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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of an Online Shop and Perceived Ease of

Usefulness and Consumption Behavior in the Process

of Purchasing Sports Products

Cho Sung-chan

Advisor : Prof. Min-chul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for online

sports consumers' purchase process through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perceived ease - usability, and consumption

behavior of online store in sporting goods purchasing process. In

particular, the research focuses on providing information that can

contribute to differentiated strategies in the IT market by analyzing the

causes of consumption behavior of online stores that sell rapidly

increasing sporting goods.

In order to carry out effective research, the subjects of this study

selected college students who have purchased sporting goods online,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of non - probability sample was used as

the survey method, and the self - evaluation method was use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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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preparation. Statistical technique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First, System qua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ease of use, and

information qua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ease of use. Finally,

information qua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Second,

Perceived ease of use has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perceived usefulness has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Finally,

perceived usefulness has a positive effect on continuity intention

Respectively. Third, The information quality of online stor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sistence intention. In this study, we derive the

system quality and information quality as independent variables by factor

of service quality of online stores of sporting goods and select customer

satisfaction and continuity intention as dependent variables as perceived

ease and usefulness as parameters and develop research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existing online and in - store sports field and the online store field in

other fields, Perceived ease -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sefulness and consumption behavior, it can be said that it is meaningful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consumption

behavior of sporting goods online store from various viewpoints.

Although the research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there is a lack of

generalizability of the research results for the research subjects only in

the university students of one school in one area, and the university

students have the limitation that the consumption decision authorit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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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er than other population characteristics with constant income It ha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future research will be more interesting if

the study is extended to adults who have a fixed income and strong

decision-mak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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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스포츠용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다양화·다각화되

고 있다. 특히, 웹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시장과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시

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스포츠용품 소비자들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또는 구전을 통해 다양한 구매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이렇게 획득한 구매자산

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하였다. 하지만 근래의 스포츠용

품 구매시장은 매우 확대되었고 스포츠용품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장, 그리고 모바일시장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스포츠용

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발달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산업

화, 정보화, 자동화로 이어졌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또

한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은 생활의 질적 향상과 함께 경제적 풍요와 노동시

간의 단축, 여가시간의 증대를 가져왔다(유재연, 2011). 이렇게 국민들의 여가

시간이 증가되고 건강한 삶이 대두되면서 스포츠참여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최진철, 2014), 스포츠 활동은 국민의 대중문화로 자리잡아가

고 있다(김성태, 2010).

이렇듯 생활체육인구 증가와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리고 이

를 뒷받침하는 소비자들의 스포츠소비가 이어짐에 따라 국내 스포츠용품 시

장은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미즈노, 뉴밸런스, 언더아머 등의 수많은 글로벌

스포츠용품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다양한 국내·외 스포츠브랜드들은 스포츠용

품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판매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스포츠용품 브랜드들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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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기 위한 전략으로 오프라인 매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장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용품 기업들이 직접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와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몬, 네이버스토어 등의 유

통망을 활용한 제품공급의 두 가지 판매 전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구체

적인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계청(2017)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레저 용품

부분의 온라인 매출이 2014년도 1조 8,990억에서 2017년도 2조 9,204억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온라인 스포츠용품 시장의 매출상승을 보여주

는 대목이다.

이처럼 스포츠용품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

한 기업들의 온라인 판매루트 개발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온라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스포츠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호연(2005)은 인터넷 쇼핑은 공간과 시간에 제한이 없

고 중간 마진을 줄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창균(2012)은 인터넷 쇼핑몰은 소비자가 소비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구입

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의 탐색, 평가, 구매 및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

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즉, 선

행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은 소비자의 상품관련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

시간, 노력 및 화폐지출의 절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효율성에 기

여하며, 획기적인 쇼핑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 한편, 온라인 매장들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다른 브랜드의

매장이 아닌 자신들의 온라인 매장에 찾아오게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타 분야의 연구에서는 이미 온라인 상점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고객신뢰,

지속의도, 브랜드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형원

(2009)은 특정 사이트의 서비스품질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반복구매 및 주위

사람에게 권유하려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하여 주었고, 차국려(2016)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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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이 모두 관광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최근 온라인 상점을 바탕으로 주목되고 있는 서비스품질이란 웹사

이트와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웹사이트에서 효

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쇼핑, 구매 및 배달을 촉진하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고도은, 2009, 재인용; Parasuraman, Zeithaml & Malhotraet, 2005). 특히, 온

라인 서비스는 접근성, 개인정보문제 등 오프라인 서비스와는 다른 특징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서비스품질 측정도구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뒤따른다(고도은, 2009, 재인용; Cox & Dale, 2001).

따라서 Parasuraman & Grewal(2000)은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이 서비

스 종사자와의 접촉보다는 기술과 상호작용을 고려한 5가지 서비스품질 차원

의 상대적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도은, 2009). 추가적으로

Jarvenpaa & Todd(1996)는 온라인 서비스품질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 제품지

각, 쇼핑경험, 고객서비스, 지각된 고객위험을 인터넷 쇼핑몰 환경에 맞도록

변형한 뒤,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품질을 개발하였고, SERVQUAL과 같은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연구주제 중 하나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은 온

라인매장의 소비행동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지각된 유용성은 ‘다른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구매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

음을 형성하는 정도’로 볼 수 있고, 지각된 용이성은 잠재된 이용자가 특정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 믿는 정도라고 정

의할 수 있다(박혜지, 2011; Davis, 1989). 또한 임규홍(2007)은 유용성을 모바

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접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고객에게 최적화되거나,

고객의 기본적인 정보에 적합하게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인지, 도움이 되는지,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이원빈(2008)

은 모바일쇼핑에서의 지각된 유용성을 ‘스마트폰 사용자가 모바일 쇼핑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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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함으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고, (패션)

제품 구매행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한편,

Davis(1989)는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란 ‘다른 소비자가 제

공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수고를 줄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근하고 정보에 대한

입력, 출력의 용이성과 검색의 용이성, 편리성 등의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노

력이 들지 않는 정도라고 하였다(박혜지, 2011, 재인용).

종합해보면 최근 기업의 스포츠용품 판매비중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매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

각된 용이성-유용성은 긍정적인 소비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관리요소임을

타 분야의 선행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관련 온라인매장의

선행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이나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

족한 현실이며, 몇몇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온라인 스포츠용품매장의 중

요성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주제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용품 구매과정에서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

된 용이성-유용성, 소비행동의 관계분석을 통해서 온라인 스포츠소비자의 구

매과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온라인매장의 사용경험이 있는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

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 그리고 소비행동의 인과관계

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속하게 늘어

나고 있는 스포츠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의 소비행동의 원인을 분석함

으로써 IT시장에서 차별화된 판매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정보를 제

공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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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본 연구는 스포츠용품 구매과정에서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 그리고 소비행동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3개의 대가설과 12개

의 소가설로 연구가설을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

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가설경로는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이며,

두 번째 가설경로는 지각된 용이성-유용성과 소비행동의 관계이다. 마지막으

로 세 번째 가설경로는 서비스품질과 소비행동의 관계이다. 아울러 서비스품

질은 독립변수,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은 매개변수, 소비행동은 종속변수로 구

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서비스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시스템품질은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시스템품질은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정보품질은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정보품질은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은 소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용이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용이성은 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유용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유용성은 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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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서비스품질은 소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시스템품질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시스템품질은 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정보품질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정보품질은 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 연구모형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 그리고 소비

행동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로써 새로운 스포츠소비자의 구매행동을 분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모집단에 대한 한계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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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획하고 있지 않아 연구결과의 한계성이 있다.

