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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shopping malls require various new approache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anagementforms in the methods to develop
businesses,andgainingacompetitiveadvantagebyenablingcustomers
toexperiencehigherlevel-serviceisawaytosurvive,judgingfrom
the competitions getting keener among internet shopping mall
companies.
Thereforethisresearchaimsatexamining closelytheconceptfor

the service quality in the online shopping mallenvironmentand,
further,at examining which elements have an effect to enable
customerstovisitcontinuouslyspecificsitesofinternetshoppingmall
sitestoverifytheelementstodecideanonlineservicequality.
Ifsumminguptheresultsrevealedintheproofanalysisverification

forthehypothesispresentedinthisresearch,thoseareasfollows;



First,itwasindicatedthatthesitedesignandthereciprocalaction
ofthe service quality elements in internetshopping malls had a
positiveeffectontheflow.Thusitsuggeststhatinternetshopping
mallsshouldpursuetheillustrativevaluesaswellasthevoluptuous
values.
Secondly,itshowed thattheproducttransaction and safety,and

information providing of the service quality elements of internet
shopping malls had a positive effecton customer trust.So,the
marketersofinternetshopping mallsshould providetheexactand
detailedproductinformation,andtakemoreinterestsinthepurchase
andthetransactionprocessconveniencesuchasthesafety,andprice,
returning goods,exchange,and delivery toincreaseapparelbuyers'
confidence.
Thirdly,flow andcustomertrustplayaroleofreinforcingthesite

loyalty.Customersgettohavetheattachmentandintimacyforthe
shoppingsitesandthepossibilitytouseconstantlytheservicegets
higherbecausetheeffectrelationsforthesiteloyaltyshow positive(+)
relation according astheflow experiencesand the trustlevelget
higher.
Therefore,variouseffortstobeabletoimprovecustomers'flow and

customertrustshouldbesupported.Finally,itcanbepresentedthat
theconfidenceimprovementthrough theproducttransaction ofthe
safety and the trading proceduressuch as theintimacy raiseand
variousinformationandprice,returninggoods,exchange,deliveryto
enablecustomerstostayattheshoppingmallsiteforlongertimeby
improving the design and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to derive
higherloyaltymustprecede.
However,thelimitationsofthisresearchareasfollows;



First,becausethevariablespresentedinthisresearchtomeasurean
internetshopping mallservicequalityarenotabsolutetools,alsothe
qualitydimensionsaredifficulttobeconsideredtorepresentthewhole
servicequality.Theresearchesfortheappropriatescaledevelopmentand
therefining processtomeasuretheelementsreflecting moredetailed
internet shopping mall characteristics or customers' characteristics
shouldbeperformedconstantly.
Secondly,thesamplesincollectingthesurveydatawerecollected

afterbeinglimitedtocollegestudents.Thefutureadditionalresearches
arethoughttoberequiredaftermakingtheobjectstouseinternet
shopping malls,not limiting only the men and women in only
twenties,bemoreconcreteandexactaccordingtoeachageoreach
sex.
Also,thoughhavingselectedasinternetapparelshoppingmallsin

thequestionnairedata,theresponsesweremadeafterincludingboth
generalshoppingmallsandspecialityshoppingmalls,notclassifying
exactly the internetshopping malltypes,when responding to the
questionnaire.Formoreexactresearch,thefuturedetailedresearches
accordingtotheexactclassificationofinternetshoppingmallsorfor
specificsites,arethoughttobe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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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절절절 문문문제제제의의의 제제제기기기 및및및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정보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전자상거래(ElectronicCommerce:EC)
의 출현으로 인한 혁명은 인터넷(Internet)과 월드 와이드 웹(WorldWide
Web:WWW)의 등장으로 많은 온라인 상업 활동을 가능하게끔 하였고,
전자정보기술을 통해 조직과 소비자간의 관계가 촉진됨으로써 상업적 거
래에 혁명을 유발하였다(StaderandShaw 1997).
인터넷은 전 세계의 생활을 하나로 묶었고,전 세계의 물건을 가정에

앉아서도 쉽게 쇼핑할 수 있는 새로운 구매행동 모델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인터넷 전자
상거래의 확산은 경제 활동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특히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은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경

영 형태와는 다른 다양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며,치열해지
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간의 경쟁을 고려해 볼 때,고객들로 하여금 더 높
은 수준의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해 줌으로써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기업 측면에서는 고객들이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의 어떤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또한 고객과 인터넷 기업간 지속
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알아야만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그러므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품질에 대한 파악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과
인터넷 쇼핑몰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요인들에 대한 고찰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마케팅과 전자상거래(e-commerce)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면서,온라인에서의 서비스품질은 전자상거래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짓
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Yang2001).e-서비스품질은 고객유도 및



유지,방문자 수 증가,고객 충성도,긍정적 구전효과 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전자상거래에 있어 온라인 경쟁우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논의는 용어의 일관성 결여와 연구목적
이나 방법론적 상이로 인한 각기 다른 변수들의 적용 등 명확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CoxandDale(2001)그리고 VanRiel(2001)
등은 e-서비스의 고객평가에 대해 더욱 이해를 하여야 하고 전자상거래
운영 환경에 적절한 결정요소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그리고 e-비즈니스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서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기존의 SERVQUAL차원
을 전통적인 서비스업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 전자상거래 서비스
(e-commerceservice)에 적용시키는데 있어 제반적인 문제점이 있고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Van Dyke and
Kappelman1997;Sullivan2001).
또한 그 동안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이용자 행동에 관한 연구(Bauer

등 2002;박준철 2003)중에 인터넷 쇼핑을 하는 이용자들의 이용행위를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신뢰(Gefen2000;Jarvenpaa등 1999),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현황 및 Flow 연구(HoffmanandNovak1996)등 국내외
연구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이용자 행동을 바라보고 이를 예측하기 위
한 연구를 수행해왔다.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에 대한 사용자의 평
가가 인터넷 쇼핑몰의 지속적 사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조사연구를 통
해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이 어떤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접하는 경우는 구매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우연한 기회나 호기심으로 처음으로 접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므로 사용자들을 그 사이트에 몰입시키기에 충분한 만족과 신뢰를 주
지 못한다면 그 사이트를 계속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온라인 서비스품질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온라인 쇼핑몰 환경에서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개념을 규명
하고,나아가 온라인 서비스품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검증하여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특정한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서비스 품질에 따라 고객 몰입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의 두 가지 방
법을 병행하였다.먼저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품질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온라인 쇼핑몰 환경에서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였으며,다
음으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품질과 관련된 플로우와 신뢰
등이 쇼핑몰 충성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관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구
성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연구방법과 연구범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2장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제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연구와 직접적으로,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 및 필요한 이
론과 논리들을 기술하였다.그리고 본 연구 수행의 의미 및 필요성 등을
제기함으로써 연구수행을 위한 기반을 제시하였다.
제 3장은 모형의 설계와 관련된 것으로 연구모형의 도출과 연구 가설의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제 4장에서는 실증에 대한 조사 및 분석으로써 본 연구에 사용된 본 조

사에 대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설문의 구성,자료수집 분석,가설에 대한
검증 등을 다루고 있다.
끝으로,제 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고,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제제 222장장장 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제제제 111절절절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111...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분분분류류류

1)인터넷 쇼핑몰의 개념

인터넷 쇼핑몰이란 인터넷 쇼핑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말하는데 먼저 인
터넷 쇼핑이란 구매자에게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소매점이 아닌 원거리 장
소에서 인터넷으로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나 제품에 관한
정보를 탐색,조사하고,구매제품의 선택이나 주문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
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정

하여 주문서를 작성,발송하고 인터넷상에서 결제하여 이루어지는 상거래
를 의미하며,이러한 제품의 구입은 최종소비자의 소비뿐 만 아니라 생산
자가 부품을 구매하는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물건을 사기 위해 차를 타고 백화점이나 상점에 갈 필요 없이 안방

이나 사무실에 앉아서 버튼 하나만으로 상품이 집까지 배달되며,기업은
매장 관리비나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으며,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하
여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다.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 매체를 이용한
다는 의미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Novak(1996)은 인터넷 쇼핑몰은 다양한 영역의 제품들을 포함한 온라

인 상점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했다.상품광고 및 전시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행해지고 서버에 여러 가지 상품에 관한 가격 구조,특성 자료들을
보유하며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정보와 함께 상품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두희(1997)는 인터넷 상점의 종류를 다양하고 넓은 가상공간을 최대
한 활용한 백화점식 웹사이트와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일정한 한 가지 품목만을 취급하는 전문점식 웹사이트,인터넷 상점과 관
련해서 링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구분하고 있다.이 구분
에서도 정보 탐색,주문 결제,구입 등의 모든 인터넷 쇼핑이 가능한 웹사
이트 또한 백화점식 및 전문점식 웹사이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은 다양한 제품군들을 백화점식으로

진열해 놓고 파는 백화점식 쇼핑몰과 작은 소품이나 전문화 된 제품만을
취급하는 온라인 상점만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사한 개념으로 전자식 소매시장,정보물,가상점포,온라인 점포,
가상쇼핑몰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통
신판매와 구별하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인터넷 쇼핑몰의 분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형성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이 제시되고 있
으며,전통적인 비즈니스가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인터넷 쇼핑몰
에 대한 유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분류될 수 있는데,판매하는 제품관
점에서 제품의 성격,취급 제품종류,전자상거래 업체의 성격관점에서,가
치사슬상의 위치,판매 채널의 복수성의 4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판매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의 경우 다시
물리적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와 디지털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로 구분되
어,모두 세 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러한 세 가지 사업
유형은 거래 절차의 전자적 수행측면에서 각각 차별화 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물리적인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의 경우 전자적으로 주문되어 물
리적으로 배송되는데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
증권,은행,전문,컨설팅과 같은 서비스는 전자적 주문과 전자적인 배송



이 가능하다.그리고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적인 주문,물리적
인 배송형태와 전자적인 주문,전자적인 배송형태가 존재한다.
전자적인 주문,전자적인 배송 형태는 소프트웨어 음반과 같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일수록 매체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스트림으로 전달되는 경우와 신문,잡지,책과 같은 전통적인 제품이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화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취급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점(종합쇼핑몰)과 전문점(전문

쇼핑몰)으로 구분 할 수 있다.일반점은 백화점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제
품을 취급하는 형태이며,전문점은 이와 달리 특화된 분야의 제품을 취급
하는 형태이다
대부분의 종합 인터넷 쇼핑몰은 일반점에 해당되며 대부분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전문점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백화점과 같은 종합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메타랜드와 같은 전자상거래 호스팅 서비스 기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 등으로 구분된다.
셋째,전자상거래 기업이 가치사슬에서 점하는 위치에 따라 공급자와 중
간 매개자로 구분할 수 있다.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제공하는 공급자는
다시 제조업자가 기존의 유통채널 이외에 인터넷을 직접적인 판매 채널로
활용하는 형태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유통업체로 구분된다.
넷째,전자상거래 기업은 인터넷상에서만 판매하는 경우와 실물 세계의

물리적인 매장과 인터넷을 동시에 판매 채널로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만 사업을 하는 경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는 것

이거나 현재 존재하는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에 해당하며,후자는 전통적
인 기업이 인터넷을 새로운 판매 채널로 확장한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급하는 제품의 수에 따른 종합 쇼핑몰과 전문 쇼핑몰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표 2-1>인터넷 쇼핑몰의 분류 체계와 쇼핑몰의 예

