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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variable consumer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use online product reviews. 
In online e-commerce, where purchases take place without consumers seeing the products in person, the product reviews 
left by other consumers who have already purchased the product are believed to be valuable information. However, 
when different consumers read the same product review, their responses to it may vary.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who utilize product reviews for their purchases. Consumer characteristics are categorized 
into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purchasing tendency , and experience related to product reviews. These factors 
are examined to see if they have direct or indirect effects on a consumer’s intention to use product reviews when 
making online purchases. We surveyed a total of 240 consumers who had experience using e-commerce and knew 
about online product reviews. Once the data was collected, path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tatistics tool AMOS. 
The study results reveal that consumers who are female, extroverted, and have higher price sensitivity think that product 
reviews left by others are useful, and that this “perceived usefulnes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product reviews for making online purchasing decisions. In addition, consumers who are agreeable to others, have 
high brand sensitivity, and who have left numerous reviews themselves demonstrated the tendency to trust reviews 
left by others more. Thus, we conclude that this “perceived reliability” makes it more likely that a consumer will use 
product reviews when making online purchasing decisions. Future research can be done to develop this study further 
by analyzing whether providing online product reviews corresponding t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enhances the effect of product reviews on online purchasing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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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상거래는 사용자의 정보탐색  구매에 따

르는 시간  노력을 감해주기 때문에 차 많

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직  제품을 보지 

못하고 구매가 이 지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험 

요소도 존재한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제

품을 경험해 본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인 상품평

(review)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평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작성하고 공유한다는 특성 때문에, 기업

이 소비자들에게 일방 으로 달하는 정보에 비

해서, 신뢰성이 높은 정보로 인식된다. 인터넷 진

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결정 시 

다른 사용자의 상품평에 향을 받는 비율은 무려 

74%에 이른다고 한다(Lee et al., 2010).  

온라인 상품평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상품평 제공자(소 , 리뷰

어)가 자신의 SNS(Social Network Services) 매

체에 특정 상품에 해서 구체 이고, 비교  문

인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상품

평의 경우, SNS를 통해 리뷰어의 신원이 공개되

기 때문에, 리뷰어에 한 평   신뢰도는 상품

평의 향력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두 번째 형태로, 구매자가 상품을 구입한 웹사이트

에 댓  형태로 구매후기를 올리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인터넷 유통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

분의 상품평은 이러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본 연

구도 이러한 상품평을 상으로 한다. 이러한 형태

의 상품평에서는 부분 리뷰어의 세부 인 신원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상품평 한 한두  정

도로 짧은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리뷰어  상

품평에 한 신뢰성  문성이 상품평 활용의사

에 미치는 향은 제한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소비자의 특성이 상품평 활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Figure 1>은 

표 인 인터넷 유통업체  하나인 옥션의 상품

평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a) Detailed reviews with pictures 

(b) Brief reviews without pictures

<Figure 1> Examples of Online Reviews

본 연구는 상품평 활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소

비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즉, 

동일한 상품평에 해서도 소비자들은 서로 다르

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어떠한 특성이 상품

평 활용의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소비자의 특성을 인물정보(연령, 

성별), 구매성향(가격추구, 랜드추구), 성격(외향

성, 친 성, 경험에 한 개방성), 리뷰(review)에 

한 경험(리뷰작성 빈도, 가성 리뷰 고에의 

노출빈도) 등의 9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

소들이 구매 시 상품평 활용의도에 직․간 으로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6년 10월～11월

동안, 자상거래 이용경험이 있고, 온라인 상품평

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소비자 총 240명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이후, 통계 툴

(tool)인 AMOS를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여, 

고객의 상품평 활용의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분

석하 다.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 2장에서는 기존의 련 연구를 조사하 다.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을 소

개하고, 제 4장에서는 분석환경을 기술하 다. 다

음으로 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

막으로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한계 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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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구매에 향을 미치는 온라인 상품평(이하, 리뷰)

의 주요 요인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리뷰 메시

지의 특성, 리뷰어에 한 신뢰성, 제품/서비스의 

속성  소비자의 특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Lee 

and Kwak, 2013). 