둘째, 표집방법에 대한 한계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따른 일반적 특성 외의 다른 변인들은 통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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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포츠분야에서 서비스품질

1) 서비스품질의 개념

일반적으로 서비스 품질은 소비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지된다. 즉, 주어진

서비스의 지각된 품질은 소비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소비자가

제공받아 지각한 서비스 즉,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두 가지 변수

에 달려있으며,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소비자가 지각하는가에 대한 것이 서비

스 품질이라 할 수 있다(김희수, 2008). 서비스품질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서비스품질은 고객들이

서비스품질을 인식할 때, 기대나 성과 측면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속성에 의

해 결정되어지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작용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홍영택, 2005). 또한 서비스품질에 대한 정의는 지각(perception),

기대(expectation), 그리고 만족(satisfaction)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

화 되어 있으며, 지각정도가 기대치 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 만족을 한다는 것

이다(전인순, 2007).

한편, 서비스품질에 대한 개념은 서비스의 제 특성인 무형성, 이질성, 소멸

성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제품의 질을 측정하는 것보다 서비스 질을 정의하

고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질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질의 개념으로서 소비자에 의해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라고 정의된다

(백지연, 2014). 이정학(2007)도 서비스품질은 서비스의 무형성(intangibility),

동시성(inseparability), 이질성(heterogeneity), 그리고 소멸성(perishability)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안대희(1999)는 특정 기업에 의해 제공된 서비

스에 대한 고객의 지각과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고객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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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의 불일치(Disconfirmation)로 서비스 품질을 정의하였다(안대희, 1999).

결국, 서비스품질은 소비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지된다. 이때, 주어진 서비

스의 지각된 품질은 소비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소비자가 제공

받아 지각한 서비스 즉,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두 가지 변수에 달

려있으며, 진실의 순간, 즉 고객과 종사원간이 접촉하는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한

것이 서비스품질이라 할 수 있다(김희수, 2008).

아울러 최근에는 서비스품질에 대한 관리 기법들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

며, 기업들은 이를 서비스 품질의 확보를 위한 전략수립을 기업혁신의 기초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김지흔, 2013). 그러나 품질의 이해나 측정이 어려우며,

품질은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의 관점에서 정의가 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

문에 서비스 품질에 관해서는 상이한 정의를 내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는 고객이 인지하는 주관적 측면이 강하므로 고객과

의 접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부재만, 2010).

이처럼 서비스품질 정의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견

들을 바탕으로 서비스품질의 정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선행연구의

공통적인 견해는 서비스품질은 소비자들을 주요 주체로 보고 있고 소비자와

의 연결점이 이루어 질 때 나타는 것이며, 소비자로부터 나오는 서비스제공

또는 사용에 대한 무형 또는 유형의 피드백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으로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ronroos(1982)

는 서비스품질이 기술적 품질(technical quality), 기능적 품질(functional

quality)과 기업이미지(corporate quality)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기

술적 품질은 서비스 기업이 무엇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을 말한

다. 이것은 서비스 교환의 자료적, 정보적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서비스

생산과정의 이러한 기술적 산물(outcome)은 서비스의 수단적 성과와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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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 의

안대희

(1999)

서비스품질은 특정 기업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지각과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고객의 기대간의 불일치로 정

의할 수 있다.

홍영택

(2005)

서비스품질은 고객들이 서비스품질을 인식할 때, 기대나 성과 측면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속성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인순

(2007)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간의 비교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정학

(2007)

서비스 품질의 개념은 서비스의 무형성(intangibility), 동시성

(inseparability), 이질성(heterogeneity), 그리고 소멸성(perishability)과

같은 특성이 있다.

김희수

(2008)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한 것이 서비스 품질이라 할

수 있다.

백지연

(2014)

주관적 질의 개념으로서 소비자에 의해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라고 정

의된다.

표 1. 서비스품질의 정의

는 개념이다. 기능적 품질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어떻게 지각하며 결과로서의

기술적 품질을 어떻게 얻는가를 의미한다. 서비스의 표현적 성과와 일치하는

개념으로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작용의 유의성과 관련되어 있고 서

비스 제공자의 행동이나 용모, 예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업이미지는

소비자들이 그 기업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대한 결과, 즉 기업에 대한 소비

자의 견해로서 소비자의 서비스 기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홍영택, 2005,

재인용). 또한, 김준호(2005)는 서비스품질을 크게 고객필요 관점, 고객의 품

질지각 관점 그리고 고객만족의 관점으로 구분하였으며, 고객필요 관점은 서

비스의 품질을 고객의 필요나 요구에 일치시키는데 관점을 두는 것이고, 고객

품질지각 관점은 고객이 지각하는 품질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 시각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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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서비스품질 구성요소

Gronroos

(1982)
기술적 품질, 기능적 품질, 기업이미지

Garvin

(1984)

성과, 특징, 신뢰성, 적합성, 지속성, 서비스 제공능력,

심미성, 인지된 품질

Parasuraman,

Zeithaml & Berry

(1988)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 확신성, 유형성

김준호

(2005)
고객필요 관점, 고객의 품질지각 관점, 고객만족의 관점

김희수

(2008)
기대된 서비스, 지각된 서비스

엄희열

(2012)
기대의 함수 또는 경험의 함수, 소비자 만족

표 2.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소

한다.

한편,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88)는 기존에 주장한 이론을 구체

화하여 SERVQUAL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즉, 실증분석에서 기존의 10

가지 차원 중 의사소통, 안전성, 능력, 예절성을 ‘확신성’ 차원으로, 고객에 대

한 이해, 접근성을 ‘공감성’ 차원으로 통합하여 모두 5가지 차원(유형성, 신뢰

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으로 축소시켰다(이종환, 2009, 재인용). 또한,

Garvin(1984)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품질을

이루고 있는 속성인 성과, 특징, 신뢰성, 적합성, 지속성, 서비스 제공능력, 심

미성, 인지된 품질의 8가지 차원을 제시하여 객관적인 품질을 이해할 수 있도

록 하였다(최근녕, 2012). 이처럼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서비스품질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 2>와 같이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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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종합해보면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소 또한 앞의 개념 정의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유형 또는 무형의 피드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 스포츠분야의 서비스품질 선행연구

현재 국내에서 연구된 스포츠분야의 서비스품질은 스포츠센터, 스키장, 골

프장, 태권도장과 같은 스포츠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스포츠분야에서 연구된 서비스품질의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장경로(1999)는 피트니스 클럽의 서비스품질 연구에서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에 시스템 개념을 적용하여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시스템

개념에 따라 3개의 영역에 9개의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즉, 도입단계에서는

서비스 환경, 서비스품질 관리위원회, 프로그램 등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과정

단계에서는 대인간의 상호작용, 과제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다른 고객, 서비

스 실패와 회복 등의 5개 하위 요인으로, 산출 단계에서는 인지된 서비스품질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김명조(2018)의 스포츠센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 및 행동관계의 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의 유형은 기술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술적인 것은 고객이 서비스 체험을

통한 감각으로 얻어지는 것을 말하고 반면에 기능적인 것은 서비스 제공과정

에서 예절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는 시설적인 품질과 스포츠

센터의 이미지 등과 같은 기업품질, 고객과 종사원과의 상호관계와 같은 상호

품질 등으로 서비스품질을 구분하였다.

