivenes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role of gender as dummy and moderating variable. For 

empirical analysis, we surveyed real users of internet e-commerce site. As a result, all antecedents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WOM except regret tendency scale. Among the variables, the merchandise attractiveness has top 

standardized coefficient. Gender plays a role as moderating variable when only interacting with regret tendency scal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seful guidelines for internet e-commer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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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의 발달은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큰 향

을 주었다. 기업은 인터넷 자상거래 사이트를 통

해서 상 을 24시간 운 할 수 있고, 낮은 비용으

로도 재화와 서비스 등을 거래할 수 있다. 한 소

비자들은 매장을 직  방문하지 않고도 쇼핑을 할 

수 있다는 편리함과 거래 비용  학습 비용 등을 

함께 감할 수 있다는 이 을 릴 수 있다[7].

이러한 인터넷 자상거래의 부가 가치 창출로 

인해 시장 규모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9]. 

2001년에 118조 원이 던 국내 자상거래 시장규

모는 2011년 999조 2500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성장

했으며, 2012년 자상거래는1000조원 시 에 돌입

하게 되었고, 기업 소비자간(B2C) 거래도 지속

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6]. 2009년도 비 2010

년도 소매 업태별 매출액과 성장률을 살펴보면, 백

화 과 형할인 매장은 미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슈퍼와 편의 은 각각 매출유지  하락세

를 나타낸 반면,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13.8%에서 

20.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2].

한편, 인터넷 자상거래 환경에서는 소비자들

이 제품을 직  만져보거나 체감해보지 못하기 때

문에 소비 의사 결정에 있어 구 의 역할이 요

해졌다. 실제 소비자 행동과 같은 마  분야에서 

구 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의사결정에서 매우 

요한 요소이다[5, 8, 14, 19, 25, 27, 29]. 인터넷 

환경에서의 소비자들은 구매의사결정에 있어 다른 

정보원보다 구 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20]. 

구 에 의한 추천은 일반 으로 특정 상표나 상품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개인  이익을 목 으로 하지 

않는 소비자들에 의해 발생된다. 그래서 이러한 구

에 의한 추천이 시장에서 더 신뢰를 받고 더 큰 

심과 집 을 받고 있다[11, 18].

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와 련한 다수의 연

구들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을 이성 인 로세스

로 간주하 고, 인지  문제 해결이나 정보 로세

싱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하 다[34]. 합리  행

 이론과 같은 모형을 용한 연구자들은 웹 사

이트의 소통 방식, 사용 용이성과 즐거움이 합리

 구매 행 를 유발한다고 설명하 다[33, 35]. 하

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자상거래의 환경이나 속

성에 을 맞추어 설명하 을 뿐 소비자들의 개

별 인 특성과 인구통계학  정보를 복합 으로 

반 하지는 못하 다. 

이와 같이 자상거래 시장에서 구 은 매우 

요한 요소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

은 구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개인 인 성향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앞

선 연구들의 한계 을 보완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 을 설정하 다. 첫째, 인터넷 자상거래 

환경에서의 구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비자들의 후회 성향과 제품에 

한 사  지식 그리고 상품 매력 정도를 잠재변

수로 구성하여 이들의 역학 계를 규명하고자 한

다. 둘째, 성별이 구  효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고, 연구 모형 내에서의 성별의 조  효과를 검

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련 문헌  가설을 설정하고, 제 3장에서는 연구 모

형, 표본 특성, 변수의 조작  개념을 정리하 으

며, 제 4장에서는 설문 분석을 바탕으로 실증 인 

검증 과정을 소개하 다. 끝으로 제 5장에서는 인

터넷 자상거래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결

론을 기술하 다. 

2. 련 문헌  가설 설정

2.1 후회 성향

소비자들은 지출을 한 이후에 본인의 소비가 불

필요한 낭비 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러한 상황에서 후회를 한다[31]. 부정  감정  

일상 으로 나타나는 감정인 이러한 후회감은 의

사결정의 결과와 지나가 버린 안의 상태를 비교

하는 경우에 야기되는 소비자 감정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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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히 객 으로 같은 상황이라도 후회감은 

개인 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  후회 성향은 반 인 소비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다[32]. 즉, 동일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

한 이후에 찾아오는 후회감은 감정이나 계산에 민

감한 사람일수록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이다. 한 

흥미나 후회와 같은 감정들이 종종 충동구매를 야

기하며[28], 후회나 실망과 같은 부정  감정은 소

비자의 불평 행동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도 

한다[10].

인터넷 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

은 일반 으로 제품을 직  보거나 체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별 후회 성향은 

쇼핑 행  반에 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댓

이나 후기를 통해서 제품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후회 성향이 더더욱 구  효과에 향

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

한다. 