유형별 분류 형태별 분류 상품 속성별 분류 쇼핑몰의 예

종합쇼핑몰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디지털 및 물리상품 롯데.신세계 백화점

온라인 디지털 및 물리적
상품 인터파크,콜드뱅크

전문쇼핑몰
직판점

디지털 상품 대한항공 아시아나
물리적 상품 CJ,삼성전자,LG전자

유통점
디지털 상품 벅스뮤직,멜론
물리적 상품 종로서적,교보문고

① 종합 인터넷 쇼핑몰
종합인터넷 쇼핑몰은 백화점과 같이 특정한 상품이 아닌 다양한 상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형태의 기업을 뜻한다.종합 인터
넷 쇼핑몰에서는 기존의 물리적 유통망과 연계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전략 또는 온라인 전략만을 펼치는 경우가 있다.기존의 유통망
을 갖고 있는 업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예를 들어 롯데 백화점이
나 현대 백화점 등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여 병행전략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반면,인터파크,G마켓,옥션 등은 기존 유통망이 없는 상태에
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만으로 판매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종
합 쇼핑몰이다
현재 국내에 개설된 종합 인터넷 쇼핑몰은 운영업체의 특성에 따라 분

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기존 백화점이 인지도를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진출한 경우

로 롯데 닷컴과 신세계 닷컴 등이며,이의 특징은 기존의 물리적 상점과
의 형평성을 위해 가격할인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기존 물리적
시장의 자체 배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송이 매우 용이하다.기존 물리적
시장의 소비자를 인터넷 쇼핑몰로 이전시킬 수 있고,기본 백화점과는 다
른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자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유통 전문업체가 전략적으로 인터넷을 유통 경로로 선택하여 쇼
핑몰을 개설한 경우이다.CJ몰은 전문바이어 MD(merchandisingdirector)
를 보유하고 있어 상품 개발에 유리하고 제조업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하여 상품 가격이 저렴한 점을 무기로 삼아 큰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셋째,기존의 일간신문사가 인지도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진출한

경우로서 경향 하이몰,마이다스 동아일보 테마쇼핑,한겨레 마을 등이 있
다.이들은 자사의 인터넷 신문과 연결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러한 이유는 인터넷 신문의 방문객을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로 이전시켜
운영하는 것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워 국내 대부분의 모든 신문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기존의 통신판매 업체 또는 홈쇼핑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부

가 사업으로 시작한 경우로서 CJ몰 등이 있다.이들의 특징은 기존의 통
신판매나 홈쇼핑에서 거래하고 있던 업체 대부분을 인터넷상에 올려 인터
넷을 하나의 부가적인 유통 경로로 이용한다는 것인데.이 때문에 카탈로
그 제작비용의 감소 효과 등을 가져오고 있다.
다섯째,정보통신 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쇼핑몰에 진출한 경우로 신

비몰 등이 있다.이 경우는 초기 투자비용이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어 쉽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참여하였으나,유통상의 전문성은 부
족한 편이다.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계열사의 상품을 중심으
로 컴퓨터 및 전자상품 등의 매출은 매우 큰 편이다.그러나 앞으로 소비
자는 품질,A/S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기업의 인지도나 표준화된 상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섯째,인터넷 쇼핑몰의 구현에 중점을 두면서 시작한 선발업체로서

인터파크와 G마켓 등이 있다.이들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을 구현하기 시
작한 초기부터 상품중심이 아닌 입점업체를 직접 받아 EC호스팅 서비스
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쇼핑몰 내에 shoppinggateway를 두어 EC호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북파크와 티켓파크 등 전문쇼핑몰 중심으로 사업을 운
영하고 있다.마찬가지로 G마켓은 현재 약 450여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
며,중소기업 중앙회와 협약을 맺어,중소기업 중앙회 산하 3.000여개 중
소기업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상품과 물리적 상품이라는 상품 특성에 따라 전문 쇼핑몰은 두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물리적인 상품은 택배 서비스가 필요한 반면,
디지털 상품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전달되므
로 택배 서비스가 필요 없다.

② 전문쇼핑몰
특정 제품분야를 중심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기업들을 전문 쇼핑몰로 분류한다.이러한 전문 쇼핑몰은 다시 직판점과
유통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직판점은 제조업체가 자사의 인터넷 웹사
이트를 통해 고객이 직접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유통채널을 우회하기 위해 구축한 인터넷 쇼핑몰을 의미한다.반면
유통점은 제조업체가 아닌 기존 및 신규 유통업체가 기존의 상점이 아닌
새로운 소매 유통경로를 인터넷상에 구축한 경우를 의미한다.
전문 쇼핑몰을 직판점과 유통점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 두 웹사이트가

가격 책정이나 유통 및 마케팅 전략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 쇼핑몰에서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요소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온
라인 판매되는 제품의 특성이다.제품 특성에 따라 전문 쇼핑몰을 다시
분류하는 이유는 택배 서비스의 유무에 따라 인터넷 마케팅이나 유통 전
략에서 상당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전문 쇼핑몰은 단일품목 내지 전문적인 제품 카테고리내의 제품을 판매

하는데 품목수가 하나이거나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심층적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또한 전문 쇼핑몰은 인터
넷에서만 전문적으로 상점을 운영하는 형태로서 단순 링크형,입주형,몰
의 몰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단순 링크형은 이미 존재하는 온라인 상점이나 인터넷 상점의 링크를
모아 놓은 형태의 쇼핑몰을 말한다.
입주형은 개별 상점들이 입주된 형태로 쇼핑몰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

입주형 쇼핑몰이 관리하는 자신만의 이미지와 결제 시스템,배송 체계에
따라 모든 개별상점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으며 각 상점의 홈페이지도 쇼
핑몰에서 제공하는 템플리트 페이지와 같은 형태로 유지하여야한다.
몰의 몰형은 개별 쇼핑몰의 자체적인 지불,배송체계를 사용할 수도 있

게 해준다.그리고 링크와 입주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제공하는 형태를 의
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쇼핑몰의 장점은 한 번에 여러 쇼핑몰에서 쇼핑이 가능

하면서 이에 대한 지불이 한 번에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222...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의의의 특특특징징징

인터넷 쇼핑몰이 새로운 유통 경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기존 상거래 방식과는 다른 변
화를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서보경 2008).
첫째,전통적인 유통 경로의 특징으로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4단

계를 거쳤지만 전자상거래에선 생산자와 최종소비자가 곧바로 연결 된다.
둘째,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러한 제약으로부

터 탈출은 전통적인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나 기법으로는 소비자를 만족시
키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는 고객으로부터의 정보 획득이

용이해졌으며,구매 시점에서의 정보입수가 가능하다
넷째,기업은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경영활동이 수행됨으로 소요 자본

또한 차이가 발생한다.전자상거래의 경우 주로 시스템과 관련하여 투자
가 이루어진다.전통적 상거래에서는 고객 자산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등에 거액이 소요되는 것과는 대조된다.



그 외 광고,촉진 등 다양한 기법의 상거래 활동에서도 차이가 발생하
는데 기존의 일방적인 형태에서 쌍방적 형태로 변화되면서 고객과의 일대
일 관계를 맺는 형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과 차별되는 방식상의 특징이외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및 단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제품을 선택하기가 용이하고 구매활동의 시간과 비

용이 절감되며,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제품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다양한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의 장점은 제품 전시공간이 무한이고 인적 및 물리적
공간 차원의 감축으로 효율적 경영을 할 수 있으며,전 세계의 소비자들
을 상대할 수 있고,중간 물류 및 유통 단계를 생략,고객의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반면에 아직 보안과 신뢰 수준이 낮으며,배달과 관련된 문제점 지나치

게 많은 정보가 제공됨으로 인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지 못할 수도 있
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제제 222절절절 서서서비비비스스스품품품질질질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111...서서서비비비스스스품품품질질질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서비스품질에 대한 정의는 객관적 품질과 주관적 품질의 두 가지 접근
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객관적 품질이란 제품들간의 실제적인 기술적
우월성이나 탁월함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데 반해,주관적 품질은 객체
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Holbrook and
Corfman(1985)은 이러한 두 정의의 차이를 ‘기계적 품질(mechanisticquality)’
과 ‘인간적 품질(humanisticquality)’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소비자행동 분야에서 서비스품질 연구는 주로 지각된 서비스품질

(perceivedservicequal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Parasuraman,
Zeithaml,andBerry(1988)는 지각된 품질을 제품에 대한 전반적 우수성
이나 우월성에 대한 고객의 판단으로 정의하였다.또한 이들은 서비스 품
질을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고객의 지각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개
념으로 파악하여 “소비자의 지각과 기대 사이의 차이의 방향과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222...서서서비비비스스스품품품질질질의의의 측측측정정정모모모형형형

Parasuraman,Zeithaml,and Berry(1988)는 위와 같은 정의 하에
SERVQUAL모형을 제안하였다.이 모형은 서비스품질이 다섯 가지 차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서비스품질의 인식과정은 다섯 가지 차원의 성과
들과 기대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한편,CroninandTaylor(1992)는 PZB(1988)의 다섯 가지 차원 22개 항

목을 그대로 사용하되 기대를 측정하지 않고 서비스 성과만을 측정한
SERVPERF 모형을 제안하였다.이 두 모형은 기존의 서비스품질 측정
방법의 양대 축으로,서비스품질 측정에 있어 기대를 측정하느냐 하지 않



느냐에 관한 끊임없는 논쟁을 야기하였다.
CroninandTaylor(1992)는 4개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SERVQUAL보다 SERVPERF가 산업별 특성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
정적 척도임을 발견하였다.게다가 SERVPERF는 서비스품질을 잘 측정
해 주면서도 기대와 성과를 따로 복잡하게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간편성
이 있어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측정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따라
서,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기대를 생략하고 성과에만 기초한 서비스
품질 측정을 하고 있다(Bolton and Drew 1991;Babakus and Boller
1992;BradyandCronin2001;DuncanandElliot2002).

333...서서서비비비스스스품품품질질질의의의 차차차원원원

서비스품질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 ‘Nordic’관점(Grönroos1982;1984)
과 ‘American’관점(Parasuraman,Zeithaml,andBerry1988)으로 대별된
다.전자의 관점은 서비스품질을 ‘기능적 품질(functionalquality)’과 ‘기술
적 품질(technicalquality)’로 나누어 본다.‘기술적 품질’은 고객들이 서비
스로부터 얻는 결과품질 즉,‘무엇(what)’에 해당하는 품질이다.기술적 품
질은 고객이 기업과의 상호작용에서 무엇을 받느냐,즉 상호작용이 끝난
후 고객에게 남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과품질(outcomequality)’이라
고도 한다.이는 보통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차원으로서,성격상 문
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 품질이라고 불
린다.‘기능적 품질’은 고객들이 서비스 상품을 얻는 과정품질 즉,‘어떻게
(how)’에 해당하는 품질이다.
Parasuraman,Zeithaml,andBerry(1988)가 개발한 SERVQUAL 모형

은 서비스품질이 ‘신뢰성(reliability)’,‘응답성(responsiveness)’,‘공감성
(empathy)’,‘확신성(assurance)’,‘유형성(tangibles)’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표 2-2>에 SERVQUAL다섯 차원이 나타나 있
다.SERVQUAL의 정의에 따라 ‘신뢰성’차원이 결과품질에 속하고 다른



4개의 차원은 과정품질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유재,이준엽 2001).
PZB의 주장에 따르면,소비자들은 크게 다섯 차원으로 구성된 서비스접
점의 특성들을 가지고 서비스품질을 평가한다고 본다.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하다는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두 관점의 중
요한 공통점은 서비스품질이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개념
이라는 점이다.