아울러 김범식과 정영남(1999)의 상업스포츠센터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실증

적 연구와 김상국과 임태식(1999)의 연구에서는 스포츠센터 서비스품질 요인

이 소비자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김숙자와 허현미(1999)는 공공스포츠시설 여성소비자의 서비스 질, 소비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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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구매의도간의 관계 연구에서 서비스품질이 소비자 만족의 선행변수임을

검증하였다(구륜회, 2009). 특히, 송희정(2005)의 스키장 서비스품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무형적 속성 때문에 유형 제품과는 달리 소비자들은 시설, 설비,

인적요원 등 매우 적은 유형적 단서에 의해서 서비스를 평가하며, 이질적인

속성에 의해서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추가적으

로 이승철(2001)은 스키장의 서비스 자체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탐색적

특성보다는 경험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서비스를 경험한다고 해도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소비하게 되는 과정과 그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서비스 품질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개념적인 정

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골프장과 관련된 서비스품질을 측정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찬웅(2004)의 연구에서는 골프연습장의 서비스품질을 선행연구

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인적 서비스와 물적 서비스로 나누고, 인적

서비스는 ‘골프연습장 서비스 제공자(골프연습장 직원 및 지도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물적 서비스는 기존의 연구에서 물적 서비스와

시스템적 서비스를 포함하여 ‘골프연습장의 시설이나, 설비, 그리고 정보, 과

정, 제도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의한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또한, 김

용효(2015)의 연구에서는 골프장의 물리적 환경변수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으

며, 물리적 환경 요인이 골프장 서비스품질의 우수함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행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물리적 환경은 서비스가치와 고객만족

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요 서비스품질 요인으로 유형성, 보증성,

신뢰성, 반응성, 공감성 등의 중요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서비스품질에 대한 스포츠시설 선행연구들이 분야별로 시설별로 여

러 연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

는 스포츠용품 그리고 온라인상점에 관한 서비스품질에는 어떠한 선행 연구



- 14 -

연구자 논문주제 주요 연구결과

김소인

(2005)

모바일 스포츠 콘텐츠의 품질요인에 따

른 재사용의도 및 추천의도에 관한 연구
품질요인→재사용의도, 추천의도

이은주

(2008)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품질이 스포츠

용품 구매자의 고객만족 및 충성도에 미

치는 영향

서비스품질→고객만족, 충성도

구본민

(2009)

골프 포털 사이트 서비스 품질이 재방문

의사 및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품질→재방문의사, 구매의사

마신재

(2010)

스포츠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품질

이 고객만족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

서비스품질→고객만족, 재구매의도

배주현

(2010)

스포츠 인터넷 쇼핑몰 물류 서비스품질

이 관계품질과 구매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물류 서비스품질→관계품질, 구매

후 행동

이수지

(2012)

온·오프라인쇼핑몰 스포츠웨어 구매자의

지각된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신뢰, 관

계몰입간의 관계 비교분석

서비스품질→고객만족, 신뢰,

관계몰입

표 3. 스포츠용품 온라인상점의 서비스품질 관련 선행연구

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징적인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김소인(2005)의 모바

일 스포츠콘텐츠의 품질요인에 따른 재사용의도 및 추천의도에 관한 연구에

보면 품질요인은 재사용의도와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은주(2008)의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품질이 스포츠용품 구매자의 고객만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및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구본민(2009)은 서비스품질이 재방문의사,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결과로 보여주었으며, 마신재(2010)의

스포츠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도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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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수지(2012)는 온·오프라인쇼핑몰 스포츠웨어 구매자의

지각된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신뢰, 관계몰입간의 관계 비교분석에서 서비

스품질이 고객만족, 신뢰, 관계몰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표 3>은 스포츠용품 온라인상점의 서비스품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2.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

1)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의 개념

유용성과 용이성은 사이버교육 환경에서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학습자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이용하기 편리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지각하는 시스템의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으로 제시되고 있다(박수영, 2010, 재인용; Davis,

1989). 이러한 유용성은 사이버교육 시스템의 사용이 학습자의 학습에 유용하

다고 지각되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실제적 도움

의 정도를 말하며, 용이성은 학습자가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때 별도의

노력 없이 손쉽게 교육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수

원, 오성욱, 2005).

한편, Davis(1989)는 파일 편집기 등 4개의 응용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연구

에서 정보기술이 자신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에 따

라 그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 개

념을 제시하였다. 자세히 설명하면, 여기서 지각된 용이성은 정보기술을 이용

하는데 정신적·신체적 노력이 적게 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작업이 효율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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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즉, 사용자들이 주어진 시스템이 유용하다고는 믿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이 사용하기에 너무 어렵고 노력이 많이 든다면 그 시스템의 사용

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은 사용하기가 용이(편리)할수록 더 유

용한 것으로 지각되며, 더 유용한 것으로 지각될수록 정보기술은 사용자의 태

도나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술수용모형을 설명하고 있

는 것이다(이인숙, 2012, 재인용).

이러한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은 그 후 TAM(기술수용모델 : Technology

Acceptance Model)과 관련된 많은 후속연구들을 통해 구성 타당성이 확보되

어 정보기술 수용에 가장 강력한 요인이자 중요한 예측변수로 인정받아 오고

있다. 또한 이 두 변수는 상호관련성이 높은 변수이지만 구별되는 개념이고

대상 정보기술과 연구 환경에 따라 두 변수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병곤, 박순창, 김진화, 김종욱, 2003, 재인용;

Davis, 1989; Taylor & Todd, 1995). 추가적으로 지각된 용이성은 ‘육체적, 정

신적 노력 없이 특정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즉, 개인

이 책임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할당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의미하며,

지각된 이용 용이성이 높을수록 이용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더 쉽고 빠르

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를 거쳐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동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직무성과를 향상 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업무에 도입하였을 경우, 이

용자가 유용하다고 느끼는 인지정도,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그 기술을 수용하

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지각하는 정도 또는 기술이 자신의 목적

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정득

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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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논문주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진지형,

김진국

(2006)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제품 정보탐

색의 유용성분석
유용성 -

정보탐색

의도

이지현

(2011)

체험매장의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

성이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

향

용이성

유용성
만족 충성도

이종길

(2013)

해양스포츠관광의 체험공간 속성

과 쾌락성, 유용성, 관광만족의 구

조적 관계

체험공간

속성

쾌락성

유용성
관광만족

표 4. 스포츠 분야의 용이성-유용성 선행연구

2)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의 스포츠분야 선행연구

스포츠분야에서 용이성과 유용성을 다룬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진지형

과 김진국(2006)은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제품 정보탐색의 유용성이 정보탐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지현(2011)은 체험매장의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만족과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종길(2013)

은 해양스포츠관광의 체험공간 속성과 쾌락성, 유용성, 관광만족의 구조적 관

계의 연구에서 체험공간 속성과 쾌락성, 유용성이 관광만족에 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이성진과 전익기(2014)는 스포츠 웨어러블 제품에 소비자혁

신성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종우와 김나래(2016)의 연구

에서는 웨어러블 기기의 사용용이성과 사용만족이 지속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고, 이희화, 문광현과 추종호(2017)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정보탐색의

유용성이 브랜드인지도, 구매욕구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

다. 아울러 스포츠분야의 용이성과 유용성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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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전익기

(2014)

스포츠 웨어러블 제품에 대한 소

비자혁신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소비자

혁신성
- 수용의도

김종우,

김나래

(2016)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관련 웨어

러블 기기의 사용용이성과 사용만

족이 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

용이성 사용만족 지속행동

이희화,

문광현,

추종호

(2017)

스포츠 정보탐색의 유용성이 브랜

드인지도, 구매욕구 및 재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

유용성 -

인지도

구매욕구

재구매

의도

3. 소비자행동

1) 고객만족

고객만족은 마케팅의 핵심적 개념 중의 하나로, 기업이 추구하는 다양한 성

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

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최종필, 2011). 특히,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두 가지 요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

재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이유재, 2003). 즉, 고객만족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서 원하는 곳이 기대이상으로 충족되어 감동됨을 일으켜 고객에게 재 구매율

과 추천 의지를 높여 충성도를 지속시키는 것이다(강병서, 조철호, 김상한,

2005).