우선, 리뷰 메시지의 특성을 주요 요인으로 인식

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로는 Mudambi and Schuff 

(2010)이 리뷰메시지의 길이가 길수록, 리뷰에 

한 인지된 유용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를 수행하

다. 반면, Ghose and Ipeirotis(2011)은 리뷰에 

포함된 단어수가 증가할수록 일정수 까지는 리뷰

의 유용성이 증가하지만, 이후로는 향력이 감소

하거나,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리뷰의 수가 소비자의 행동에 향을 미친

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Duan et al.(2008)은 화 

리뷰의 수가 많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함을 실증 으

로 분석하 고, Chevalier and Mayzlin(2003)은 

온라인 서  리뷰의 수가 증가할수록, 도서 매출

액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그 외에

도, 리뷰가 정 인지 부정 인지에 한 방향성

이 리뷰 효과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Chatterjee(2001)도 부정 인 리뷰가 인터넷 쇼핑

몰의 신뢰도와 구매의도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고, Chevalier and Mayzlin(2003)도 온라

인 서 에서 부정 인 서평이 정 인 서평에 비

해 훨씬 향력이 크다는 결과를 발표하 다. 

다음으로, 리뷰어에 한 신뢰성을 주요 향요인

으로 제시한 연구들이 존재한다(Cheung et al., 2009; 

Smith et al., 2005; Racherla and Friske, 2012; 

Forman and Ghose, 2008).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허 로 사용경험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자

에 한 신뢰도는 리뷰의 향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하나이다(Josang et al., 2007). So(2013)

은 신뢰받는 블로그 콘텐츠의 특성으로 컨텐츠 생

산자의 유명도, 매력도, 문성  컨텐츠의 신뢰감

과 진실성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하 고, Yoon 

et al.(2012)은 워블로거에 한 신뢰성이 제품 

 서비스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 듯, 리뷰어의 한 신뢰성은, 리뷰어에 한 개

인정보  평 을 확인할 수 있는 SNS 기반의 상

품평의 향력을 결정짓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터넷 유통업체에서 제공되는 부분의 

리뷰들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익명의 리뷰어

에 의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리뷰어의 신뢰성을 

악하기 어렵다. 

그 외, 제품/서비스의 속성에 따라서 온라인 리뷰

의 향력에 차이가 있다는 기존 연구들도 존재한

다. Nelson(1974)은 제품 구매 에 속성정보를 쉽

게 얻을 수 있는 탐색재(search goods)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보기 에는 속성을 악하기 어려운 

경험재(experience goods)로 구분하 는데, 기존의 

일부 연구들은 소비자가 경험재를 구매할 때 타인

의 리뷰가 더욱 많은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Bei et al.(2004)은 소비자들이 경험재를 구매할 때, 

탐색재를 구매할 때에 비해서 리뷰를 더욱 요하게 

인식한다고 주장하 으며, Dellarocas and Narayan 

(2006)은 소비자들이 경험재를 구매할 때, 문가

의 평가보다는 다른 일반 소비자들의 리뷰를 더욱 

신뢰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련하여, 소비자의 특성

이 리뷰활용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일부 

존재한다. Zhu and Zhang(2010)은 제품  소비

자의 특성이 온라인 리뷰의 향력을 조 한다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

(game) 산업에서 게임 사용자의 인터넷 경험이 많

을수록, 한 비인기 게임일수록 온라인 리뷰가 소

비자의 구매결정에 더 많은 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 다. Sridhar and Srinivasan(2012)는 소비자가 

제품에 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 리뷰활용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수행하 고, Assael(2003)

은 소비자의 제품 여도 수 이 리뷰정보 수용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그러나, 이

러한 기존연구들은 소비자의 특성을 인터넷 경험, 

제품에 한 지식, 제품 여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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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인물정보, 성격  특성, 구매성향, 리뷰와 

련된 경험 등을 다각 으로 고려한 본 연구와 차

별성이 있다. Picazo-Vela et al.(2010)은 리뷰어의 

상품평 작성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격 5

요인(big-five personality traits)을 고려하 으나, 

이는 상품평 제공자의 성격으로, 상품평의 수용자

인 소비자의 성격  특성을 분석한 본 연구와는 차

이가 있다. 