<표 2-2>서비스품질의 차원

차 원 세 부 적 변 수
유형성

(Tangibles) 물리적 설비,장비 그리고 종업원의 외모
신뢰성

(Reliability) 정확하고 믿을만하게 약속한 서비스를 수행할 능력
응답성

(Responsiveness)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도울 의도
확신성

(Assurance)
종업원의 지식과 예절,믿음과 신뢰성을 고취할 종업원의
자질

공감성
(Empathy)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배려,개인적 주의 정도

자료원 :A.Parasuraman,ValarieA.ZeithmalandLeonardL.Berry,(1988)
“SERVQUAL:A Multiple 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ofServiceQuality”,JournalofRetailing,64,p.23

최근 들어,SERVQUAL을 수정한 모형들이 제안되고 있다(Boulding등
1993; Cronin and Taylor 1992; DeSarbo 등 1994; Parasuraman,
Zeithaml,and Berry 1991,1994;Zeithaml,Berry,and Parasuraman
1996).수정된 모형들은 대부분 기대의 측정을 생략하고 있으며,‘과정품
질(process-related or functionalquality)’외에도 ‘결과품질(outcome-
relatedortechnicalquality)’을 고려한 새로운 품질차원을 제안하고 있다.
SERVQUAL의 다섯 가지 품질 차원이 지나치게 과정품질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거나 또는 과정과 결과품질이 모호하게 섞여 있는 차원들이 존재



한다는 지적(Llosa,Chandon,andOrsingher1998)을 고려할 때,이러한
시도들은 서비스품질에 대한 Grönroos(1984)의 관점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실제로 기존의 과정품질 측정 모형에 결과품질 속성
을 추가시켰을 때,설명력과 예측타당성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RichardandAllaway1993).
Powpaka(1996)는 결과품질이 전반적 서비스품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

소임을 실증하였다.이유재,이준엽(2001)도 SERVQUAL의 다섯 차원에
결과품질 요소를 포함시켜 차원을 조정한 결과,서비스품질이 성과품질과
과정품질의 두 차원으로 재구성됨을 보이고 있다.
RustandOliver(1994)는 서비스품질이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세 차원은,‘서비스 상품(serviceproduct)’,‘서비스 전달(service
delivery)’,‘서비스 환경(serviceenvironment)’이라는 차원이다.서비스 상
품은 Grönroos(1984)의 결과품질에 관련되고,서비스 전달은 과정품질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서비스환경은 최근 들어 서비스 지각에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차원으로서 서비스 전달의 배경 또
는 ‘Servicescape’라고 볼 수 있다(Bitner1990,1992;BradyandCronin
2001;Spangenberg,Crowley,andHenderson1996;Wakefield,Blodgett,
andSloan1996).
Brady and Cronin(2001)은 Rust and Oliver(1994)의 3-차원 모형

(Three-ComponentModel)과 Dabholkar,Thorpe,andRents(1996)의 서
비스품질 위계구조모형을 받아들여,세 차원으로 구성된 서비스품질 위계구
조모형을 개발하였다.그리고 각 차원을 ‘상호작용품질(interactionquality)’,
‘결과품질(outcomequality)’,‘물리적 환경품질(physicalenvironmentquality)’
로 명명하였다.전반적인 서비스품질은 이 세 가지 품질차원들에 의해 영
향을 받으며,세 가지 차원의 서비스품질은 하위차원의 서비스품질로 구
성되어 있다고 하였다.예를 들어,상호작용품질의 하위차원에는 종업원의
‘태도’,‘행동’,‘전문성’이 속하고,물리적 환경품질의 하위차원에는 ‘주변환
경’,‘디자인’,‘사회적 요소’가 속하고,결과품질의 하위차원은 ‘대기시간’,



‘유형성’,‘valence’로 구성되어 있다.서비스품질의 계층구조에 대한 연구
의 두 가지 주된 시사점은 서비스품질의 다차원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며,서비스품질에 대한 Grönroos의 관점과 PZB의 관점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임을 발견했다는 점이다.예를 들어,PZB의 ‘유형성’
차원은 Grönroos(1984)의 결과품질의 하위차원으로 나타나 상호보완적이
라는 것을 발견하였다.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최근의 연구흐름을 도입
하여,서비스품질 차원이 크게는 ‘과정품질’,‘결과품질’,‘서비스 환경품질’
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SERVQUAL의 다섯 차원도 ‘과정품질’과 ‘결과품질’로 재분류될 수 있

다는 견해를 수용한다면,서비스품질 차원에 대한 기존의 주요 연구들을
Grönroos(1984)의 2-차원 접근법으로 볼 수 있고,한편,최근의 새로운 견
해에 따라,‘서비스 환경품질’을 추가한 모형을 3-차원 접근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두 접근법을 비교하면,<그림 2-1>과 같다.

<그림 2-1>서비스품질 모형의 비교

444...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의의의 서서서비비비스스스 품품품질질질

최근 기존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연구들을 기반으로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그중 하나가 Javenpaaand



Todd(1997)의 연구이다.
JavenpaaandTodd(1997)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알아

보기 위해 상품 지각(productperception),쇼핑경험(shopping experience),
고객 서비스(customerservice),고객위험(customerrisk)등의 4가지 범주
를 가지고 인터넷 환경에 맞게 변형하였다.
JavenpaaandTodd(1997)는 Parasuraman,BerryandZeithmal(198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5가지 차원을 토대로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의 품질
차원을 유형성(tangibility),신뢰성(reliability),반응성(responsiveness),보
증성(assurance),공감성(empathy)으로 구성하였다.
<표 2-3>은 JavenpaaandTodd(1997)가 제시한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품질 차원을 정리한 것이다.

<표 2-3>JavenpaaandTodd(1997)의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품질 차원

서비스 품질 차원 서비스 품질 차원의 정의
유형성 시각적 인터페이스
신뢰성 약속된 서비스 정확한 수행능력

반응성 고객에 대한 즉각적인 서비스의 제공 및 고객들이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보증성 고객 개개인에 관심을 갖고 서비스 제공
공감성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 확보

<표 2-4>에서 5가지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 품질 차원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첫째,유형성 차원은 물리적 시설,종업원의 외모,서비스 제공
에 필요한 장비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시
각적인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화면의 구성 체계나 색상들이 해당
될 수 있다.
둘째,신뢰성 차원은 서비스 수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말하며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약속된 서비스의 정확한 수행능력이 해당된다.



셋째,반응성 차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의 의지와 준비성으로
서비스의 적시성을 포함하며,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고객에 대한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고객들의 요구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가에 해당된다.
넷째,보증성 차원은 서비스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잘되며

고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쇼핑몰이 얼마나 고객 개개인에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해
당된다(장영실 2007).
다섯째,공감성 차원은 서비스의 능력,공손함,믿음직함에 대한 것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안전을 확보
하고 있는지가 이에 해당된다.
JavenpaaandTodd(1997)의 인터넷 쇼핑몰 품질 차원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품질 차원에 관한 연구들이 이
루어졌다.
이훈영,박기남(2000)은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품질 요인으로 상품다양

성,고객 지향성,외향성,완전성,편리성,시간성,신뢰성,경제성을 제시
하고 서비스 품질이 사이버 브랜드 자산의 인지적,태도적,행동적 차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기한,오재신(2001)은 기존의 5가지 서비스 품질 차원을 인터넷 쇼핑

몰에 맞게 정의하고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
성,신뢰성,반응성,공감성,보장성,편리성,보안성,오락성을 인터넷 쇼
핑몰 품질 차원으로 제시하였다.또한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품질이 인터
넷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위험 요인과 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문규(2002)는 SERVQUAL과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 평가 기준들을

종합하고,소비자들을 통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 품
질 요인으로 정보성,거래성,웹사이트 디자인,의소소통,안정성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제시하고 인터넷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인 E-SERVQUAL
을 개발하였다.또한 E-SERVQUAL을 활용해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표 2-4>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 품질 차원과 속성

서비스품질 차원 세부적인 속성

유형성

인터넷 쇼핑몰의 전체적인 기술의 최신도
인터넷 쇼핑몰의 시각적 디자인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의 진열

신뢰성

인터넷 쇼핑몰이 약속된 서비스의 수준
인터넷 쇼핑몰의 쇼핑절차에 대한 신뢰성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과정에 대한 신뢰성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에 대한 신뢰성

반응성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제공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처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 제공시 고객에게 정확히
알림

보증성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는 고객에게 확신을 준다
인터넷 쇼핑몰의 담당자들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
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담당자들은 고객에게 상냥하다
인터넷 쇼핑몰의 담당자들은 고객에게 편안함을
준다

공감성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 개개인게게 관심을 갖는다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들의 욕구를 이해한다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들의 가치를 이해한다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들의 의견을 잘 수반한다.

자료원 :ParasuramanA,ValarieA.Zeithaml,andLeonardL.Berry
(1988),"SERVQUAL:A Multiple-item ScaleforMeasuring
Customer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Spring.

이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서비스 품질 차원에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터넷 쇼
핑몰의 서비스 품질 차원을 개발하고,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품질의 결과
변수로 주로 고객 만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며,인터
넷 쇼핑몰 이용에 있어서 품질요인은 다음 다섯 가지 요인 <표 2-5>로
설정하여 분류할 수 있다.

<표 2-5>e-SERVQUAL평가차원

평가차원 해당항목 세부설명
정보제공성
(information) 상품 및 정보 상품과 서비스의 구색

상품 정보의 최신성,정확성

상품거래성
(transaction)

거래과정
배송 및 사후서비스

주문단계의 적절성,주문이용성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배송의 적절성
문제해결의 용이성

디자인(design) 사이트와의 상호작용
사이트 디자인

사이트 구조의 이해용이성
정황정보 제공여부
메뉴 구조의 편리성
전체 화면의 조화,그림,글의
아름다움
정보제공형식의 일관성

상호작용성
(communication) 이용자간 의사소통

기업과 이용자간 혹은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
개인화 서비스

안전성(security)
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신뢰,

보안

시스템 안정성,이용속도,화면
전송시간
개인정보 보호
거래 안전장치의 유무
거래 신뢰감

자료원 :이문규(2002),e-SERVQUAL인터넷 서비스품질의 소비자 평
가 측정도구,마케팅연구,17(1),p87.재인용

첫 번째 요인은 ‘정보제공성(information)'이라고 명명되는데 Jarvenpaa
Tractinsky,andVitale(2000)은 인터넷 웹 사이트를 오프라인에서의 종업
원에 비유했다.즉 웹 사이트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인터넷 서비스의 온라인적 특수성



을 품질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데,그 방법으로서 특히 시스
템에서의 정보,디자인,사용성,안전성 등에 대한 항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JarvenpaaTractinsky,andVitale(2000)의
정의를 이용하고,PZB(1994)의 SERVQUAL측정도구를 인터넷 쇼핑몰에
맞게 재구성하여 다양한 종류의 상품구색,상품에 관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제공,설득력 있는 정보전달의 명확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상품거래성(transaction)'이라고 명명되는데 이는 소비