스포츠분야의 고객만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이혁진과 류재숙(2007)은

테마파크의 물리적환경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조형물의 심미성, 부대시설의 편리성, 공간 활용성으로 4

개 요인을 추출해 만족도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테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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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주제 연구결과

류재수(2001)
인터넷쇼핑몰의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품질→고객만족

임기흥, 권진희

(2001)

모기업 신뢰가 쇼핑몰 만족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 온라인 쇼핑몰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모기업 신뢰→쇼핑몰만족

김상현, 오상현

(2002)

인터넷 쇼핑몰 공급자 특성이 만족, 신뢰

및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공급자 특성→만족

정이상, 이석용

(2009)

인터넷 쇼핑몰의 기업 이미지와 품질특

성과 만족도, 충성도의 구조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기업이미지, 품질특성→만족

김정흠, 서수석,

이종호(2011)

인터넷 쇼핑몰의 물류서비스 품질이 고

객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물류 서비스품질→고객만족

박강희, 하홍열

(2012)

온라인 쇼핑몰의 e-Service 품질이 고객

만족과 사이트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오픈 마켓과 개별쇼핑몰의

비교를 중심으로

e-Service품질→고객만족

표 5. 인터넷 쇼핑몰 관련 고객만족의 선행연구

크의 물리적 환경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조

형물의 심미성이 고객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

업의 대외적인 평판, 장래성, 제품과 관련된 품질, 사회공헌 등의 이미지가 높

은 스포츠리조트일수록 고객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동수, 2009).

일반적으로 고객만족은 고객의 감성과 기대수준 등 주관적 요인에 많은 영

향을 받아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주관적 의견에 따

라서 만족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며(주승우, 2013), 인터넷 쇼핑몰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로 류재수(2001), 임기홍과

권진희(2001), 김상현과 오상현(2002), 정이상과 이석용(2009), 김정흠, 서수석

과 이종호(2011), 박강희와 하홍열(2012), 이영주(2017)의 연구가 연도별로 이

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밀접한 관계

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된 고객만족의 선행연

구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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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2017)
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가격지각,

배송시스템 및 구매만족도의 관계 연구

가격지각, 배송시스템→

구매만족도

2) 지속의도

Oliver(1980)는 특정상품의 과거 구매 경험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재차 구

입하려는 자신의 신념으로 재구매의도 즉, 지속의도로 인식하였고, 유사한 개

념인 재방문의도에 대해 Brady, Cronin & Robertson(2001)은 고객이 미래에

도 제공될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여 이용을 할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스포츠분야의 재구매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우정(2007)은 골프대

회 참가자의 소비자만족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소

비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벤트 개최지의 교통, 참가혜택 그리고

서비스 요인 순이라고 분석하였으며, 소비자의 재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참가혜택과 시설 요인이라고 하였다.

특히, 강상조(2008)는 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소비자 만족도 및 재구매행동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참가혜택 요인을 강조하면서 스포츠이벤

트 참가자가 지불한 물리적 비용과 시간 및 노력 등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

한 참가혜택을 제공해 해당 스포츠이벤트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속가

능한 스포츠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관계지향적 스포츠이벤트 마케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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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스포츠용품 구매과정에서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 소비행동의 관계분석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며, 연구대상은

온라인을 통해 스포츠용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

하였다. 조사방법은 비확률표본의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

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은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을 활용하였다. 한편, 본 논문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스

포츠경영학 교수 1명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2명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설

문지를 최종 작성하였고,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C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설문지의 기입오류

나 미 기입 등의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271부(91.4%)를 자료처리에 활용하였

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특성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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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 누적(%)

스포츠용품
온라인 구매경험

있다 271 100 100

없다 0 0 100

스포츠용품

온라인 구매매장

네이버 98 36.2 36.2

옥션 18 6.6 42.8

G마켓 28 10.3 53.1

11번가 18 6.6 59.8

인터파크 6 2.2 62.0

쿠팡 29 10.7 72.7

위메프 14 5.2 77.9

티몬 8 3.0 80.8

자사몰 19 7.0 87.8

기타 33 12.2 100

스포츠용품
온라인 구매방법

스마트폰 186 68.6 68.6

PC 85 31.4 100

스포츠용품
온라인 매장
방문회수
(월평균)

1-2회 138 50.9 50.9

3-4회 88 32.5 83.4

5-6회 24 8.9 92.3

7회 이상 21 7.7 100

구입하는

스포츠용품

종류

의류 123 45.4 45.4

신발 65 24.0 69.4

운동기구 68 25.1 94.5

기타 15 5.5 100

성별
남자 174 64.2 64.2

여자 97 35.8 100

학년

1학년 110 40.6 40.6

2학년 75 27.7 68.3

3학년 57 21.0 89.3

4학년 29 10.7 100

응답자 평균연령 20.63세±2.11

표 6. 설문조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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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선행연구

온라인 매장

이용특성

이용경험, 매장,

사용기기,

방문횟수, 종류

5문항 -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학년, 연령 3문항 -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 5문항 신성원(2008), 송영석,

김연석(2011),

오재신(2015)정보 품질 5문항

지각된

용이성-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5문항 신성원(2008), 정화민,

조원길(2011),

오재신(2015)지각된 유용성 5문항

소비행동

고객만족 5문항 신성원(2008), 송영석,

김연석(2011),

오재신(2015)지속의도 5문항

총 문항 수 38문항

표 7. 설문지의 구성내용

2. 조사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이용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서비스품질, 지각된 용이성-유용성, 소비행동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용특성 5문항(이용경험, 매장, 사용기기, 방문횟

수, 종류), 개인적 특성 3문항(성별, 학년, 연령), 서비스품질 10문항(시스템 품

질 5문항, 정보 품질 5문항), 지각된 용이성-유용성 10문항(용이성 5문항, 유

용성 5문항), 소비행동 10문항(만족 5문항, 지속의도 5문항),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각 변인의 측정은 ‘5점’ 리커트(Likert scale) 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타당도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설문지의 요인별 구성내용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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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1 요인2 공통성(h2)

시스템 품질1 .165 .807 .679

시스템 품질2 .149 .801 .664

시스템 품질3 .107 .776 .614

시스템 품질4 .303 .677 .550

시스템 품질5 .327 .716 .620

정보 품질1 .669 .321 .550

정보 품질2 .785 .256 .682

정보 품질3 .822 .166 .704

정보 품질4 .807 .080 .658

정보 품질5 .748 .219 .608

전 체 4.720(3.211) 1.609(3.118)

분 산 47.204(32.113) 16.090(31.181)

누 적 47.204(32.113) 63.294(63.294)

신뢰도 .806 .853

KMO= .880, BTS= 1201.919, Sig= .000

표 8. 서비스품질의 탐색적 요인분석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1) 서비스품질의 탐색적 요인분석

서비스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서비스품질은 2개의 하위요인(시스템품질, 정보품질)으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과 적절성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KMO=.880, BTS=1201.919,

p<.001), 설명력 또한 63.294%로 나타나 각 요인들이 설문에 적용하는데 비교

적 알맞은 결과 값이 도출 되었다. 특히, Cronbach's α 계수가 .70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품질 .806, 정보품질

( )는 회전된 제곱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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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1 요인2 공통성(h2)

지각된 용이성1 .835 .156 .721

지각된 용이성2 .820 .125 .688

지각된 용이성3 .741 .263 .618

지각된 용이성4 .764 .233 .637

지각된 용이성5 .741 .244 .609

지각된 유용성2 .319 .679 .562

지각된 유용성3 .142 .735 .560

지각된 유용성4 .092 .833 .702

지각된 유용성5 .288 .750 .646

합 계 4.324(3.264) 1.418(2.479)

분 산 48.050(36.264) 15.757(27.542)

누 적 48.050(36.264) 63.807(63.807)