H1：후회 성향은 구  효과에 유의한 향을 미

친다. 

2.2 사  지식

소비자 지식 수 은 정보탐색과 커뮤니 이션 효

과에 있어서 주요한 선행변수로 많은 연구에서 고

찰되었다[1, 5, 12, 15]. 특히, 상품에 한 소비자

들의 기존 지식 정도는 제품 안을 인식하는 과

정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 특히 상품의 표  양

식의 효과에 유의한 조  변수 역할을 한다[23]. 즉, 

상품에 한 지식이 많은 집단은 그 지 않은 집

단에 비해 지식을 더 축 하려하고[12], 안과의 

비교․분석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상품 

안이 많은 상 을 더 선호하게 된다[13]. 한편, 

온라인 구 정보 탐색에 한 김성훈[1]의 연구에

서는 노트북에 한 제품 지식이 많은 집단의 구

정보탐색이 은 집단에 비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자상거래 환경은 매자와 소비자가 

일 일로 실시간 소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수의 매자들이 사이트 페이지에 가  많은 

안을 열거하여 상품 매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제품에 한 사  지식이 많은 사용

자들은 그 지 않은 사용자들에 비해 사이트에 더 

오래 머물면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것이다. 사  

지식이 많을수록 자상거래 사이트에 한 경험

이 많고 탐색 시간 한 길어질 것이므로 사 지

식은 구  효과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수립한다.

H2：사  지식은 구  효과에 유의한 향을 미

친다. 

2.3 상품 매력

상품 매력은 상품의 규모나 구성에 느껴지는 매

력으로 정의된다[34]. 이러한 상품 매력은 사이트

상의 제품들 숫자나 흥미로운 제안, 화폐 가치 그

리고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심과 일치하는 지에 

해 얻어지는 일련의 인상을 모두 포함한다. 

상품 매력과 련한 연구 분야에서는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범주가 탐색  성향을 가진 

이용자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들의 구

매유인을 해서는 다양한 제품에 한 쾌락  콘

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가 있었다

[26]. 한편, 박은주, 고샛별[3]은 인터넷 쇼핑 흥미

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제품 

정보에서 정 인 감정을 느끼며, 인터넷 쇼핑 흥

미도가 낮은 소비자들은 쇼핑몰에서 매하는 패

션 제품의 색상이나 디자인, 사이즈와 같은 다양한 

상품구색에 의해 정 인 감정을 느껴 충동구매

행동이 유발된다고 하 다. 이와 더불어 상품 매력

은 소비자들의 정 인 감정을 진하고, 부정

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것을 실증 으로 입증한 연

구도 있었다[34]

본 연구에서는 상품 매력을 인터넷 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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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품 구색의 매력도와 다양

성에 해 소비자가 느끼는 선호도 는 호의  

태도로 정의한다. 이러한 상품 매력은 소비자들이 

감정에 향을 미쳐 실제 소비 행   구  효과

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상품에 매력을 많이 느

낀 사람의 구  효과는 그 지 않은 집단의 구  

효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

설을 제안한다. 

H3：사  지식은 구  효과에 유의한 향을 미

친다. 

2.4 성별

성별에 따라 쇼핑 행 가 향을 받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효용 극 화 성향이 더 강

하므로 남성은 선택해야 하는 옵션 항목이 더 늘

어날수록 쇼핑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32]. 서문

식, 김상희[4]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성별에 따른 소비감정의 차이를 분석하 다. 이들

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유

형의 감정을 경험하고, 쇼핑몰 특징에 해서도 

상이한 감정을 느끼며, 이러한 감정  반응은 쇼

핑행동에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실질  구매에 감정

의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 

통계  특성에 의한 인터넷 패션 쇼핑몰에서 의류

나 패션 제품의 충동 구매행동에 한 연구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10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한 상품의 충동구매가 다른 연련집단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3]. 한편, 상택, 이형주의 

연구[7]에 따르면, 부분의 남성 고객들은 충동구

매를 하지 않는 편이지만, 매자들이 그들의 불

평에 신속하게 응한다고 느낄 때에는 외 으

로 충동구매를 한다. 반면, 여성 고객들은 쇼핑을 

할 때 감정에 향을 받는데, 기분이 나쁠 때 보다

는 기분이 좋을 때 충동 으로 구매를 한다. 

인터넷 자상거래 환경에서도 소비자들은 성별

의 차이에 따라 사이트에 해 인지하는 정도가 

향을 받을 것이고, 쇼핑 행   구  효과도 

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

고자 한다. 