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거래를 하는데 상품을 탐색,주문하고 지
불하는 과정상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기능상의 편의성을 포함하는 동시에
서비스 비용이나 상품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다.또한 이는 소비자가 쇼핑
몰을 통해 구입한 상품의 적절한 배달 여부와 고객 불만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이 역시 유형재를 취급하지 않는 순수 서비스업체
의 경우에는 서비스거래의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웹 사이트 디자인(design)'이다.이는 오프라인에서 생

각하면 서비스의 제공점 혹은 구매시점에 해당된다.이는 웹사이트가 그
자체의 구조와 이용자의 항해 측면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는가
를 의미한다.또한 이 요인은 사이트 화면의 미적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
을 담고 있다.IQ(InformationQuality)가 제공되는 정보의 질에 관한 것
이라면 이보다는 좀 더 컴퓨터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맟춘 평
가척도가 개발되어 있다.Chin,Dihel,and Norman(1998)이 제시한
QUIS(QuestionnaireforUserInterfaceSatisfaction)는 컴퓨터 인터페이
스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화면에서의
정보제시,사용용어와 피드백,학습,시스템 성능에 관하여 4개 차원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네 번째 요인은 ‘상호작용성(communication)'이라 불리는 것으로 인터

넷 서비스 기업과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이용자들 간의 의사소통,개인
맞춤 서비스 등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
넷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여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끝으로 다섯 번째 요인인 ‘안전성(security)'은 오프라인 비즈니스와는
달리 인터넷 비즈니스에 있어서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서 많
은 변수들이 내포되어 있다.즉 시스템의 안정 여부와 이용 속도,전송속
도들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터넷 비즈니스의 이용자 개인 정보나 거래 기
록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또한 인터넷 비즈니스가 외부 해킹 등을 방
어할 수 있는 보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얼마나 소비자가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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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loyalty)라는 개념은 원래 사회심리학적인 용어로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마케팅에서 이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브랜드 충
성도(brandloyalty)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Oliver(1999)는 충성도란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구매하거나 단

골고객이 되려는 깊은 몰입상태이며,향후 상표전환(brandswitching)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시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구매
하려는 경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마케팅 분야에서 고객 충성도
에 대한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연구가 되어 왔는데 각
업종의 특성과 연구목표가 상이함에 따라 각기 다른 개념과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기존의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하
고 합의된 개념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충성도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충성도에 관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크게 행동론적(behavioral)접근방법과 태도
론적(attitudinal)접근방법의 두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Aaker1991;
Assael1998).

111...행행행동동동적적적 충충충성성성도도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충성도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패널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 개
별 브랜드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따라서 초기 연구는 대개 행동론적 관
점에서 진행되었다.Brown(1953)은 과거 구매의 연속성을 관찰하고 측정
하였다.KuehnandDay(1964)는 충성도를 제품에 대한 과거 구매역사의
함수로 정의하고,최초로 확률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의 충성도를
측정하고자 했다.또한 Lipstein(1959)은 충성도를 “동일 제품에 대한 구
매 확률의 함수 혹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평균 시간의 함수”로 정의하였
다.



특히,행동론적 접근법은 Tucker(1964)에 의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고객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는 고객의 중추신경계에서 무슨 작용이 일
어나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단지 그의 행동이 브랜드 충성도가 무엇
인지를 말해주는 완벽한 진술”이라고 주장하였다.
NewmanandWerbel(1973)은 충성도를 “한 브랜드만을 재구매하며 그

브랜드만을 고려집합(considerationset)에 넣고 다른 브랜드에 대한 정보
탐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JacobyandChestnut(1978)은 초기의 충성도에 관한 정의 53개를 종합,

요약하여 개념적인 정의를 내렸다.이에 따르면 충성도는 일정시간에 걸
쳐 여러 대안 중 한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행동이라고 정의되
고 있다.
Jeuland(1979)는 충성도를 “특정 브랜드에 대한 장기 선택 확률 혹은

전체 제품 카테고리에서 특정 브랜드의 구매 비율”로 정의하고,이러한
소비자의 행동을 ‘관성(inertia)’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동론적 접근법에 의해 충성도를 측정할 경우,특정점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으로 정의되며,충
성도 척도는 재구매 확률,특정 브랜드에 대한 장기적 선택확률(Dekimpe
등 1997;Jeuland1979),또는 상표전환행동(Raju등 1990)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충성도에 관한 초기 연구는 대부분 소비자 구매행

동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 결과 행동론적 접근법만으로 충성
도를 측정하는데 대한 한계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했다.즉,행동론적 접근
법은 개념적인 기반이 취약하며,동태적 특성을 띠는 소비자 의사결정상
황이나 과정을 정태적 결과물로 간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JacobyandChestnut1978).
또한 충성도를 과거 행동으로 측정한 개념으로는 충성도의 결정요인과

결과변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Jacoby and
Chestnut1978;DickandBasu1994).



따라서 충성도가 어떻게 형성되며 왜 변화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
다.또한 반복구매가 항상 브랜드를 향한 심리적인 전념의 결과가 아니라
는 것이다(Tepeci1999).실제로 애착이 있어서 충성도가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편리함이나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반복적으로 구매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서 소비자의 미래행동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DickandBasu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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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론적 접근법만으로 충성도를 측정하는데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심리학적 개념에 입각하는 태도론적 접근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기 시작하였다(Oliver1997).
태도론적 접근법에 따르면 브랜드에 대한 몰입은 태도적 애착(attitudinal

attachment)또는 태도적 충성도(attitudinalloyalty)로 볼 수 있다(Chaudhuri
andHolbrook2001;Keller2002).
또한,태도적 충성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반복구매와 같은 행동적 충

성도(behavioralloyalty)로 연결된다(Fournier1998).즉,고객기반의 브랜
드 자산(customer-basedbrandequity)관점에서 볼 때,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먼저 고객의 마음점유율
(mindshare)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Keller2002).
태도론적 접근법에서는 충성도를 특정 상표의 독특한(unique)가치에

대한 몰입으로 정의하며(ChaudhuriandHolbrook2001),여기에는 인지적
(cognitive),감정적(affective),의도적(conative)요소가 포함된다(Oliver
1993;이유재,안정기 2001).즉,태도적 충성도는 제품 또는 브랜드의 정
보에 기초하는 인지적 요소,특정 브랜드에 대한 애착과 느낌을 포함하는
감정적 요소,그리고 미래에도 해당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의지를 나타내
는 의도적 요소로 구성된다.여기에서 감정적 요소는 인지적 요소보다 강
하고,의도적 요소는 감정적 요소보다 더 강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상을 종합하여,이유재,안정기(2001)의 연구에서는 태도적 충성도의
척도로 구전의도(Boulding 등 1993),우월한 경쟁대안에 대한 저항
(Narayandas1996),재구매 의도(Anderson and Sullivan 1993;Cronin
andTaylor1992),프리미엄 가격 지불의사(Narayandas1996;Zeithaml
등 1996)등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태도론적 관점에서만 충성도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심리적 형성

과정은 파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특정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가 미래에 고객충성도를 나타내는 실제행동으로 연결될 것인지는 불확실
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충성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동론적 접근방법

과 태도론적 접근방법을 종합하여 충성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이다.즉 심리학적 개념으로써 호의적인 태도와 행동론적 개념
으로써 반복구매정도에 의해 충성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Dickand
Basu1994;Oliver1997;Zeithaml2000).DickandBasu(1994)는 호의적
태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상대적 태도,행동론적 충
성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반복구매 수준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충성도를 측정하였으며,이런 방법이 충성도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즉 충성
도의 지표로써 반복구매행동 또는 호의적인 태도만으로는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며,소비자 입장에서 호의적인 태도와 반복구매행동이 함
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Day(1969)는 소비자 마음속에 강하게 형성된 태도에 의해 유발된

구매행동이 아닌 상황에 따라 발생된 구매행동은 진정한 의미의 충성도가
아닌 허위 충성도(spuriousloyalty)라고 하였다.즉,진짜(true)충성도와
허위(spurious)충성도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행동에만 근거
하여 충성도를 측정하는 것을 비평하고,태도와 행동의 척도를 동시에 고
려하여 충성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Gremler(1995)는 충성도의 의미 있는 측정을 위해서는 태도와 행동 중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PrusandBrandt(1995)는 충
성도가 태도와 행동의 결합이라고 주장하면서,태도는 재구매의도,경쟁업
체로의 전환거부 등의 개념을 포함하였으며,행위는 재구매,현재의 제품
을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많이 재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다
는 개념을 포함하였다.ChaudhuriandHolbrook(2001)도 충성도를 행동적
충성도와 태도적 충성도로 구분하였으며,행동적(purchase)충성도는 제
품에 대한 계속적인 구매를 의미하며,태도적(attitudinal)충성도는 제품
의 독특한 가치에 대한 몰입 성향의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충성도의 중요성은 30년 이상 동

안 연구되어 왔다(Howard and Sheth 1969;이유재,안정기 2001).
Aaker(1991)는 충성도를 통해 마케팅 비용감소,신규고객 증대 등 마케팅
상의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DickandBasu(1994)는
충성도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언급하고 있다.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은
호의적인 구전을 전하고,경쟁사의 마케팅 전략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다는 것이다.이상에서 볼 때,충성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
다.특히,기존 충성도 관련 연구들의 대부분이 행동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태도적 측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성도를 태도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통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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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플플플로로로우우우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플로우(flow)에 관한 체계
적이고 포괄적인 연구 및 모델화 노력이 부족했던 이유는 플로우를 정확
하게 개념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다(Novak,Hoffman,andYung
1998).
플로우(flow)란 행동 그 자체에 흥미를 느껴 외부의 보상이 없더라도

지속되는 행동을 통하여 얻는 경험으로 시간․공간적 개념을 의식하지 않
고 활동자체에 몰두하여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상
태를 말한다.Csikszentmihalyi(1997)는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에 따라 좋
아하는 일이나 놀이를 할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상태로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활동에 완전히 몰입할 때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고 하였다.즉,플로우 상태를 사람들이 몰두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상
태로 이 때 의식이나 지각을 한 곳에 집중하게 되고 자의식을 잊으며 확
실한 목표와 피드백에만 반응을 보이며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경험
하고 집중하는 일이 활동과 무관한 사고나 지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플로우 개념은 마케팅이 아닌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인간과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플
로우 개념은 HoffmanandNovakandYung(2000)에 의해 인터넷 기반
마케팅 연구에 있어 주요 핵심주제로 주목된다.플로우 개념은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시장 환경에서 무엇이 판매기업과 온라인 고객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으로 사용되었
다(Csikszentmihalyi1990;ClarkandHaworth1994).
최근 HoffmanandNovak(1996)은 웹사이트의 반복적인 방문은 플로우

를 용이하게 하는데 달려있다고 제안하였고 온라인 환경에서 시도되는 성



공적인 마케팅 활동은 이러한 플로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플로우는 즐거움을 통한 몰입 행동이라 정의할 수 있고,이처
럼 즐거움을 느끼는 최적의 경험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게 되어,이를
마케팅 측면에서 소비자의 긍정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
거래에 있어 플로우가 중요한 핵심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그리고
이들은 플로우 개념을 중심으로 소비자행동 모형의 구성개념을 형성,인
터넷 사용자들이 항해(navigation)과정에서 경험하는 플로우 경험에 대해
모형을 수정 이를 검증,수정하는 결과를 통해 플로우를 측정,모형화하는
연구를 발전시켜 갔다.
이와 같이 플로우 개념은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유용