신뢰도 .839 .785

KMO= .852, BTS= 1050.632, Sig= .000

표 9.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853 로 나타나 모든 결과 값이 .70이상이 도출되어 신뢰성을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결과 2개의 하위요인(지각된 용이성, 유용성)으로 구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타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KMO=.852, BTS=1050.632, p<.000), 설명력 또한 63.807%로 나타나 각 요인

들울 설문에 적용하는데 알맞은 결과 값이 도출 되었다. 아울러 Cronbach's

α 계수가 .70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 연구에서 지각된

용이성 .839, 지각된 유용성 .785로 나타나 모든 요인이 .70이상이 도출되어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 )는 회전된 제곱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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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1 요인2 공통성(h2)

고객만족1 .091 .739 .554

고객만족2 .311 .734 .635

고객만족3 .159 .693 .505

고객만족4 .215 .752 .612

고객만족5 .299 .751 .654

지속의도1 .658 .297 .521

지속의도2 .780 .228 .661

지속의도3 .792 .145 .649

지속의도4 .778 .245 .666

지속의도5 .820 .160 .698

합 계 4.685(3.214) 1.469(2.941)

분 산 46.847(32.135) 14.695(29.407)

누 적 46.847(32.135) 61.542(61.542)

신뢰도 .777 .843

KMO= .857, BTS= 1201.909, Sig= .000

표 10. 소비행동의 탐색적 요인분석

3) 소비행동의 탐색적 요인분석

소비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 2개의 하위요인(고객만족, 지속의도)으로 구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타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KMO=.857,

BTS=1201.909, p<.000), 설명력 또한 61.542%로 나타나 각 요인들이 설문에

적용하는데 비교적 알맞은 결과 값이 도출 되었다. 아울러 Cronbach's α 계

수가 .70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고객만족 .777, 지속의도

.843로 나타나 모든 요인이 .70이상이 도출되어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

났다.

( )는 회전된 제곱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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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 2 3 4 5 6 AVE

시스템 품질 1 .617

정보 품질
.500**

(.250)
1 .620

용이성
.512**

(.262)

.628**

(.394)
1 .714

유용성
.417**

(.173)

.580**

(.336)

.501**

(.251)
1 .582

만족
.414**

(.171)

.534**

(.285)

.573**

(.328)

.528**

(.278)
1 .568

지속의도
.334**

(.111)

.490**

(.240)

.359**

(.128)

.466**

(.217)

.485**

(.235)
1 .631

**
p<.01, ( )는 상관계수의 제곱 값임

표 11. 상관관계분석 결과

4)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1)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단위별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하여 <표 11>과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가설의

방향성과 동일하게 요인간의 관계가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기준타당성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살펴보

면 모든 상관계수가 .80이하의 값으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관계수 제곱값(.111∼.394)보다 AVE(.582∼.714)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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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표준화된

회귀개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t

개념
신뢰도

AVE
삭제

문항

시스템 품질2 .683 1.000 -

.865 .617 ①

시스템 품질3 .686 1.000 9.543***

시스템 품질4 .713 1.075 9.838***

시스템 품질5 .775 1.157 10.439***

정보 품질1 .703 1.000 -

.890 .620 -

정보 품질2 .790 1.304 11.871
***

정보 품질3 .783 1.188 11.777***

정보 품질4 .697 1.290 10.562***

정보 품질5 .709 1.160 10.737***

표 12.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2) 확인적 요인분석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 지각된 용이성-유용성, 소비행동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의 적합기준을 살

펴보면, 절대적합지수인 RMR과 RMSEA는 .08이하, 증분적합지수인 TLI,

CFI는 .90 이상의 기준을 적용할 있다(김계수,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RMR=.036, RMSEA=.063, TLI=.897, CFI=.910의 값이 나타났으며, RMR,

RMSEA는 적합도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LI는 적합기준에 접근

하고 있고, CFI는 적합기준을 넘어선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개념신뢰도와

AVE(평균분산 추출값)값은 모두 적합지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념

신뢰도 .70이상, AVE .50이상).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정에서 타당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된 시스템 품질 1개, 용이성 1개, 유용

성 2개, 만족 1개, 지속의도의 1개 문항을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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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1 .729 1.000 -

.909 .714 ②

용이성3 .712 .945 10.970***

용이성4 .809 1.134 12.380***

용이성5 .765 1.099 11.764***

유용성2 .720 1.000 -

.847 .582 ①,③

유용성3 .596 .873 8.802***

유용성4 .687 .952 10.055***

유용성5 .749 1.039 10.830***

만족1 .719 1.000 -

.839 .568 ④

만족2 .759 .991 10.851
***

만족3 .573 .786 8.444***

만족5 .678 .993 9.865***

지속의도2 .714 1.000 -

.872 .631 ①

지속의도3 .746 1.309 11.102***

지속의도4 .760 1.101 11.282***

지속의도5 .825 1.199 12.039***

RMR=.036, RMSEA=.063, TLI=.897, CFI=.910

X2=546.245, df=262

1)분석시 1로 고정됨



- 30 -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Ver. 22.0과 AMOS 22.0 통계패키지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될

통계 기법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Cronbach’s α),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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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RMR RMSEA NFI TLI CFI X2df Normed X2

연구모형 .036 .063 .843 .897 .910
546.245

(262)
2.085

표 13.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Ⅳ. 연구결과

1.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한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수준은 <표 13>과 같다.

적합도 분석결과 RMR=.036, RMSEA=.063, NFI=.843, TLI=.897, CFI=.910,

X
2
=546.245(df=262), Normed X

2
=2.085로 나타났다. 이는 김계수(2007)가 제시

한 적합도 기준인 RMR, RMSEA가 .05∼.08이하, NFI, TLI, CFI가 0.9이상이

면 적합한 모델로 평가된다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RMR, RMSEA, CFI는

적합지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NFI, TLI는 적합지수에 거의 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제안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용품 구매과정에서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

된 용이성-유용성의 관계, 지각된 용이성-유유성과 소비행동의 관계, 서비스

품질과 소비행동 관계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구성

하였고,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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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 p

가설 1-1 시스템품질 → 지각된 용이성 .248 .076 3.265*** 001

가설 1-2 시스템품질 → 지각된 유용성 .139 .088 1.578 .114

가설 1-3 정보품질 → 지각된 용이성 .592 .088 6.704*** .000

가설 1-4 정보품질 → 지각된 유용성 .703 .106 6.622*** .000

***p<.001

표 14. 연구가설 1의 검증결과

1)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의 관계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표 14>와 같다. 분석결과 가설 1-1의 시스템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248, t=3.265로 통계적으

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설 1-3의 정보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592,

t=6.704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1-4의 정보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경로계수=.703, t=6.622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1-2의 시스템품질과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



- 33 -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 p

가설 2-1 지각된 용이성 → 고객만족 .453 .123 3.698*** .000

가설 2-2 지각된 용이성 → 지속의도 -.061 .125 -.490 .624

가설 2-3 지각된 유용성 → 고객만족 .409 .109 3.767
***

.000

가설 2-4 지각된 유용성 → 지속의도 .414 .116 3.581
***

.000

***p<.001

표 15. 연구가설 2의 검증결과

2) 지각된 용이성-유용성과 소비행동과의 관계

지각된 용이성-유용성과 소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표 15>과

같다. 분석결과 가설 2-1의 지각된 용이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453, t=3.698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설 2-3의 지각된 유용성은 고객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409, t=3.767로 p<.001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2-4의 지각

된 유용성은 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

=.414, t=3.581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나 가설 2-2의 지각된 용이성과 지속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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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 p

가설 3-1 시스템품질 → 고객만족 .026 .091 .282 .778

가설 3-2 시스템품질 → 지속의도 .077 .098 .785 .433

가설 3-3 정보품질 → 고객만족 .088 .144 .608 .543

가설 3-4 정보품질 → 지속의도 .310 .156 1.985
*

.047

*p<.05

표 16. 연구가설 3의 검증결과

3)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소비행동과의 관계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소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표

16>과 같다. 분석결과 가설 3-4의 온라인 매장의 정보품질은 지속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경로계수=.310, t=1.985

로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설 3-1의

온라인 매장의 시스템품질과 고객만족, 가설 3-2의 온라인 매장의 시스템품

질과 지속의도, 가설 3-3의 온라인 매장의 정보품질과 고객만족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

가설에 의한 전체 경로분석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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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경로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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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스포츠용품 구매과정에서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 소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포츠용품 구매

과정에서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 소비행동의 관

계분석을 통해서 온라인 스포츠소비자의 구매과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용품 구매과

정에서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의 관계분석, 지각

된 용이성-유용성과 소비행동의 관계분석, 서비스품질과 소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방향성을 집중하였으며, 이는 현재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

여있는 스포츠 용품 온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매장의 경쟁력을 확보를 개선하

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주요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실시하고자 한다.