3. 연구모형

본 장에서는 소비자의 특성이 온라인 상품평 활용

의도에 미치는 직․간 인 향요인들에 한 연구

가설  모형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형은, <Figure 

2>와 같이, 소비자의 인물정보(연령, 성별), 구매성

향(가격추구, 랜드추구), 성격(외향성, 친 성, 경

험에 한 개방성), 그리고 리뷰 련 경험(리뷰작

성 빈도, 가성 리뷰 고에의 노출빈도)을 설명변

수들로 설정하 고, 상품평에 한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인지된 신뢰성(percei-

ved reliability)’을 매개변수로 고려하여 수립되었

다. 이러한, 제안된 연구모형의 설명변수들은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탐색  변인들로 다음과 같은 이유

를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인물정보 련 변수

  - 연령(Age) : 온라인 구매환경에 친숙하고, 타

인의 의견에 상 으로 쉽게 향을 받을 수 

있는 은 연령층이 리뷰를 구매에 활용하고

자 하는 의도가 높을 것으로 상하여 설정함

  - 성별(Gender) :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타인의 

의견에 더욱 많은 향을 받을 것으로 상하

여 설정함 

∙성격특성 련 변수

  - 외향성(Extraversion) : 자신의 의견을 표

하고, 타인과의 사교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에, 

리뷰를 더욱 극 으로 활용할 것으로 상

하여 설정함 

  - 친화성(Agreeableness) : 타인과의 친 한 

계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요하게 생각하여 리뷰활용 의도가 높을 것으

로 상하여 설정함

  - 경험에 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 

새로운 것들에 한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리뷰를 참고하는 수 이 

상 으로 낮을 것으로 상하여 설정함

∙구매성향 련 변수

  - 랜드 추구(Brand-sensitivity) : 특정 랜드

에 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리뷰

에 해서는 상 으로 게 향을 받을 것

으로 상되어 설정함

  - 가격추구(Price-sensitivity) : 가격 비 성능

이 우수한 제품을 찾기 해서 타인의 리뷰를 

더욱 극 으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여 설

정함

∙리뷰에 한 경험 련 변수

  - 리뷰작성 빈도(Review-writing experience) : 

온라인 리뷰작성을 많이 하는 소비자일수록, 

타인의 리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설정함

  - 가성 리뷰 노출빈도(Advertisement expo-

sure frequency) : 리뷰 작성에 따른 경품응

모나 포인트 립 등에 한 고에 많이 노

출된 소비자일수록 타인의 리뷰를 활용하고

자 하는 의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되어 설정함

다음으로, 제안된 모형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신뢰성’은, 기존의 Chen 

and Xie(2008)의 연구에서 커뮤니티가 유익하다고 

단한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  Mcknight and Kacmar 

(2006)의 연구에서 온라인 리뷰정보의 채택에 향

을 미치는 요 요소가 정보 신뢰성이라는 연구를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즉, 소비자의 인물정보(연령, 

성별), 구매성향(가격추구, 랜드추구), 성격(외향

성, 친 성, 경험에 한 개방성), 리뷰(review)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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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리뷰작성 빈도, 가성 리뷰 고에의 

노출빈도)은 타인의 리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인지된 유용성’  타인의 리뷰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지된 신뢰성’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유용성’  ‘신뢰성’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여, 타

인의 상품평을 구매에 활용하려는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때,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신뢰성’의 두 

가지 매개요인이 있고, 각 매개요인별로 독립변수 

9개에 한 연구 가설들이 있어, 세부 으로는 총 

18개의 연구 가설들이 수립될 수 있다. 를 들어,  

‘친화성’이 ‘상품평 활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인

지된 신뢰성’이 매개하는 경우, “타인의 리뷰에 

한 인지된 신뢰성(reliability)은 소비자의 친화성

(agreeableness)과 리뷰를 구매에 활용하고자 하

는 의도(intension to use) 간 계를 매개할 것이

다.”와 같은 가설이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모두 기술하는 것은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신뢰성’