한 개념으로 이전부터 주지되어 왔으며(Ghaniand Desphande 1994),
HoffmanandNovak(1996)은 하이퍼미디어 컴퓨터 매개 환경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네트워크 항해 모형을 제시하면서 플로우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컴퓨터를 매개로 한 가상공간에서 플로우 경험을 기계적
상호작용에 의해 촉진되는 응답의 지속적인 과정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상
태라 하였고,컴퓨터 매개 환경(CME)에서 매체 특성상 항해과정에서 플
로우가 주요한 구성개념이 되고 사용자와 컴퓨터와의 상호관계에서 핵심
요인이 됨을 제시하였고 플로우 형성과정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토대
로 그의 프로세스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Csikszentmihalyi(1990)는 플로우는 ‘최적 경험의 과정이다’라고

간단히 정의하였고 사람들이 어떤 경험에 대해 몰입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하고,만약 몰입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경
우에는 현재의 경험에 짜증이나 지루하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
고,현재 상태를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이는 마치 아이들이
컴퓨터게임에 몰두하고 있을 때의 심리적 상태와 비슷하게 비유될 수 있
을 것이다.
CsikszentmihalyiandLeferve(1989)는 플로우 구성개념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플로우를 흥미(playfulness)라는 심리적 경험을



형식화하고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였다.흥미란 마치 놀이를 하고 있
을 때와 같이 활동 자체에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며,인터넷 사이
트에서도 사용자가 스스로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시도를 할 때 느끼는 자
유감,융통성 혹은 독창성 같은 경험을 의미한다.

222...신신신뢰뢰뢰

신뢰라는 개념은 사회관계에서 흔히 사용되어온 일상적인 개념이지만,
신뢰의 본질과 메커니즘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신뢰의 연구에 가장 근접한 연구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들에서
조차 1980년대 중반까지는 신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그러나 80년대 말부터 신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나,기존 연구에서 신뢰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들이 신뢰의
본질이 심리적 상태(psychologicalstate)인지 행위(action)인지의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신뢰(trust)는 상황에 따라 또는 연구 분야에 따라 그 정의가 상이하여

종합적인 개념 정의는 용이하지 않다.사전적 의미에서의 신뢰란 어떤 사
람이나 사물의 정직함,언행일치,약속의 이행,거짓이나 위선이 아닐 것
이라는 기대,어떤 일(혹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의미한다(Bhattacharya,DevinneyandPillutla1998).
Luhmann(1979)는 신뢰를 확신(confidence)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

였는데,어떤 상황에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속
적으로 상대방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을 신뢰라고 하였다.또한 Lewis
andWeigert(1985)도 신뢰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Bauer,GretherandLeach(1999)는 상대방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신뢰로 정의하
하였다.Mayer,DavisandSchoorman(1995)은 신뢰는 위험을 기꺼이 감
수하는 것이며,신뢰는 상대방의 행동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표시로서 상대방이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특별한 행동을 하리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Moorman,ZaltmanandDeshpande(1992)는 확신을 가지는 교환 상대방
에 기꺼이 의지하는 것으로 신뢰를 정의하고 있다.신뢰란 쉽게 정의하자
면 “상대를 믿고 의존하려는 정도”라 할 수 있는데,Crosby등(1990)은
신뢰란 한쪽이 상대방의 이익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행동하리라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Moorman등(1993)은 신뢰를 믿을 수 있는 거래
상대에게 의존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으며,JapandWeitz(1995)는 신뢰
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상대방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
지 않으리라는 믿음이라고 하였다.
거래에 있어 신뢰관계의 효과는 공급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초래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교환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게 된다.이러한 공
급자-구매자 신뢰개념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적용된다.더 나아가 인터넷
이 매개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서 신뢰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보다 더 중요해진다.
Jarvenpaa,TractinskyandVitale(2000)는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신뢰는

소비자가 기업에 의지하고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했다.이처럼 신뢰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는데,위험,불확실성,상호간의 의존성이 존재하는 어디에서든 신
뢰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는 긴밀한 관계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된다(Berry1995;

Moorman,ZaltmanandDeshpande1993;MorganandHunt1994).신뢰
는 관계적 교환에 이르게 하는 조정(coordination)과 협동(collaboration)의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즉 신뢰는 더 많은 관계적 상호작용을
원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를 기대하는 당사자 간의 교환행위를
인도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이는 신뢰가 누적된 상호관계 형성의 과정
에서 연유된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준다(윤성준 2000).
Friedman,KahnandHowe(2000)는 온라인에서의 신뢰가 우리의 개인



적․사회적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사회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신뢰는 여러 학자들로부터 각기 다른 각도에서 조명되었으며 Whitener등
(1998)은 신뢰를 종합적으로 정의하여 3개의 구성요인을 갖춘다고 보았다.
첫째,신뢰는 다른 당사자가 선의적으로 행동할 것에 대한 기대 또는

신념을 반영하며 둘째,당사자들은 이러한 신념을 강요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다시 말해 기대의 불성취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셋째,
기대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의존을 내포하는데 이는 한사람의 성과는 다
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principleofreciprocity).이와 같
이 신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신뢰를 한 개인(신뢰자 :trustor)이 다른
개인(피신뢰자 :trustee)또는 사물에 대해 갖는 태도로 간주하였다.
신뢰는 신뢰자와 피신뢰자 간의 거래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BradachandEccles(1989)는 신뢰를 한 기업의 거래당사자
가 기회주의적으로 행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한 형태의
기대감으로 보았다.즉 신뢰는 더 많은 관계적 상호작용을 원하거나 지속
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를 기대하는 당사자 기업들 간의 교환행위를 인도하
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또한 신뢰는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DoneyandCannon(1997)은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의 신뢰가 구매의
사 결정의 선행 요건이라고 주장하였다.이러한 거래자 상호간의 신뢰관
계는 온라인 거래 상황이든 오프라인 시장 상황이든지를 막론하고 중요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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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절절절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 속속속성성성과과과 플플플로로로우우우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웹 사이트 디자인(design)은 오프라인에서 생각하면 서비스의 제공점
혹은 구매시점에 해당된다.이는 웹사이트가 그 자체의 구조와 이용자의
항해 측면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또한 이 요
인은 사이트 화면의 미적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전달영․최영준(2001)은 인터넷 쇼핑몰 내에서 상품진열은 고객이 쉽게

상품을 이해하도록 해서 구매를 유도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매력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웹 사용자를 유인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눈길을 끄는 그래픽,독창적인 배치도,보기 좋은 서체 등
은 페이지에 독특성과 차별성을 제공한다고 하였다.특정 인터넷 쇼핑몰
이 타 사이트와 차별화할 수 있는 독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첫째,웹사이트는 가상 공간상에 존재
하지만 모든 쇼핑몰 사이트들은 다른 사이트와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외
형을 갖고 있어야 하며,둘째,모든 웹사이트들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질적인 내용물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셋째,이러한 웹사이트
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제기능을 발
휘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이트에 처음 접속했을 때,시각

적으로 쉽게 독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와 컨텐츠의
편리성이나 오락성과 같은 내용적 요소가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보았다.서문식(2003)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적 매력성이라는
것은 사이트의 세련됨,아름다움,디자인 측면과 관련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LinandLu(2000)은 잠재적인 고객들과 효과적으로 교류하기 위
해서는 잘 디자인된 인터넷 사이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사이트 디자인이 인터넷 쇼핑몰의 플로우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111...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의의의 웹웹웹사사사이이이트트트 디디디자자자인인인은은은 플플플로로로우우우의의의 형형형성성성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상호작용성은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들 사이의
행동이나 호혜적인 행동 과정으로 이해된다(Johnson2002).상호작용성은 인지적
사건,심리적 행동만큼 복잡한 과정으로(Andrisani등 2001)둘 또는 그 이상의 커
뮤니케이션 당사자들이 상호간,커뮤니케이션,매체,메시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와 그러한 영향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정도로 정의된다(Liu andShrum
2002).
인터넷 쇼핑몰상에서의 상호작용성은 기업-소비자간 상호작용성과 소비자-소
비자간 상호작용성으로 나누어진다.기업-소비자간 상호작용성에서 인터넷 쇼핑
몰은 기업 활동을 개인화하고 소비자 참여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상호작용활동
을 하고,소비자는 개인정보제공,기업 마케팅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 및 행동을
보이며 쇼핑몰과 상호작용을 한다.소비자-소비자간 상호작용은 공동체 측면에서
거래,이해,관계공동체 활동 수준으로 상호작용의 정도를 나타내며,소비자 측면
에서는 그러한 공동체에 참여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타 소비자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플로우 개념은 마케팅이 아닌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인간과 기계와의 상호작
용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플로우 개념은 컴
퓨터를 매개로 하는 시장 환경에서 무엇이 판매기업과 온라인 고객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Csikszentmihalyi1990,ClarkandHaworth1994).서문식(2003)에 따르면 소비
자들은 인터넷 쇼핑몰과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그 쇼핑몰은 오락
적인 가치와 실용적인 가치를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즉 인터넷 쇼핑몰과 이의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플로우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auer등(1999)은 사이트의 안정적인 접속과 접근성,상호작용성,거래와 커뮤
니케이션의 통합정보 그리고 개인화된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이 웹사이트 신뢰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Kollock(1999)은 웹사이트에 제시된 사용자 피드백이 소비자의 위험인

지를 감소시켜 주고 신뢰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경매사이트인 eBay.com은 경매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상점들
을 긍정/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고객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과거
그들과 거래한 고객들과 경매 참가자들이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이러한 사용자 피드백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지각 위험감소와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Schneiderman(2000)은 온라인에서 신뢰란 상호협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축되며 서로에게 확신을 주고 제 3자에 의한 인정,프라이버시와 안전
에 대한 보증 등에 의해 서로간의 로열티를 획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
다.그러므로 사용자의 온라인 경험 속으로 신뢰를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HoffmanandNovak(1996)은 플로우의 선행요인 중의 하나로 상호작용

성을 설명하면서 이의 유형을 온라인 구매의 관점에서 인간적 상호작용과
기계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다.인간적 상호작용은 온라인 매체를 통하
여 다른 개인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이며 기계적 상호작용은
웹사이트 컨텐츠를 상호작용적으로 제공하고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
냈다.그리고 매체와 사용자,사용자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얽힌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상호작용성이 중심적 역할을 하며,
상호작용성이 활발할수록 인터넷 활동의 몰입이 증가하여 플로우를 더 많
이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성은 이용자의 웹 환경에서의 경험에 중요한 원인

변수로 작용하며 플로우와 관련해서도 원인변수로 작용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두희,구지은(2001)역시 인터넷 쇼핑몰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결과 상호작용성을 높게 지각한 소비자일수록 쇼핑몰에서 심리적․경제적



효익을 더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성이 고객 만족 혹은 고객 애호
도를 높이는 중요한 선행 변인이라고 하였다.즉 상호작용성이 증가하는
경우 사이트에 대한 고객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고 또한 지속적인 방문을
유발하게 된다.따라서 본 논문도 상호작용성을 플로우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 연구하였다.