H4：성별은 구  효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한 성별은 소비자들의 감정과 행  반에 유

의한 향을 미치므로 앞서 선택된 원인변수와 결

과변수간의 계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후회 성

향과 사  지식, 상품 매력이 구  효과에 미치는 

경로에 해서 성별은 조  변수 역할을 할 것이

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수립한다. 

H5a：성별에 따라서 후회 성향이 구  효과에 미

치는 향이 달라질 것이다. 

H5b：성별에 따라서 사  지식이 구  효과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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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향이 달라질 것이다. 

H5c：성별에 따라서 상품 매력이 구  효과에 미

치는 향이 달라질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그림 1]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최종 변수로 구

 효과(WOM：Word-Of-Mouth)를 고려하 다. 

원인 변수로는 후회 성향(RTS：Regret Tendency 

Scale), 사  지식(PRK：PRior Knowledge), 상품 

매력(MEA：MErchandise Attractiveness)을 채택

하 고, 성별(GEN：GENder)을 도입하여 더미변

수로의 역할과 조  효과를 함께 설명하 다. 

3.2 표본의 선정과 특성 

본 연구의 목 은 B2C 인터넷 자상거래 사이

트 사용자들을 상으로 구  효과에 향을 미치

는 변수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다양한 연

령층의 응답자들을 상으로 가상의 쇼핑몰 사이트

를 이용하게 한 뒤 설문 조사를 수행하 다. 

표본 수집은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었으며, 

인터넷 사용자들을 상으로 서로 다른 가상의 

자상거래 사이트를 2회 제공하여 이용하게끔 한 

뒤, 각각의 사이트에 해서 설문을 수행하 다. 

즉, 설문 참가자 당 2개의 설문 결과를 회수하

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들은 남녀 성비가 

동일하며, 표본의 인구 통계학  특성은 <표 2>와 

같다. 

3.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조사 척도는 타당성 보

장을 해서 선행 연구로 부터 도출되었다. 구  

효과는 Engel et al.[19]과 Maxham[25]을 참고하

고, 후회 성향은 Schwart et al.[32]를 참조하

다. 사  지식은 Huffman and Kahn[23]에 근거하

고, 상품 매력은 Verhagen and Dolen[34]를 참

고하 으며, 성별은 더미 변수로 남성일 때 1, 여

성일 때 0으로 측정하 다. 연구 변수의 개념  정

의는 <표 1>에 정리하 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 데이터 

항목 구 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00 50.0%

여자 100 50.0%

합계 200 100.0%

연령

10 32 16.0%

20 93 46.5%

30 61 30.5%

40 8 4.0%

50  이상 6 3.0%

합계 200 100.0%

도출된 설문 문항들은 인터넷 자상거래 환경

에 맞도록 수정하 으며, 30여 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일럿 조사(pilot test)를 수행하 다. 설문 

문항들은 7  리커트 척도를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4. 분석 과정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 

소 트웨어인 SmartPLS 2.0(M3)을 이용하여 통

계 분석을 수행하 다[30]. PLS는 표본 크기와 정

규분포 가정에 한 요구사항이 상 으로 엄격

하게 용되지 않는다는 장 이 있어 리 사용되

고 있다[16].

4.1 타당성  신뢰성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도입한 변수들의 신뢰성(reli-

ability),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에 한 평가가 이루

어졌다. 신뢰성 검증을 해 합성 신뢰성(co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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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변수의 개념  정의  측정 속성 

변수 문항 설문 문항 련 문헌

구  
효과

WOM1 나는 이 사이트를 주변 사람에게 추천 할 생각이 있다.
Engel et al.[19]
Maxham[25]

WOM2 나는 내가 사용하는 좋은 사이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생각이 있다. 

WOM3 사이트를 지인에게도 알려서 함께 사용하게끔 장려하면 좋을 것이다.

후회
성향

RTS1 나는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한다. 

Schwartz 
et al.[32]

RTS2
나는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안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RTS3 내 인생에 해서 생각 할 때, 나는 내가 놓쳐버린 기회들이 생각난다. 

사
지식

PRK1 나는 USB 메모리에 해서 친숙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Huffman 
and Kahn[23]PRK2 나의 동료들과 비교해볼 때, 나는 USB 메모리에 해서 잘 알고 있다. 

상품
매력

MEA1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는 지불할 가치가 있다.

Verhagen 
and Dolen 

[34]

MEA2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는 흥미로운 제안들이다. 

MEA3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는 내가 흥미 있는 것들과 잘 맞는다. 

MEA4 이 사이트는 많은 서비스  상품을 제공한다. 