에 한 매개효과를 일 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Figure 2> Research Model 

4. 분석환경

4.1 자료의 수집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2016년 10월～11월간 자상거래 이

용경험이 있고, 온라인 상품평이 무엇인지 알고 있

는 소비자 총 24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이 게 수집된 조사 상자의 성별, 연령 , 학력

에 한 분포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50.4%와 49.6%로 거의 유

사하며, 10 부터 50 층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

도록 표본을 구성하 다. 학력은 학교 이상 졸

업한 사람의 비율이 약 67%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한다. 

Attribute Category Freq. Ratio(%)

Gender　
Male 121 50.40%

Female 119 49.60%

Age

10～19 47 19.6%

20～29 48 20.0%

30～39 49 20.4%

40～49 48 20.0%

50～ 48 20.0%

Education

～Junior High 18 7.5%

～High School 61 25.4%

～University 143 59.6%

MS./PhD. 18 7.5%

Total 240 100

<Table 1> Distribution of Respondents

4.2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  정의  측정

방법은 <Table 2>에 제시하 다. 소비자의 성격

 특성과 련된 ‘외향성’, ‘친화성’, ‘경험에 한 

개방성’ 변수의 경우, 심리학자 McCrae and Costa 

(1997)가 개발한 성격 5요인(Five-Factor Model)

의 측정항목들을 사용하 다. 한, 구매성향과 

련된 ‘가격추구’  ‘ 랜드 추구’는 <Table 3>의 

문항들로 측정하고, 매개변수인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신뢰성’은 <Table 4>의 문항들로 측정한 

후, 산술평균한 값을 사용하 다. 그 외의 변수(리

뷰 작성빈도, 가성 리뷰 노출빈도, 구매 시 리뷰 

활용 의도)들은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 다. 



Explanatory Variables

Variables Definition Measurement

Age Age of a respondent Open question

Gender Gender of a respondent Male = 0/Female = 1

Extraversion Tendency to enjoy interacting with people

Used 5 questions developed by McCrae and 
Costa(1997). Measured by 7 point scale, then 
calculated the arithmetic mean

Agreeableness Tendency to agree and get along with others

Openness to
experience

Tendency to appreciate art, emotion, adventure, 
unusual ideas, imagination, curiosity, and variety 
of experiences

Brand-sensitivity
The level of importance buyers place on the 
brand relative to other purchasing criteria Measured by 7 point scale, then calculated the 

arithmetic mean
Price-sensitivity

The level of importance buyers place on the 
price relative to other purchasing criteria

Review-writing#
The number of reviews that a customer had 
written (per 10 purchases) Number of Frequencies(0～10)

Advertisement
exposure#

The number of exposures a customer had with 
reviews written for compensation

Mediators

Perceived
usefulness

The level of perceived usefulness of online 
reviews by a customer Measured by 7 point scale, then calculated the 

arithmetic meanPerceived
reliability

The level of perceived reliability of online 
reviews by a customer 

Dependent Variable

Intention to use
online reviews

The level of intention to refer to online reviews 
for making purchasing decisions

Measured by 7 point scale, then calculated the 
arithmetic mean

<Table 2> Definition of Variables and the Measurements 

Questionnaires 

Price-
Sensitivity

1. I usually compare prices from many places before actually buying a product. 

2. I feel like saving lots of money when getting a discount

3. I feel like getting lots of profit when buying discount products 

Brand-
Sensitivity

1. I consider whether I saw the product in commercials when buying a product 

2. I usually buy a well-known brand’s products even though they are expensive

3. I feel satisfied only when buying  well-known products 

<Table 3> The Questionnaires for Price Sensitivity and Brand Sensitivity

Questionnaires

Perceived 
Usefulness

1. I think information in online reviews is valuable  

2. I think information in online reviews is useful 

3. I think information in online reviews is helpful 

Perceived 
Reliability

1. I think the content of  online reviews is truthful

2. I think the content of  online reviews is a straight fact

3. I trust the content of  online reviews

<Table 4> The Questionnaires for Perceived Usefulness and Reliability

26 박 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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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 거나 기존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설문항목들을 그 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롭게 제안하 거나 재구성한 

변수들에 해서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

다. 설문에 사용된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요

소를 잘 변하고 있는지에 한 타당성 분석은 탐

색  요인분석을 통해서 측정하 고, 연구 상에 

해 반복측정 했을 때, 동일한 결과 값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뢰성은 크

론바흐 알 (Cronbach Alpha)값으로 단하 다.  