가가가설설설 222...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에에에서서서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성성성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플플플로로로우우우의의의 형형형성성성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제제제 222절절절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 속속속성성성과과과 신신신뢰뢰뢰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상품거래성(transaction)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거래를
하는데 상품을 탐색,주문하고 지불하는 과정상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기
능상의 편의성을 포함하는 동시에 서비스 비용이나 상품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다.또한 이는 소비자가 쇼핑을 통해 구입한 상품의 적절한 배달 여
부와 고객 불만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이 역시 유형재를
취급하지 않는 순수 서비스업체의 경우에는 서비스거래의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와는 달리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는 공급자(판매

자),즉 인터넷 쇼핑몰과 그 판매제품을 직접 보고,만질 수 없다는 특수
한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오로지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화면에서
만 보고 제품을 검색,선택,구매,결재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훨씬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Roy,DewitandAubert2001).온라인 판
매자는 더 취약한 상태에 있는 온라인 소비자를 더 정직하고 공평하며 성
실하게 대해야 더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LeeandTurban
2001).Warrington등(2000)은 구매자와 제품의 분리,불안정한 환경의 문
제,판매원의 부재,제품,가격,유통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변경의 문제는



전통적인 소매환경과는 다른 온라인업체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지적하
였다.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신뢰는 구매자가 자신이 기대한 품질의 제품
이 안전하게 배달되고 사후적인 서비스가 사전의 약속대로 이행되어 질
수 있다는 거래적 측면에서의 판매자의 능력과 동기,그리고 기술적인 측
면에서의 시스템 안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뢰는 상대방의 기회주의
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고 그 결과로 전자적 교환에 관련된 거
래비용을 줄여 준다.이처럼 가상환경 하에서의 신뢰의 중요성은 물리적
환경에서 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가가설설설 333...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상상상품품품거거거래래래성성성은은은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신신신
뢰뢰뢰 형형형성성성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안전성(security)은 오프라인 비즈니스와는 달리 인터넷 비즈니스에 있
어서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서 많은 변수들이 내포되어 있다.
즉 시스템의 안정 여부와 이용 속도,전송속도들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터
넷 비즈니스의 이용자 개인 정보나 거래 기록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비즈니스가 외부 해킹 등을 방어할 수 있는 보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얼마나 소비자가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 등을 평가한다.
FurnellandKarweni(1999)는 인터넷이 전자상거래를 위한 존속 가능한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신뢰는 전통적 상거래 환경 하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으며 거
래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정책,절차,관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되
어 왔다.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안전망이 아직 충
분히 구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불

안전한 커뮤니케이션,공급업자에 대한 신뢰부족을 들고 있어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신뢰와 안전의 문제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를 주저하
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인터넷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인터넷
사용자의 인구통계적인 변수에 변화가 생기고 인터넷이 전 세계적인 공동
체로 발전하게 되면서 의도적이거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더 많아짐에 따라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불신의 태도가
전자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뢰와 보안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Hoffman등(1999)은 온라인 환경 하에서의 소비자 신뢰형성과정을 연

구하였는데,온라인 쇼핑에서의 안전성의 지각,정보의 사생활 침해 등이
환경적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웹 상인들이 온라
인 고객들과의 교환관계에 있어 소비자 신뢰를 얻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며,신뢰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들었다.
Freidman,KahnandHowe(2000)는 온라인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기술에 대한 신뢰와 안전,언어와 이미지의 정직성,온라
인 피해에 대한 일치된 의견,고객 등의 획득,신뢰단서의 제공,익명성의
원리,사회적 보험장치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 안전성이 신뢰형성의 선행요인임을 밝혀왔

다.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의 안전성이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점을 가정할 수 있으며,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444:::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에에에서서서 느느느낀낀낀 안안안전전전성성성은은은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신신신
뢰뢰뢰 형형형성성성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JarvenpaaTractinsky,andVitale(2000)은 인터넷 웹 사이트를 오프라
인에서의 종업원에 비유했다.즉 웹사이트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를 연
결해주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인터넷 서비스의 온
라인적 특수성을 품질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데,그 방법으
로서 특히 시스템에서의 정보제공,상품구색,상품에 관한 정확하고 풍부



한 정보 제공,설득력 있는 정보전달의 명확성,사용성 등에 대한 항목들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보검색을 하는 과정은 인간과 컴퓨터(소프트웨어)

의 상호작용(Human-ComputerInteraction)과정이다.인터페이스는 보통
사용자 및 시스템의 작업이 조화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가 좋지 않으면 사용자는 시스템의 파악과 조작에 불편을 겪게
되고,실수나 사고가 생기기 쉽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은 매우 탐색적이다.사용자들

은 정보검색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과 장단점,적
절한 검색어의 선정,인터넷의 조직 등에 대해 조금씩 배워 나간다.
Wright(1988)는 성공적인 탐색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첫째는 사용자 혹은 학습자로
하여금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둘째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단서나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고,셋째로 학습자
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고,넷째로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이 가지는 특별한 장점은 소비자들이 정보검색을 통해 그

들의 선호에 맞는 대안들 즉 고려대안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대부
분의 제품 카테고리에서 소비자들은 대안들에 대한 사전신념과 선호를 가
지고 있다(HauserandWernerfelt1990;Simonson,HuberandPayne
1988).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적은 고려대안을 형성하
고,고려대안들을 보다 자세히 평가함으로써 구매의사결정을 보다 효과적
으로 한다.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탐색비용이 절약되는 데,이는 전체
대안을 주의 깊게 조사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간과하는
잠재적 기회비용을 훨씬 능가한다.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선호에 가장 적합한 대안만을 포함하

는 고려대안 형성이 가능하다.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줄어든 고려
대안은 보다 자세히 탐색될 것이다.만약 검색의 기준이 소비자의 효용함



수와 높은 상관이 있다면 소비자가 검색을 통해 선택한 대안은 전체 대안
들을 완전히 조사했을 때 선택한 대안과 효용면에서 차이가 별로 없다
(FeinbergandHuber1996).

가가가설설설 555:::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에에에서서서 느느느낀낀낀 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성성성은은은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신신신뢰뢰뢰형형형성성성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제제제 333절절절 충충충성성성도도도 결결결정정정요요요인인인

111...플플플로로로우우우와와와 쇼쇼쇼핑핑핑몰몰몰 충충충성성성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HoffmanandNovak(1996)의 개념적인 플로우 모델과 Novak,Hoffman
andYung(1998)의 연구 등에 의하면 플로우를 경험한 이용자들은 향후
인터넷 이용시간과 긍정적 감정,그리고 탐색적 행동의 증가를 가져오며,
시간감각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이것은 인터넷 사용중
플로우를 경험하게 되면 그 즐거움을 또 경험하기 위해 향후 인터넷 이용
시간이 증가하며,플로우를 통해 경험한 심리적 만족감은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탐색적 행동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그리고 플로우
를 경험하는 이용자들은 매우 높은 상태로 인터넷 이용에 몰입하기 때문
에 시간감각을 상실하는 등의 시간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플로우의 경험에 따라 나타나는 향후 인터넷 이용시간,긍정적

감정,탐색적 행동의 증가,시간왜곡 등과의 관련성도 많은 연구들이 각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Ghani,Supnick and
Rooney1991;Novak,HoffmanandYung1998;황용석 1998등).
HoffmanandNovak(1996)은 플로우의 경험은 인터넷 이용시 긍정적인

주관적 경험,즉,만족감,행복 등의 긍정적인 정서가 형성이 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플로우를 HoffmanandNovak(1996)이



주장한 플로우 경험의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태도적․행동적 충성도에 영
향을 주는 선행변수로 보고자 한다.

가가가설설설 666:::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에에에 느느느낀낀낀 플플플로로로우우우는는는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의의의 충충충성성성도도도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222...신신신뢰뢰뢰와와와 쇼쇼쇼핑핑핑몰몰몰 충충충성성성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신뢰는 인터넷 업체가 고객과 계약한 대로 거래
를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인터넷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
객이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고,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신뢰의 개념적
요소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혹은 믿음,거래의 성공적인
완료에 대한 믿음,제시된 약속사항이나 정책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신뢰
등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충성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DickandBasu(1994)의 행동적 접근방법과 태도적 접근
방법을 종합하여 소비자의 반복구매행동과 호의적 태도로 보고,충성도의
개념적 요소는 타인에게 추천의도 및 구전의도,계속적인 이용,구매 의
도,쇼핑몰 선호도,타 쇼핑몰로 전환하지 않음,단골고객 등으로 구성되
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은 전통적 소매점에 비하여 전환비용이 낮아 인터넷 쇼핑

몰에 만족을 하거나 신뢰를 하는 고객일지라도 충성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의류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일단 구매 경험이 있는
고객이 만족감을 체험하면 반복 구매를 가져와 신뢰와 충성도가 높아지리
라 예상되며,또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그 쇼핑몰을 방
문하여 구매를 계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느낀 신뢰가 고객충성도

의 선행요인임을 밝혀왔다.따라서 신뢰형성이 고객충성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할 수 있으며,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가가설설설 777...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에에에서서서 느느느낀낀낀 신신신뢰뢰뢰는는는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의의의 충충충성성성도도도에에에 정정정
(((+++)))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이상의 가설을 기초로 다음 연구모형을 통하여 각 변수간의 관계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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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실실실증증증 분분분석석석

제제제 111절절절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 및및및 설설설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111...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 앞서,각각의 측정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기초로 하여 각각의 변수들을 측

정하기에 적합한 문항들을 이용하였다.변수들의 대부분은 기존의 연구들
에서 개발된 설문을 참고로 하여,기존의 연구들에서 개발되지 않은 항목
들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들을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다.

1)서비스품질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PZB(1988)가 도출한 서비스 품질의 5가지 결
정 요인 즉,유형성,신뢰성,반응성,보증성,공감성으로 사용하였는데,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인터넷 쇼핑몰 상거래를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서비스 품질 구성요소를 웹사이트 디자인,거래성,상호
작용성,안전성,정보제공성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서비스품질은 Gwinner(1998), Reynolds and Beatty(1999),

PattersonandSmith(2001),이문규(2002)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
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웹사이트 디자인은 오프라인에서 생각하면 서비스의 제공점 또는 구매

시점에 해당된다.쇼핑몰의 웹사이트가 그 자체의 구조와 이용자에 대한
측면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또한 이 요인은
사이트 화면의 미적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웹사이트 디자인은 사이트의 구조 이해 용이성과 심미성으로 정의하고



4개의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
(7점)의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상품거래성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상거래를 하는데 상

품을 탐색,주문하고 지불하는 과정상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기능상의 편
의성을 포함하는 동시에 서비스 비용이나 상품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소비자가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상품의 적절한 배달 여부와 고
객 불만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4개의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상호작용성은 의사소통이라 불리는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 기업과 이용

자간의 의사소통,이용자들 간의 의사소통,개인 맞춤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4개의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안전성은 오프라인 비즈니스와는 달리 인터넷 비즈니스에 있어서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서 많은 변수들이 내포되어 있다.즉 시스템
의 안정 여부와 이용 속도,전송 속도들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터넷 비즈
니스의 이용자 개인 정보나 거래기록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또한 인터
넷 비즈니스가 외부 해킹을 방어할 수 있는 보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얼마나 소비자가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4개의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정보제공성은 오프라인에서 종업원이 정보를 제공한다면 온라인상에서