<표 3> 변수의 타당성  신뢰성 검증 결과 

변수 항목 요인 재량 t-통계량 표  오차 합성 신뢰성 AVE 알

구  효과

WOM 1 0.88 66.38 0.01

0.91 0.77 0.85WOM 2 0.92 83.94 0.01

WOM 3 0.83 21.82 0.04

후회 성향

RTS 1 0.87 13.87 0.06

0.86 0.67 0.76RTS 2 0.86 8.70 0.10

RTS 3 0.70 5.76 0.12

사  지석
PRK 1 0.88 32.27 0.03

0.91 0.84 0.81
PRK 2 0.95 85.14 0.01

상품 매력

MEA 1 0.82 34.36 0.02

0.90 0.69 0.85
MEA 2 0.87 54.08 0.02

MEA 3 0.87 44.69 0.02

MEA 4 0.76 19.69 0.04

성별 GEN 1.00 1.00 1.00 1.00

sitive reliability：CR)과 평균추출분산(Average 

Variance Extracted：AVE)를 확인하 다[21]. 합

성 신뢰성이 0.7 이상의 값을 가지고, AVE 값이 

0.5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신뢰성 조건은 만족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변수들  합성 신뢰성이 가장 

작은 값은 0.86이고 AVE가 가장 작은 경우는 0.67

이므로 조건이 충족되었다. 한 신뢰성 검증을 

해 내  일 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

을 측정하 는데, 확인 결과 모두 기 치인 0.7을 

상회하 다[22]. 집  타당성은 요인 재량이 0.6

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17]. RTS3이 가장 

작은 수치인 0.70을 기록하여 집  타당성도 검증

이 되었다. 별타당성은 AVE의 제곱근이 다른 

요인들과의 상 계수 보다 큰 값을 가지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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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들 간의 상 계  별 타당성 검증 

AVE 1. WOM 2. RTS 3. PRK 4. MEA 5. GEN

1. WOM 0.77 0.88

2. RTS 0.67 0.21 0.82

3. PRK 0.84 0.33 0.34 0.91

4. MEA 0.69 0.66 0.25 0.34 0.83

5. GEN 1.00 -0.10 0.02 0.00 0.00 1.00

주) 각 행렬에 있는 값들은 각 변수 평균 추출 분산의 제곱근 값들임.

<표 5> 연구결과 요약

가설 원인변수 결과변수 경로계수 t-통계량 가설

H1 후회 성향 구  효과 0.02 0.45 기각

H2 사  지식 구  효과 0.11 2.32 채택
*

H3 상품 매력 구  효과 0.59 8.81 채택
***

H4 성별 구  효과 -0.10 2.68 채택**

H5a 후회 성향×성별 구  효과 -0.10 2.53 채택
*

H5b 사  지식×성별 구  효과 -0.01 0.25 기각

H5c 상품 매력×성별 구  효과 0.08 0.76 기각

주) *：p < 0.05; **：p < 0.01; ***：p < 0.001.

<표 4>에서와 같이 조건에 충족됨을 알 수 있다. 

4.2 연구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부

트스트랩의 리샘 링 기법(bootstrapping resam-

pling method)으로 300회를 설정한 후 결과를 도

출하 다. 

구  효과의 원인 변수들 에서 사  지식(β = 

0.11, t = 2.32)과 상품 매력(β = 0.59, t = 8.81), 성

별(β = -0.10, t = 2.68)은 유의한 향을 미쳤지만, 

후회성향(β = 0.02, t = 0.45)은 유의한 향을 미

치지 못했다. 

각 원인 변수에 해서 성별을 조  변수로 채

택하 을 때, 후회 성향(β = -0.10, t = 2.53)은 구

 효과에 유의한 향을 미쳤지만, 사  지식(β 

= -0.01, t = 0.25)과 상품 매력(β = 0.08, t = 0.76)

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은 구  효과의 분

산을 47.5% 설명하 다. 연구 모형에서 제안한 가

설들에 한 검증 결과는 <표 5>에 정리하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자상거래 사이트 이용

자들을 상으로 구  효과에 미치는 향요인을 

검증하 다. 선행 변수로는 후회 성향, 사진 지식, 

상품 매력을 채택하 고, 성별을 더미 변수로 도

입하여 더미 효과  조  효과를 함께 검증하

다. 연구 결과 사  지식, 상품 매력, 성별이 구  

효과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후회 성향은 유

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성별을 조  변수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후회 성향은 구  효과의 설

명 변수로 유의했던 반면 사  지식과 상품 매력

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다. 