다음으로, ‘구매 시 리뷰활용 의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악하기 해서, 사 으로 상

분석(correlationanalysis)을 수행한 후, 본 연구에

서 제안된 연구모형을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해서 검증하 다. 매개효과의 경우, 회귀분석을 

여러 차례 반복 수행하여 분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 

변수들 간의 매개효과를 일 으로 분석하기 해

서 AMOS를 활용한 경로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5. 분석 결과

5.1 신뢰성  타당성 분석 결과 

본 에서는 복수 개의 측정항목들로 구성된 가

격추구, 랜드 추구,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신뢰

성 변수들의 데이터에 한 타당성  신뢰성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타당성분석에는 탐색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의 직각회 방법인 

베리맥스(VariMax)가 사용되었다. 본 분석 결과, 

바틀렛(Bartlett)의 구형 검정성 값은 0.05 이하이고, 

KMO(Kaiser-Meyer-Olkin)값은 0.7 이상으로, 수

집된 데이터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 변수들이 해당 차원에 잘 

묶이는지를 단하는 요인 재값(factor loading)

이 일반 인 기 치인 0.4를 훨씬 과한 0.7 이상

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각 설문문항들이 요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Cronbach’s alpha값을 통해, 데이터에 

한 신뢰도를 악하 다. 일반 으로 이 값이 0.7 

이상이면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Nunally, 1978), 분석된 연구변수들 모두 0.79 이

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어, 반복 측정 시에도 동

일한 결과가 재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Questions.

Component

Cronbach
Alpha

Factor 1
(Price-
Sen.)

Factor 2
(Brand-
Sen.)

Factor 3
(Perc.-
useful.)

Factor 4
(Perc.-
Reliab.)

Price-Sen. 1 .715 .007 .266 .012

0.794Price-Sen. 2 .864 .110 .251 .010

Price-Sen. 3 .858 .097 .068 .164

Brand-Sen. 1 .160 .739 .087 .088

0.802Brand-Sen. 2 .016 .902 .107 .057

Brand-Sen. 3 .017 .844 .025 .273

Perc.-Use. 1 .282 .052 .844 .193

0.892Perc.-Use. 2 .198 .118 .880 .207

Perc.-Use. 3 .169 .092 .819 .239

Perc.-Reliab. 1 .094 .118 .273 .867

0.901Perc.-Reliab. 2 -.001 .174 .133 .903

Perc.-Reliab. 3 .117 .144 .215 .852

KMO(Kaiser-Meyer-Olkin) 0.784

Bartlett’ Test of Sphericity

Chi-
Square

1644.55

df(p)
66

(0.000)

<Table 5> Result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5.2 연구모형 분석 결과

본 에서는, 제 3장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에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사 으로 변수들 간

의 계를 악하기 하여, 상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 다. 그 결과, <Table 6>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9개의 설명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리뷰활용 의도’와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한,  9개의 

설명변수들은 매개변인인 ‘인지된 유용성’과도 유

의한 상 계가 있으며, ‘연령’  ‘성별’을 제외한 

8개의 설명변수들이 ‘인지된 신뢰성’과 상 계가 

있었다. 그리고,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신뢰성’

은 종속변수인 ‘리뷰활용 의도’와 양의 상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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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Age 1 -.002 .038 .195** .106 .168** -.009 .038 .214** -.072 .110 -.063