는 웹사이트가 그 역할을 해 준다고 볼 수 있다.정보제공성은 시스템에
서의 정보,최신성과 정확성,그리고 상품의 구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 4개의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플로우

본 연구는 플로우의 개념을 HoffmanandNovak(1996)의 연구를 참고
하여 인터넷 상황에서 적용하면서,인터넷 탐색 중에 정신적으로 몰입하
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고,이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플로우 측정항목을
응용하여 신나고 즐거움,다른 일은 잊어버림,하나가 됨,주의집중 등의
4개 항목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3)신뢰

Mayer등(1995)과 DavidGefen(2000)의 연구에 의하면 신뢰를 다른 사
람이 할 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기대 속에서 과거의 상호작용의 기반 위에
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 정의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신뢰의 개념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고객우선
배려,약속한 사항의 이행정도,구매를 통한 기대충족 정도,쇼핑몰 제공
정보의 신뢰성,쇼핑몰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등의 5가지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4)쇼핑몰 충성도

충성도는 태도적,행위적,통합적 측면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본 연구
에서는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웹사이트에 대한 태도적 서비스 충성도는 “방문한 쇼핑몰에 대한 감정적

몰입,경쟁대안에 대한 심리적 저항 및 추천의도”로 정의하고 Chaudhuri
andHolbrook(2001)과 Fournier(1998),그리고 Keller(2001)를 근거로 측정
변수를 개발하였다.감정적 몰입으로는,‘애정’,‘친밀감’,‘감정적 애착’의 3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고,경쟁대안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다른 쇼핑몰보
다 상대적으로 더 호의적인 태도(DickandBasu1994)’로 측정하였다.
행동적 서비스 충성도는 “구매에 대한 행동적 몰입”으로 정의하고 ‘재구매’

와 ‘상대적 구매빈도’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측정하였다.행동을 직접 관찰,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의도와 행동가능성(Carpenterand Lehmann
1985;Colombo등 1989;Dekimpe등 1997)으로 질문하였다.‘재구매’에
대한 측정변수는 ‘지속적 재방문 의도’,‘지속적 재방문 가능성’의 2가지
항목으로 질문하였다.그리고,상대적 구매빈도는 ‘동일 카테고리 내 상대
적인 반복구매 빈도’로 측정하였다(Chaudhuri and Holbrook 2001;
Fournier1998;Keller2001;Yoo등 2000).모든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22...설설설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선행 연구 문헌을 토대로 하여 설문의 내용타
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조사의 절차를 통하여 작성하였다.설문지의
각 문항은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설문 문항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측정항
목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보완적 방법으로 전문가와의 면접을 통하여 보완하였으며,가설
검정을 위해 필요한 변수는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그리고 설문 응답자
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각 변수의 척도 내용에 대한 요약은 <표 4-1>과 같

다.



<<<표 4-1>설문지 구성과 설문 측정 항목

구구구성성성개개개념념념 문문문항항항번번번호호호 문문문항항항수수수 출출출처처처

쇼핑몰 충성도 42∼48 7

ChaudhuriandHolbrook
(2001)

Fournier(1998)
Keller(2001)

CarpenterandLehmann
(1985)

Colombo등(1989)
Dekimpe등(1997)

플로우 31∼34 4 HoffmanandNovak(1996)

신뢰 35∼39 5
DavidGefen(2000)
Mayer등(1995)

웹사이트 디자인 6∼10 8
Gwinner(1998),
Reynoldsand
Beatty(1999),
Pattersonand
Smith(2001),

JarvenpaaTractinsky,
andVitale(2000)
이문규(2002)

상호작용성 11∼15 5

상품거래성 16∼20 5

안전성 21∼25 4

정보제공성 26∼30 5

인구통계
(성별,연령,학력,직업,소득) 47∼51 5



제제제 222절절절 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과과과 표표표본본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111...자자자료료료의의의 수수수집집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쇼핑몰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설문조사를 위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작성하였다.특
히 인터넷 의류쇼핑몰의 주요 고객이 젊은층임을 감안하여 설문지는 대학
생 및 대학원생들 위주로 배포하여 고객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이중 응답이 부실하고 결측치가 많

은 12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138개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222...표표표본본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표본의 일반적인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표본
138명의 성비는 남성 36.1%,여성 63.9%로 구성되었다.연령별로는 20대
가 9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10대가 2.9%를 나타냈다.직업은 학생이
9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쇼핑몰 이용행태에 대한 몇 가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연간구

입횟수는 3～4회,5～6회 구입한 경험이 각각 2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연간 9회 이상 구입한 경험도 25.2%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
다.대부분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의류쇼핑몰은 1～2개 52.2%로 나타났
다.쇼핑몰 이용기간은 1～3년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33...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앞서 <그림 3-1>에서 제시되었던 연구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해 기초자



료 분석은 SPSS15.0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전체 구조 모형은 Lisrel8.7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공변량 구조모형 분석은 종래의 상관분
석,회귀분석,경로분석이 가지는 가정을 버리고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제제제 333절절절 측측측정정정항항항목목목의의의 평평평가가가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항목들이 해당하는 추상적 이론 변수들을 적절
히 측정하도록 하기 위해 가설검증에 앞서 여러 항목들로 측정된 변수들
을 재구성하고 각 요인별로 내적인 일관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
다.
먼저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과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의 확보를 위해 요인분석(factoranalysis)을 실시하였고,이어서
신뢰성 분석(reliabilitytest)을 실시하였다(Churchill1979).본 연구에 사
용된 측정항목들은 대부분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되었으며,항목의
내용적 조정과정을 거쳤으므로 내용타당성은(contentvalidity)은 확보되었
다고 할 수 있다.

111...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Gwinner(1998),ReynoldsandBeatty(1999),Patterson
andSmith(2001),이문규(2002)의 연구에 근거하여 서비스품질을 웹사이
트 디자인,상호작용성,상품거래성,안전성,정보제공성으로 구분하여 모
형화하였다.그리고,쇼핑몰 충성도와 관련된 기존의 문헌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선행변수로 플로우와 신뢰가 도출되었다.따라서,측정항목
들을 모두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때,8가지 차원으로 묶이는지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PrincipalComponentAnalysis를 사용하였고,요인의

수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 8개로 지정하였으며,회전방식은 간명하고 요인
간 명확한 해석을 추구하기 위해 지각회전 방식인 VarimaxRotation방
법을 사용하였다.분석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4-2>와 같다.
요인 적재량은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어 주므로

각 변수들은 요인적재량이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요인 적재량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유의한 변수로 채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요인 적재량이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가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분석결과,모형화한 것처럼 서비스품질 요인은 8가지 차원으로 구성됨

이 확인되었다.8가지 요인이 설명하는 누적분산은 76.006%로 나타났다.



<표 4-2>서비스품질 및 충성도 영향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측정 변수 요 인
1 2 3 4 5 6 7 8

충성도4 0.848 - - - - - - -
충성도5 0.835 - - - - - - -
충성도3 0.831 - - - - - - -
충성도1 0.820 - - - - - - -
충성도2 0.784 - - - - - - -
충성도6 0.668 - - - - - - -
충성도7 0.643 - - - - - - -

정보제공성1 - 0.901 - - - - - -
정보제공성2 - 0.843 - - - - - -
정보제공성3 - 0.842 - - - - - -
정보제공성5 - 0.833 - - - - - -
정보제공성4 - 0.824 - - - - - -
사이트디자인1 - - 0.822 - - - - -
사이트디자인2 - - 0.822 - - - - -
사이트디자인3 - - 0.758 - - - - -
사이트디자인4 - - 0.734 - - - - -
사이트디자인5 - - 0.717 - - - - -
안전성2 - - - 0.861 - - - -
안전성3 - - - 0.848 - - - -
안전성1 - - - 0.822 - - - -
안전성4 - - - 0.781 - - - -
안전성5 - - - 0.754 - - - -

상품거래성2 - - - - 0.850 - - -
상품거래성3 - - - - 0.828 - - -
상품거래성5 - - - - 0.823 - - -
상품거래성1 - - - - 0.782 - - -
상품거래성4 - - - - 0.663 - - -
신뢰2 - - - - - 0.802 - -
신뢰4 - - - - - 0.744 - -
신뢰3 - - - - - 0.724 - -
신뢰5 - - - - - 0.705 - -
신뢰1 - - - - - 0.701 - -

상호작용성2 - - - - - - 0.840 -
상호작용성1 - - - - - - 0.833 -
상호작용성3 - - - - - - 0.784 -
상호작용성4 - - - - - - 0.741 -
상호작용성5 - - - - - - 0.695 -
플로우1 - - - - - - - 0.807
플로우2 - - - - - - - 0.801
플로우4 - - - - - - - 0.795
플로우3 - - - - - - - 0.786

고유치(EigenValue) 5.175 4.467 4.098 3.911 3.765 3.714 3.480 3.313
설명분산(%) 12.320 10.635 9.758 9.311 8.964 8.843 8.286 7.888
누적분산(%) 12.320 22.955 32.713 42.024 50.989 59.831 68.118 7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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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도출된 측정변수들을 가지고,이 측정변수들이
해당하는 이론변수를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CarminesandZeller1979;Churchill1979).
신뢰도는 Cronbach-α 계수로 측정하였다.Cronbach-α는 측정항목들이

내적일관성을 가지는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다른 평가계
수들보다 보수적인 값을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검증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CarminesandZeller1979).Cronbach-α 값은 <표 4-3>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이론변수들은 Cronbach-α 계수값이 모두 0.8이상

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Nunnally1967).

<표 4-3>각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검증
구 분

변 수 항 목 수 Cronbach'sα

쇼핑몰 충성도 7 0.910
플로우 4 0.920
신뢰 5 0.807

웹사이트 디자인 5 0.834
상호작용성 5 0.870
상품거래성 5 0.910
안전성 5 0.859

정보제공성 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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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FactorAnalysis)은 측정항목간
의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
다(AndersonandGerbing1988).앞서 실시한 요인분석에서는 모형의 각
단계에 따라 차원이 적절히 분리되는지와 측정항목들이 적절히 묶이는지
를 분석하고,자료의 정보를 손실하지 않으면서 모형검증에 투입될 측정
변수들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 일종의 탐험적 요인분석의 의미로 사용하였
다.
공분산행렬(covariancematrix)를 이용하여 CFA를 실시함으로써 실증

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수들에 의한 측정모형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분석하
고자 한다.