본 연구는 인터넷 자상거래 이용자들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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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해서 소비자들의 인지  측면과 웹 사이

트에서 제공되는 상품 고유의 특성을 통합 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에서 공헌 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인터넷 자상거래 사이트를 정보 

시스템의 한 유형이라고 단하여 정보 기술 성공 

모형이나 기술 수용 모형에 근거하여 설명을 시도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개인  성향

과 상품 자체에서 얻어지는 매력에 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 다는 이 차별 이다.

구  효과에 직 인 선행 요인들로 제안하

던 잠재 변수들 에는 상품 매력, 사  지식 순으

로 경로계수가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자상거래 

방문객들이 느끼기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매력 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확률이 높

아지며, 웹 페이지에서 열거된 상품에 해서 미

리 알고 있는 이용자 일수록 구  효과가 높아짐

을 의미한다. 인터넷 자상거래 구축업자는 지속

인 수익 창출을 해서 시류의 추세에 맞추어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많이 찾는 유행 상품이나 효

용 제품을 선별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 특정 시간 , 특정 요일을 선정하여 해당 기

간 동안 가장 많이 매된 상품들을 추 하고 이

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품들의 매력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각 시 별로 어떠한 상품이 소비자

들로 하여  매력을 느끼게 하는지를 규명한 뒤, 

우선순 를 설정하여 인터넷 자상거래 사이트 

면부에 배치하면 좋은 략이 되리라 사료된다. 

구 효과에 한 상품 매력의 역할은 다수의 선행 

연구와 부합한다. 상품 구색이나 매력이 소비자의 

정 인 감정을 진하고[34], 결과 으로 충동구

매를 유발한다는 결과[3]와 같이 체 인 소비활

동 장려에 있어 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

시 한번 확인하 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상

품 매력이 구  효과에 직 으로 미치는 향을 

규명하지 않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시도했다는 

이 선행 연구들과의 차별 이다. 

한편, 상품에 한 사  지식이 구  효과를 상당 

부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자상거래 사이트

를 구축함에 있어 구성 상품들이 생소하지 않은 친

근한 유형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를 들어, 

시장에 기 진입한 신상품의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사진 지식이 상 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구  효과를 리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미 많

이 알려지고, 친숙한 상품을 인터넷에 나열함으로

써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팽창시킬 필요가 있다. 

사  지식의 결과도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 반에 

걸쳐 사  지식이 소비 행 에 유의한 향을 미친

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와 부합한다[1, 5, 12, 15]. 하

지만 선행 연구들에서는 소비자들의 지식이 제품 

안을 인식하는 과정이나 정보 탐색 커뮤니 이

션에 미치는 향을 규명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제품 매에 매우 요한 구 효과에 미치는 향

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는 이 차별 이다. 

한편 후회 성향은 유의하지 못하 는데, 이는 이

용자들이 후회를 많이 하고 게 하고의 정도 차이

는 실질 인 구  효과를 결정 짓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기업이 마  략을 구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후회 성향을 악하여 그 정

도에 맞추어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증 인 분석에서는 유의한 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특성을 악함에 있어서는 다

른 요소를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성별의 더미 효과  조  효과에 한 가설들

은 부분 으로 채택이 되었다. 우선 성별은 구  

효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더미 변수의 경로

계수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다 회귀방정식의 그래

에서 더미 변수로 분류된 그룹들 간의 y 편이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처리하 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남

성의 기본 인 구  효과가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해도 해당 사이

트를 타인에게 알리는 정도나 빈도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고 잦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성별의 조  변수를 검증한 결과, 후회성향의 경

로 계수가 –0.10(t = 2.53)으로 유의하 다. 이는 

후회 하는 정도가 같다면, 여성에 비해 남성일 경



인터넷 자상거래 환경에서의 구 효과의 선행 요인에 한 연구    239

우 구  효과에 미치는 향력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성별과 련한 일련의 분석 결과들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부 부합된다[3, 7, 32]. 일반

으로 쇼핑 행 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감성과 품질에 민하고, 타인에 한 향력도 

더 높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사  지식과 상품 매력에 한 성별의 조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동일한 사  

지식과 상품 매력 수 일 경우 구  효과에 한 

남녀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과 같은 시사 들을 암시한다. 보통 부분의 마

터들은 다요소 교차 분석을 통하여 고객군을 세

분화 하는데, 과도한 시장 분할 과정은 종종 불필

요함을 의미한다. 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

비자의 특성을 사  지식과 상품 매력으로 분할 

하 다며 그 이후의 성별을 기 으로 하는 분할은 

의미가 없음을 보여 다. 따라서 시장 분할 과정

에서는 최소의 자원으로 최 의 시장 가치를 실

하는 략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자상거래 공 업체

들에게 있어 요한 지침이 되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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