1.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용품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용이성-유

용성과 일치할수록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며, 동시에 서비스품질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은 온라인매장을 사용하는데 대해 용이하고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시스템 품질은 유용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타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루어져 왔던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

한 노력과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 매체이며 새로운

정보기술로 접해지고 있는 IPTV는 서비스에서 지각된 서비스 품질의 반응성,

공감성 그리고 정보기술 수용 측면의 유용성, 이용용이성 요인이 유형성, 신

뢰성과 같은 다른 요인보다 고객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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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지속적인 사용과 추천의도에도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고(김영환, 최수일, 2009), 이웅규와 이종기(2003)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에 대한 이해성과 설명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있다고 믿는 믿음에 따

라 사용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를 지지하여 주고 있다. 또한, 김민정과 신동주(2018)의 연구에서는 배달 플랫

폼 이용 시 이용 구조나 정보 검색 등 서비스 기능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 플랫폼의 유용성에 대해 많이 지각하게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간접적인 거래를 시작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각된 유

용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며, 배달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음식점,

메뉴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할 만 하다고 지각할 때 서비

스 이용에 대한 유용성을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이진춘(2012)은 스마트폰서비스품질은 고객들의 전환장벽과 용이성

그리고 유용성에도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용이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이무선(2016)은 부동산 O2
O 모바일서비스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심미성, 정보품질은 사용 용이성에, 반응성, 적합성, 정보품질,

심미성은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결국, 위의 연구결과들

을 보았을 때,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매장 또한 서비스 품질이 우수할

수록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추가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스포츠용품 구매과정에서 온라인 매장의 서비

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소비자에게 소비행동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관계로 작용하며, 스포츠용

품 온라인 매장의 매출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선행요소임을 증명하였

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용품 온라인매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마케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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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품질의 향상노력과 소비자가 온라인 매장을 이

용하는데 있어 용이성-유용성을 개발·적용의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2. 지각된 용이성-유용성과 소비행동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용품 온라인 매장 서비스품질의 지각된 용이성-유용

성이 일치할수록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며, 동시에 소비자들이 용이

하고 유용하다고 느낄수록 만족을 느끼고 지속의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하지만 지각된 용이성은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선행연구에도 이루어져왔던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에 관한 연구가 본

연구에서도 이루어진 소비자들에게 느껴지는 용이함과 유용함이 고객만족과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근거로 사용될 수 있고 스포츠용품 온라인 매장의 매출향상 및 경쟁력을 확

보하는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도 보면 이진춘(2011)은 소비자들이 스

마트폰이 가진 유용성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으며, 유용성은 전환장벽의 구축

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객만족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으므로, 스마트폰을 이

용한 업무처리 및 다양한 앱의 개발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김영환과 최수일(2009)는 지각된 서비스 품질은 지속적 사용의도와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 역시 지속적 사용의도와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비스 품질이 사용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IPTV 서비스의 A/S의 안정감과 콘텐츠의 내용이

다양하고 유용함이 느껴지며 사용이 조작 방법이 쉽게 느껴질수록 소비자가

IPTV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또 타인에게 IPTV를 추천하는 결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여 주고 있다. 또한 배성일(2018)

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높아지게 되면 행동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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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외식

기업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콘텐츠 품질 향상과 지각된 위험 요소를 낮춰 소

비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행동의도의 상승은 외식기업의 성과

를 향상시키게 되고, 이는 외식기업의 효과적인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조현선과 김찬호(2018)은 프리미엄급 린넨의류의 사용유용성과 용이

성이 신제품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바 린넨의류

관련 업체에서는 프리미엄급 린넨의류에 관하여 기존 린넨의류 제품들과 차

별화 될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정

병옥(2016)도 스마트관광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관광애플리케이션을 마케팅 전

략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용성, 사용용이성 및 유희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관광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또는 관광마케팅 전문가들은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최신의 관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의 유용성을

높여야 하며, 배우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사용

의 용이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위의 연구결과들을 보았을 때,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매장 또한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우수할수

록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 낼수록 적극적인 소비행동을 이끌

어낸다는 추가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김일경(2013)은 가족친화제도의 활용 용이성과 일·가정 양립갈등과

의 관계에서는 근로자가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이 용이하다고 인식할수록 일·

가정 양립갈등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고, 공공의료기관에 관하여 연구한 장

경숙(2017)은 육아휴직 이용용이성도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용이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용이성이

사용자에게 있어 어떠한 행동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에 대한 연구가 유의미하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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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013)는 모바일러닝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긍정적 태도나, 유용하다고 느

끼는 정도가 모바일러닝의 만족도에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스포츠용품 구매과정에서 온라인 매장의 지각

된 용이성-유용성과 소비행동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소비자에게 소비행동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관계로 작용되며, 스포츠용품

온라인 매장의 매출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선행요소임을 증명하였다.

3.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소비행동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용품 온라인 매장 서비스품질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에

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동시에 소비자들이 만족을 느끼고 지속의도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함께 증명하려 하였다. 하지만 정보품질이 지속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3가지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타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루어져 왔던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라는 본 연구

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들이 서비스품

질이 좋을수록 소비행동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지

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을 관계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도 신뢰성, 공감성, 확신성, 보안성에 대

한 서비스품질이 높을수록 스포츠용품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

다고 보고하고 있고(마신재, 2010), 이수지(2011)는 스포츠웨어 온라인쇼핑몰

의 지각된 서비스품질 하위요인 중 상품, 쇼핑용의, 판촉, 판매서비스는 판매

서비스만족과 상품만족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격서비스는 판매서비스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여 주고 있다. 또한

하재필, 심 윤과 하제현(2017)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스포츠 웹사이트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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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품질이 고객 신뢰도와 만족도, 충성도에 직·간적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 목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정은정(2018)은 항공사 기내식 서비스 품질의 요인이 고객 감정 반응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고명석(2014)은 해양

경찰 안전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또한 의료분야를 연구한 강현수(2014)는 고객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할 경우에만 계속하여 해당의료기관을 재이용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

에게도 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미용

분야에서의 김숙자(2014)는 관계마케팅의 궁극적 목표인 고객충성도 유지와

함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품질(상호작용품질, 물리적품질, 기술적품

질)이 직접적으로 관계품질(고객만족,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

로 하여 고객충성도가 형성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국, 위의 연구결과들을

보았을 때,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매장 또한 서비스 품질이 우수할수

록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과 소비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추가적

인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품질과 소비

행동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품질 또한 고객만족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이

유로는 IT 시장의 발전이 현재에는 일정수준 높아진 상태에서 무형의 서비스

품질이 실제 고객들에게 너무나도 접근성이 쉬워졌을 정도로 고품질의 서비

스품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없을 정도이며 그로 인해 서비스품질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소비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시기

는 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앞서 말한바 많은 선행연구들이 시스템품질

이 소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앞으로도 서비스품

질이 중요한 요소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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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스포츠용품 온라인매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마케팅활