2. Gender -.002 1 -.025 .006 -.032 .064 .132
*

.163
*

.040 .156
*

.092 .188
**

3. Extraver. .038 -.025 1 .762
**

.652
**

.304
**

.207
**

.097 .121 .336
**

.366
**

.272
**

4. Agreeable. .195
**

.006 .762
**

1 .564
**

.271
**

.206
**

.153
*

.143
*

.318
**

.368
**

.259
**

5. Openness .106 -.032 .652
**

.564
**

1 .260
**

.187
**

.163
*

.230
**

.313
**

.278
**

.258
**

6. Brand-Sen .168** .064 .304** .271** .260** 1 .184** .100 .295** .230** .344** .232**

7. Price-Sen. -.009 .132* .207** .206** .187** .184** 1 .175** .227** .468** .209** .458**

8. Review-write# .038 .163
*

.097 .153
*

.163
*

.100 .175
**

1 .253
**

.172
**

.227
**

.231
**

9. Ad. expo.# .214
**

.040 .121 .143
*

.230
**

.295
**

.227
**

.253
**

1 .154
*

.236
**

.173
**

10. Perc.-Usefulness -.072 .156
*

.336
**

.318
**

.313
**

.230
**

.468
**

.172
**

.154
*

1 .464
**

.677
**

11. Perc.-Reliability .110 .092 .366
**

.368
**

.278
**

.344
**

.209
**

.227
**

.236
**

.464
**

1 .416
**

12. Intention to use -.063 .188** .272** .259** .258** .232** .458** .231** .173** .677** .416** 1

<Table 6>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 : p < 0.05, ** : p < 0.01, *** : p < 0.001)

갖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설명변수

들이 종속변수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칠 가능

성이 높다고 단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다음으로, 제안된 연구모형에 한 경로분석을 수

행하 다. <Figure 4>에서는, 신뢰수  95% 이상

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변수들에 한 표 화 

계수와 p-value를 포함한 경로분석 결과를 도식

으로 표 하 다. 그 결과, 소비자의 리뷰에 한 

‘인지된 유용성’은 소비자의 ‘성별’, ‘외향성’  ‘가

격추구’ 성향과 ‘리뷰활용 의도’ 간의 계를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리뷰에 한 ‘인

지된 신뢰성’은 소비자의 ‘친화성’, ‘ 랜드추구’  

‘리뷰작성 빈도’와 ‘리뷰활용 의도’ 간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요컨 , 본 분석 결과 

성별이 여성이고, 성격이 외향 이며, 가격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들일수록, 타인의 리뷰가 더욱 유용하

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인지된 유용성’이 구매 시 

리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정(+)의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타인에 해서 친

화 이고, 랜드 민감도가 높으며, 기존에 리뷰를 

많이 작성한 소비자의 경우, 타인이 작성한 리뷰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인지된 신뢰

성’은 구매 시 타인의 리뷰를 더욱 극 으로 활용

하고자 의도를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 : p < 0.05, ** : p < 0.01, *** : p < 0.001)

<Figure 3> Result of Path Analysis

이러한 모형에 한 합도(model fit)는 <Table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주요 합도 지수인 GFI 

(Goodness of Fit Index)는 보통 0.9 이상이면 양

호한 수 으로 단하는데, 제안된 모형의 GFI수

치는 0.965로 도출되어 매우 양호한 결과를 도출

하 으며, 그 외에 많이 사용되는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지수들도 기 치인 

0.9를 과하는 결과가 도출되어 모형의 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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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ff. Std. Coeff. S.E. C.R. P

Gender → Perceived usefulness 0.191 0.11 0.095 1.996 0.046

Agreeableness → Perceived reliability 0.285 0.275 0.062 4.609 ***

Brand-sensitivity → Perceived reliability 0.237 0.253 0.056 4.274 ***

Review-writing# → Perceived reliability 0.047 0.159 0.017 2.757 0.006

Extraversion → Perceived usefulness 0.211 0.255 0.046 4.58 ***

Price-Sensitivity → Perceived usefulness 0.401 0.401 0.056 7.12 ***

Perceived Usefulness → Intention to use 0.536 0.546 0.045 11.825 ***

Reliability → Intention to use 0.236 0.272 0.043 5.516 ***

Review-writing# → Intention to use 0.028 0.111 0.012 2.371 0.018

Brand-Sensitivity → Intention to use 0.096 0.118 0.039 2.431 0.015

<Table 7> Model’s Goodness of Fit

[Model Fit Indices] GFI : 0.965, AGFI : 0.916, NFI : 0.934, CFI : 0.948, RMR : 0.062.