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품질의 향상노력과 소비자가 온라인 매장을 이

용하는데 있어 용이성-유용성을 개발·적용함으로서 현재 스포츠용품 시장과

각 온라인 매장이 맞이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의 어려움을 탈피함과 동시에

스포츠 시장의 질적 향상과 과학적인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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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은 긍정

적인 소비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관리요소임을 타 분야의 선행연구를 통

해 유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포츠관련 온라인매장의 선행연구에서는 서비

스품질이나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현실이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용품 구매과정에서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

된 용이성-유용성, 소비행동의 관계분석을 통해서 온라인 스포츠소비자의 구

매과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급

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의 소비행동 원인

을 분석함으로써 IT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본 연구대상은 온라인을 통해 스포츠용품을 구

매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선정하였고, 조사방법은 비확률표본의 편의추출법

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은 자기평가기입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C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29부를 제외한 271부

(91.4%)를 자료처리에 활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Ver. 22.0과 AMOS

2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

였다. 통계 기법은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스템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품질 또한 지각된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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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정보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용이성-유용성과 소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용이성은 고객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지각된 유용성은 고객만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

의도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 매장의 서

비스품질과 소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매장

의 정보품질은 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용품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 요인으로

시스템품질, 정보품질을 독립변수로 도출하여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을 매개

변수로 고객만족과 지속의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그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무적 의의를 찾을 수 있고,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또는 시설 스포츠분야와 타 분야의 온라인 매장 분야

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스포츠용품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 요인이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이 그리고 소비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보다 다

양한 관점에서 스포츠용품 온라인 매장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

다. 첫째,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보품질이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에

더 영향력이 높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있어 고객이

크게 시스템품질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며, 정보의 품질이 더 높아야 고객이

용이함과 유용함을 더 크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각된 용이성-유용

성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각된 유용성이 소비행

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용이하다

는 점보다도 유용하다고 느끼는 것이 더 만족하고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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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라고 시사 할 수 있다. 셋째, 연구결과로 보면 스포츠 용품 온라인 매

장의 서비스품질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선행연구

들의 결과를 볼 때 서비스품질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소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시사점들을 제시하였지만 연구대상이 한 지역

한 학교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 결과가 일반화하기에는 부족

한 점이 있고 대학생은 소득이 일정하게 있는 다른 인구특성에 비해 소비결

정권한이 약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추후 연구

에서는 소득이 일정하고 소비결정권이 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한

다면 보다 더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6 -

참고문헌

강병서, 조철호, 김상한(2005). 병원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7(1), 57-87.

강상조(2008). 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참가행동 및 결정요인이 재구매 행

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강현수(2014). 의료서비스 품질, 고객만족, 병원애호도 간 상호관련성과 서

비스가치 및 명성의 매개 역할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위덕대학교 대학원.

고도은(2009). 온라인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및 충성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항공권 예약·발권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

항공대학교 대학원.

고명석(2014). 공공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도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해양경찰청 사례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인

하대학교 대학원.

구륜회(2009). 공공 및 민간스포츠시설의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및 고객

충성도 비교분석을 통한 경영활성화 방안.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

대학교 대학원.

구본민(2009), 골프 포털 사이트 서비스 품질이 재방문의사 및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김명조(2018). 스포츠센터 노인층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및 행동관계.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김민정, 신동주(2018). 배달 플랫폼의 e-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 및 이

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33(2), 83-101.

김병곤, 박순창, 김진화, 김종욱(2003), 국내 기업의 인트라넷 수용특성에 관한



- 47 -

실증적 연구, 경영정보학연구, 13(4), 147-169.

김범식, 정영남(1999). 상업스포츠센터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

국체육학회지, 38(1), 559-568.

김소인(2005). 모바일 스포츠 콘텐츠의 품질요인에 따른 재사용의도 및 추

천의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수원, 오성욱(2005). e-Learning 시스템에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으로 인한

기술수용성 및 학습 몰입에 관한 영향 분석. 기업교육연구, 7(1),

27-50.

김숙자(2014). 미용서비스품질·관계품질·고객충성도 관계에서 전환장벽의

조절역할.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김상현, 오상현(2002). 인터넷 쇼핑몰 공급자 특성이 만족, 신뢰 및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24(2), 237-271.

김상국, 임태식(1999). 상업용 스포츠센터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8(4), 731-744.

김성태(2010). 인문학적 축구 수업을 위한 에피소드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숙자, 허현미(1999). 공공스포츠 시설 여성소비자의 서비스 질, 소비자만족,

구매의도 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8(1), 579-587.

김영환, 최수일(2009). 지각된 서비스 품질, 유용성, 용이성이 IPIV 사용자 만

족 및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0),

314-327.

김용효(2015). 골프장 서비스품질경영성숙도지수 개발 및 적용. 미간행 박

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일경(2013). 가족친화제도의 황용 용이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일·가정 양립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지흔(2013). 서비스품질이 고객가치, 고객만족과 자발적 행동의도에 미치



- 48 -

는 영향관계 : 항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

학교 대학원.

김정흠, 서수석, 이종호(2011). 인터넷 쇼핑몰의 물류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65, 443-461.

김종우, 김나래(2016).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관련 웨어러블기기(wearable

device)의 사용용이성과 사용만족이 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

츠학회지, 14(3), 429-436.

김준호(2005). 서비스품질에서의 기대 변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

문,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김창균(2012). 생활체육동호인의 온라인-오프라인쇼핑몰에서의 스포츠용품

구매행동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희수(2008). 서비스품질 차원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 :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

학교 대학원.

노지예(2013). 모바일러닝 환경에서 모바일러닝 효능감, 편재성, 유용성, 용

이성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

교 교육대학원.

류동수(2009). 고객만족을 통한 전환장벽 구축과 스포츠리조트 지속이용의

관계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류재수(2001). 인터넷쇼핑몰의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논문집, 8, 179-208.

마신재(2010). 스포츠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및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

대학원.

박강희, 하홍열(2012). 온라인 쇼핑몰의 e-Service 품질이 고객만족과 사이트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오픈마켓과 개별쇼핑몰의 비교를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28(1), 103-138.



- 49 -

박수영(2010). 사이버대학생의 학습전략, 지각된 유용성·용이성, 학습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찬웅(2004). 골프연습장 이용자의 서비스품질 지각과 고객만족, 고객충성

도에 대한 구조모형.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혜지(2011). 온라인 정보특성이 외식정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

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부재만(2010), 서비스 업종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방안의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백지연(2014). 서비스교육훈련의 품질이 교육만족과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배성일(2018). 외식기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 품질과 지각된 위험

이 지각된 유용성-용이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2(6), 179-195.

배주현(2010). 스포츠 인터넷 쇼핑몰 물류 서비스품질이 관계품질과 구매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송희정(2005). 스키장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및 재구매의사에 미치는 영

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안대희(1999). 여행사 서비스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엄희열(2012). 서비스 품질과 신뢰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대학원.

유재연(2011). 생활체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무선(2016). 부동산 020 모바일서비스 특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

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동산연구, 26(4),

95-108.



- 50 -

이수지(2012). 온·오프라인쇼핑몰 스포츠웨어 구매자의 지각된 서비스품질

과 고객만족, 신뢰, 관계몰입간의 관계 비교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

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이성진, 전익기(2014). 스포츠웨어러블제품에 대한 소비자혁신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기술수용모델(TAM)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

회지, 19(1), 95-108.

이승철(2001). 비수기 스키리조트 이용자의 구매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

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이영주(2017). 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가격지각, 배송시스템 및 구매만

족도의 관계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7(2), 1-12.

이웅규, 이종기(2003). 자기효능감과 서비스 품질이 e-학습 시스템의 사용용

이성과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정보시스템연구, 12(2), 41-56.