　 Total effect(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Price. Extrav. Gend. Review-write# Brand. Agree. Perc.-reliab. Perc.-useful.

Perc.-reliab.　
0 0 0 0.159

**
0.253

***
0.275

***
0 0

　 　 　 (0.159**, 0) (0.253***, 0) (0.275***, 0) 　 　

Perc.-useful.　
0.401

***
0.255

***
0.11

*
0 0 0 0 0

(0.401
***
, 0) (0.255

***
, 0) (0.11

*
, 0) 　 　 　 　 　

Inten. to use
0.219 0.139 0.06 0.154 0.187 0.075 0.272 0.546

(0, 0.219
**
) (0, 0.139

**
) (0, 0.06) (0.111

*
, 0.043

*
) (0.118

*
, 0.069

**
) (0, 0.075

**
) (0.272

***
, 0) (0.546

***
, 0)

<Table 8> Mediation Effect

(* : p < 0.05, ** : p < 0.01, *** : p < 0.001)

높게 도출되었다. 반면, GFI와 반 개념으로, 표본

자료를 통하여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분산  공분

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RMR(Root Mean Square 

Residual)은 보통 0.05 이하이면 좋은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제안된 모형은 0.062의 값이 도출되어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어, 제안된 모형의 합도가 

체 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변수들 간의 향을 미치는 효과를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직  향을 미치는 효

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서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간 효과, 그리고 이 둘을 합친 총효

과에 한 분석한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

다. 총효과는 직 효과와 간 효과의 합으로 계산

되는데, 이때 직 효과가 없이 간 효과만이 있는 

경우 완 매개로 보며, 둘 다 존재할 경우 부분매

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한다. 본 분석 결과, 소

비자의 리뷰에 한 ‘인지된 유용성’은 소비자의 

‘성별’, ‘외향성’  ‘가격추구’ 성향과 ‘리뷰활용 의

도’ 간의 계를 완  매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인지된 신뢰성’은 ‘친화성’과 ‘리뷰 

활용의도’ 간의 계를 완  매개하고 있지만, ‘

랜드추구’  ‘리뷰작성 빈도’와 ‘리뷰활용 의도’ 간

의 계는 부분매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결론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소비자의 특성을 인물정보(연령, 성별), 

구매성향(가격추구, 랜드추구), 성격(외향성, 친

성, 경험에 한 개방성)  리뷰(review)에 한 경험

(리뷰작성 빈도, 가성 리뷰 고에의 노출빈도)등

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구매 시 상품평 활

용의도에 직. 간 으로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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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성별이 여성이고, 외향 이며,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타인의 리뷰가 더욱 유

용하다고 생각하며, 타인에 해서 친화 이고, 

랜드 민감도가 높으며, 기존에 리뷰를 많이 작성한 

소비자들은 타인의 리뷰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된 유용

성  신뢰성은 매개효과가 있어, 리뷰활용 의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일한 상품평도 이를 수용하는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구매 활용의도에 상이한 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실증 으로 확인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 을 갖는다. 첫째, 기존 연

구의 설문문항을 그 로 활용한 경우, 타당성 검증

를 수행하지 않았다. 를 들어, 심리학 분야에서 자

주 사용되는 성격 5요인에 한 설문문항에 한 타

당성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확인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방

법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고객의 특

성별로 선호하는 리뷰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을 고려하지 않았다. 를 들어, 특정 성향의 소비자

의 경우, 객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 인 상품평

에 반응하는 반면, 다른 소비자들은 감성 이고 평

가 인 리뷰를 선호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소비자의 특성별로 맞춤화된 상품평을 

제공하는 토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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