이유재(2003). 기업 생존의 조건 : 고객 로열티. 마케팅, 37(1), 56-60.

이은주(2008).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품질이 스포츠 용품 구매자의 고객

만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

육대학원.

이인숙(2012). 외식종사원의 직무관련 정보기술이 지각된 용이성·유용성과

시스템 사용활동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이원빈(2008). 모바일 커머스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간행 석

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이정학(2007). 레스토랑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와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관계 연구. 관광학연구, 31(5), 97-118.

이종길(2013). 해양스포츠관광의 체험공간 속성과 쾌락성, 유용성, 관광만족의

구조적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1), 105-122.

이종환(2009). 서비스품질 및 기업이미지 요인이 관계품질과 관계마케팅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



- 51 -

학원.

이지현(2011). 체험매장의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유통과학연구, 9(3), 7-16.

이진춘(2012). 스마트폰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용이

성, 유용성과 전환장벽의 매개효과 분석. 경영연구, 27(4), 175-198.

이혁진, 류재숙(2007). 테마파크의 서비스스케이프가 이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

향. 관광연구저널, 21(2), 5-18.

이호연(2005). 의복쇼핑성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희화, 문광현, 추종호(2017). 스포츠 정보탐색의 유용성이 브랜드인지도, 구

매욕구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5(2),

279-292.

임규홍(2007).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고객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임기흥, 권진희(2014). 모기업 신뢰가 쇼핑몰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1), 171-176.

장경로(1999). A Measure of Service Quality for Health/Fitness Clubs. 한국

체육학회지, 38(3), 869-881.

장경숙(2017).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육아휴직 인식과 이용용

이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대

학원.

전인순(2007). 서비스품질과 고객반응 연구 : 한식당 이용 외래 관광객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정득일(2017). 전력산업의 스마트그리드화에 의한 유용성과 용이성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

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52 -

정병옥(2016). 관광애플리케이션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희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0(1), 101-121.

정은정(2018). 항공사 기내식 서비스 품질이 고객감정반응 및 브랜드 충성

도에 미치는 영향 :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정이상, 이석용(2009). 인터넷 쇼핑몰의 기업 이미지와 품질특성과 만족도, 충

성도의 구조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28(4),

175-197.

조우정(2007). 골프대회 참가자들의 소비특성 및 소비자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3(3), 269-279.

조현선, 김찬호(2018). 의복소비가치가 프리미엄급 린넨의류의 사용유용성과

용이성 및 신제품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0(2), 17-29.

주승우(2013). 레스토랑 직원에 대한 고객지향성 평가가 관계혜택, 고객만

족,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고급 서양식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미간

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진지형, 김진국(2006).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제품 정보탐색의 유용성분석. 한

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1(1), 103-112.

차국려(2016). 온라인 관광정보 서비스품질이 관광만족도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방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송대학교 일반대학원.

최근녕(2012). 고객 유형별 서비스품질분석을 통한 금융상품개발 프로세스

의 개선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최종필(2011). 리조트 참여자들의 지각된 가치가 서비스품질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6(1), 467-488.

최진철(2014). 한국축구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모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53 -

최형원(2009). 온라인 음악 웹사이트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와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하재필, 심윤, 하제현(2017). 모바일 스포츠 웹사이트 품질과 신뢰도, 만족도

및 충성도 간의 관계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6(5), 467.

홍영택(2005). 호텔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자발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Christian Gronroos (1982). An applied service marketing theory.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16(7), 30-41.

Cox, J. & Dale, B. G. (2001). Service quality and e-commerce : an

exploratory analysis. Managing Service Quality, 11(2), 121-131.

Davis, F. D. (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319-340.

Garvin, D. A. (1984). What does quality mean?, Sloan management

review, 26, 25-28.

Jarvenpaa, S. L. & Todd, P. A. (1996). Consumer reactions to electronic

shopping on the world wide web.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1(2), 59-88.

Michael K. Brady & Cronin, J. J., & Robertson, C. J. (2001). Managing

behavioral intentions in diverse cultural environments : An

investigation of service quality, service value, and satisfaction for

American and Ecuadorian fast-food customers.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7(2), 129-149.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 460-469.

Parasuraman, A, Zeithaml V. A., & Berry L. L. (1988). SERVQUAL, A



- 54 -

multiple 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64(1), 12-37.

Parasuraman, A. & Grewal, D. (2000). The impact of technology on the

quality-value-loyalty chain :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8(1), 168-174.

Parasuraman, A., Zeithaml, V. A., & Malhotra, A. (2005). E-S-QUAL : A

multiple-item scale for assessing electronic service qualit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7(3), 213-333.

Taylor, S., & Todd, P. A. (1995). Underst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 A test of competing models, Information System

Research, 6(4), 144-176.



- 55 -

부록 : 설문지

스포츠용품 구매과정에서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 소비행동의 관계분석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용품 구매과정에서 온라인 매장의 서

비스품질과 지각된 용이성-유용성, 그리고 소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스포츠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본인의 설문 작성에 소

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질문 내용에 대한 의

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

전을 기원합니다.

▣ 설문지 발송처

연 구 자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조 성 찬

지도교수 :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김 민 철

e-mail : kkndjsc@naver.com

※ 아래의 내용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 1곳에 ✔ 또는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모든 문항에 응답하여야만 설문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 

빠지는 문항 없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귀하는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온라인 매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

요?

① 있다(설문계속 : 2번 문항으로 이동하셔서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없다(설문중단)



- 56 -

2. 귀하가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온라인 매

장은 어디인가요?

① 네이버   ② 옥션   ③ G마켓   ④ 11번가   ⑤ 인터파크   ⑥ 쿠팡   ⑦ 위메프  

⑧ 티몬     ⑨ 자사몰     ⑩기타(      )

3. 귀하가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온라인 매장 방문시 주로 사용하는 기

기는 무엇입니까?

① 스마트폰     ② PC

4. 귀하가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온라인 매

장 방문횟수는?(월 평균)

① 1회-2회     ② 3-4회     ③ 5-6회     ④ 7회 이상

5. 귀하가 주로 구입하는 스포츠용품의 종류는?

① 의류  ② 신발(일반운동화, 런닝화, 트레킹화)   ③ 운동기구 (축구화, 농구화, 라켓 

등등)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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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온라인 매장의 시스템 품질에 관한 문항입니다.

공통문항 : 귀하가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고 있는 온라인 매장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자료조회 혹은 처리속도가 빠르다. ① ② ③ ④ ⑤

② 화면 간 연결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원하면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거래 처리내용이 잘 보호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온라인 매장의 정보 품질에 관한 문항입니다.

공통문항 : 귀하가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고 있는 온라인 매장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개인취향에 따른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온라인 매장의 지각된 용이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공통문항 : 귀하가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고 있는 온라인 매장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사용방법이 배우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② 사용방법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③ 수행하고자 하는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화면 간 이동이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⑤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쉽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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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온라인 매장의 지각된 유용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공통문항 : 귀하가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고 있는 온라인 매장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내가 원하는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④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 원하는 일을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Ⅴ. 다음은 온라인 매장의 만족에 관한 문항입니다.

공통문항 : 귀하가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고 있는 온라인 매장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시스템이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② 판매상품은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③ 구매 시 배송이 매우 빠르다. ① ② ③ ④ ⑤

④ 리뷰(구매후기)가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 긍정적인 리뷰(구매후기)를 작성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Ⅵ. 다음은 온라인 매장의 지속의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공통문항 : 귀하가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고 있는 온라인 매장(을)에서...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향후에도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③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겠다. ① ② ③ ④ ⑤

④ 상품을 구매하려는 지인들에게 추천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⑤ 구매 정보 습득을 위해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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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인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귀하의 연령은?

(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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