χ
2값과 GFI지수는 표본의 크기와 모형의 복잡성,자유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수이기 때문에,본 연구와 같이 자유도가 높은 경우에는 상대
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지표로 알려진 CFI,NNFI(또는 TLI)지수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권장된다(Bagozziand Yi1988;Bearden,Sharmaand
Teel1982).
이러한 이론적 근거 위에서 외생변수군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수와 내생

변수군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살펴보면,<표 4-4>와 같이 나타나 전
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CFA분석 결과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각각의 연구단위에 대한

요인적재량이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Sujan,
WeitzandKumar1994).
추가적으로 FornellandLarcker(198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각 구성

개념에 대해 판별타당성(discriminantvalidity)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하
여 개념신뢰도(construct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variance
extracted)을 계산하였다.계산결과 평균분산추출값이 일반적인 추천기준
치(개념신뢰도 0.70;평균분산추출값 0.50)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해당 연구단위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며
(Hair,Anderson,Tatham andBlack1998),모든 경우에서 평균분산추출
값이 상관관계제곱값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연구단위들간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5>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연구단위간의 상관관계 방향성이 모두
가설과 같이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 법칙타당성(nomologicalvalidity)
측면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항목들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4>CFA 모형 적합도

적합도

χ
2 자유도 P GFI CFI NNFI RMSR

1284.817 791 .00 0.864 0.949 0.944 0.067

<표 4-5>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분석
쇼핑몰
충성도 플로우 신뢰 사이트

디자인
상호
작용성

상품
제공성 안전성 정보

제공성
쇼핑몰
충성도 1.00

플로우 0.39
(0.08) 1.00

신뢰 0.41
(0.09)

0.60
(0.07) 1.00

사이트
디자인

0.43
(0.08)

0.47
(0.08)

0.71
(0.06) 1.00

상호작용성 0.37
(0.08)

0.43
(0.08)

0.15
(0.09)

0.19
(0.09) 1.00

상품제공성 0.34
(0.08)

0.29
(0.09)

0.46
(0.08)

0.47
(0.08)

0.28
(0.09) 1.00

안전성 0.57
(0.07)

0.37
(0.08)

0.39
(0.09)

0.39
(0.09)

0.36
(0.09)

0.58
(0.07) 1.00

정보제공성 0.17
(0.09)

0.32
(0.08)

0.46
(0.08)

0.22
(0.09)

0.08
(0.09)

0.23
(0.09)

0.16
(0.09) 1.00



<표 4-6>측정모형의 CFA

구성개념 측정항목 완전표준화
적재량

측정
오차

평균분산
(AVE)

개념
신뢰도

쇼핑몰
충성도

충성도1 0.805 0.352

0.572 0.913

충성도2 0.658 0.567
충성도3 0.858 0.263
충성도4 0.862 0.257
충성도5 0.775 0.399
충성도6 0.741 0.450
충성도7 0.633 0.599

플로우
플로우1 0.864 0.253

0.660 0.906플로우2 0.885 0.217
플로우3 0.903 0.184
플로우4 0.806 0.350

신뢰

신뢰1 0.766 0.413

0.561 0.864
신뢰2 0.625 0.509
신뢰3 0.764 0.416
신뢰4 0.712 0.330
신뢰5 0.741 0.384

웹사이트
디자인

사이트 디자인1 0.777 0.396

0.520 0.841
사이트 디자인2 0.829 0.313
사이트 디자인3 0.782 0.389
사이트 디자인4 0.621 0.615
사이트 디자인5 0.559 0.688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1 0.741 0.451

0.576 0.871
상호작용성2 0.757 0.426
상호작용성3 0.840 0.295
상호작용성4 0.751 0.436
상호작용성5 0.698 0.513

상품제공성

상품제공성1 0.814 0.337

0.672 0.911
상품제공성2 0.874 0.235
상품제공성3 0.843 0.289
상품제공성4 0.791 0.375
상품제공성5 0.773 0.403

안전성

안전성1 0.733 0.462

0.557 0.862
안전성2 0.778 0.395
안전성3 0.790 0.376
안전성4 0.656 0.570
안전성5 0.768 0.410

정보제공성

정보제공성1 0.922 0.151

0.765 0.942
정보제공성2 0.884 0.218
정보제공성3 0.874 0.236
정보제공성4 0.817 0.332
정보제공성5 0.87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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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인터넷 쇼핑몰 표본 총 138명의 응답자로 구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다.실증모형의 검증을 실시한 후,그 결과를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본크기와

모형의 복잡성,자유도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GFI,CFI,NNFI,RMSEA,
SRMR로서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였다.세부적인 부합도 지수를 살펴보
면,χ

2=1370.86(df=802,p=.00),GFI=0.87,CFI=0.94,NNFI=0.94,RMSEA
=0.073,SRMR=0.045로 나타났다.
<그림 4-1>에서 보는 것과 같이,서비스품질의 차원이 플로우와 신뢰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이어서 플로우와 신뢰가 증가할수록 소비자
의 쇼핑몰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로써 모
든 경로계수의 t-value가 2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든 가설이 지지
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의 검증결과를 <표 4-7>에 종합하여 요약하

였다.
<표 4-7>실증연구 요약

가설경로 및 방향 경로
명칭

경로
계수

채택
여부

유의
수준

가설 1 웹사이트 디자인(ξ1)→ 플로우(η2) γ21 0.41 ○ p<0.05
가설 2 상호작용성(ξ2)→ 플로우(η2) γ22 0.35 ○ p<0.05
가설 3 상품거래성(ξ3)→ 신뢰(η3) γ33 0.24 ○ p<0.05
가설 4 안전성(ξ4)→ 신뢰(η3) γ34 0.28 ○ p<0.05
가설 5 정보제공성(ξ5)→ 신뢰(η3) γ35 0.35 ○ p<0.05
가설 6 플로우(η2)→ 쇼핑몰 충성도(η1) β12 0.25 ○ p<0.05
가설 7 신뢰(η3)→ 쇼핑몰 충성도(η1) β13 0.32 ○ p<0.05



<그림 4-1>실증모형의 분석결과

0.28
(2.47)

웹사이트
디자인 ξ1

상호작용성
ξ2

상품거래성
ξ3

서비스 품질

플로우
η2

쇼핑몰 충성도
η1

0.25
(2.80)

안전성
ξ4

정보제공성
ξ5

신뢰
η3

0.32
(3.20)

0.41
(4.75)

0.35
(4.13)

0.24
(2.13)

0.35
(3.86)

:유의적 경로

( )는 t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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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 환경에서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개념을 규명하
고,나아가 온라인 서비스품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검증하여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특정한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서비스 품질에 따라 고객 몰입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즉 인터넷
쇼핑몰의 속성을 중심으로 연구모델을 설정하여,인터넷 쇼핑몰 비즈니스
에서 강조되고 있는 플로우와 신뢰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검증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 품질요소의 웹사이트 디자인과 상호작용

성이 플로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은 쾌락적 가치뿐 만이 아니라 실증적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시사
한다.한편 인터넷 쇼핑몰의 구조적 사용편리성이나 고객요구에 대한 신
속한 대응성 등이 쇼핑몰 사이트에 집중을 하거나 흥미로움을 느끼도록
하는데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실증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소비자들이 사이트에 접촉했을 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
록 인터넷 쇼핑몰 디자인 설계시 디자인,색상,레이아웃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 품질요소의 상품거래성과 안전성,그리고

정보제공성은 고객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므
로 인터넷 쇼핑몰의 마케터들은 의류제품 구매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서는 정확하고 상세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안전성,그리고 가격,반품,
교환,배송 등의 구입 및 거래절차 편리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플로우와 고객신뢰는 쇼핑몰 충성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플로우 경험과 신뢰수준이 높아질수록 쇼핑몰 충성도에 대한 영향 관
계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쇼핑몰 사이트에 대한 애착과 친밀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그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쇼핑몰 충성도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플로우와 고객신

뢰를 고려하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며,보다 높은 가치와 신뢰
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충성도를 창출할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객들의 플로우와 고객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반의 노력들

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결국 보다 높은 충성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서는 디자인 향상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쇼핑몰 사이트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친밀감 제고와 다양한 정보성과 가격,반품,교환,배송 등 안
전성 및 거래절차의 상품거래성 등을 통한 신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이와 같은 쇼핑몰 사이트 충성도는 지속적 성장
과 수익,그리고 견실한 자산의 주요 원천이 될 수 있으며,특히 인터넷
쇼핑몰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규고객을 창출하는 것보다
기존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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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고객의 급증에 따른 욕구차별화 관점에
서,전자상거래를 온라인 특성에 따른 플로우와 신뢰관계의 매개적 변인
에 따른 선별적 하위속성의 탐색과 이의 차별적 마케팅 적용을 통한 고객
친밀감 제고와 고객의 쇼핑몰 접속기능의 다양화로 인한 긍정적 고객 신
뢰도 형성을 통해 장기적 관계지속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발견한 점에
서 특징을 갖는다.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인터넷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회원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미학적인 요소에 많은 관심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특히 인터넷 쇼핑몰의 급증에 따라 대부분의 사이트가
대동소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디자인은 사용자의 탐
색을 유도하는 중요자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또한 쇼핑몰 이미지와
어울리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 다양한 보안기술의 적용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사이트 이용과 거래에 관한 보안 유지에 만전
을 기해야 할 것이며,쇼핑몰과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하여,다양
한 의사소통수단을 제공함과 아울러 고객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품질이 플로우와 고객신뢰에 상당한 영향

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플로우와 신뢰는 고객의 재구매의도나
애호도 등 고객 유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용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탐색할 때 만족도가 크고 즐거움(flow)을

누릴 수 있다면 향후 브랜드 자산의 증가로 지속적인 고객 충성도 향상과
빈번한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이를 통해 기업의 최종적인 목표인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셋째,쇼핑몰 내 플로우 경험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

는 것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의류제품의 소재(직물



의 종류,혼용률)에 관한 정보,사이즈에 관한 정보,디자인(스타일,색상,
세부 디자인)에 관한 유용하고 정확한 제품정보를 자세히 기술하고 여러
각도에서의 상품 사진을 제공하며,신제품과 최근 유행 의류제품 등의 다
양한 상품구색을 갖추어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느끼는 지각된 구매 위험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인터넷 쇼핑몰에서 광고한 상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어 고객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정확한
상품이 약속한 시간에 배송되어야 한다.물건 배송을 정확하고 신속히 하
여 소비자에게 만족할 수 있게 해야 한다.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시 질문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구매를 주저하게 된다.소비자들의 질문에 수시로 대답할 수
있도록 전용게시판이나 직통 전화를 설치하며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
응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실

질적인 구매의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인터넷 쇼핑몰의 경쟁력 강화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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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품질과 고객충성도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변수로서의 플로우와 신뢰의 영향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본 연구에서 나타난 검증결과 및 이의 해석은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의 한계점들과 제약사항으로 인해 적용상의 접근에 있어 더
욱 신중해야 함을 느끼며,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엄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본 연구에서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품질

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변수가 절대적인 도구는 아니므로 품질차원들
또한 전체 서비스 품질을 정확히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좀 더 세부
적이며 인터넷 쇼핑몰특성이나 소비자특성을 반영한 요인을 측정하기 위
한 적합한 척도개발 및 정제과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설문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표본이 대학생으로 제한하여 수집

되었다.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대상을 20대 뿐만이 아니라 연령별 또
는 성별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설문지 자료에서 인터넷 의류쇼핑몰로 선정은 했지만,설문에 응

답할 때에는 인터넷 쇼핑몰의 유형을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고,종합쇼핑
몰과 전문쇼핑몰을 모두 포함시켜 응답하도록 하였다.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정확한 분류에 따라 혹은 특정 쇼핑몰에 대한
향후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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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이 쇼핑몰은 전반적으로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 이이이용용용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에에에 ○○○ 또또또는는는 √√√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11...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주주주로로로 이이이용용용하하하는는는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은은은 어어어디디디입입입니니니까까까???

① G마켓 ② 옥션 ③ 다음 디엔샵 ④ CJ몰 ⑤ Hmall
⑥ GSe-스토어 ⑦ 롯데닷컴 ⑧ 인터파크 ⑨ 신세계몰
⑩ 기타( ）

222...귀귀귀하하하가가가 주주주로로로 구구구매매매하하하신신신 제제제품품품은은은???

① 식료품 ② 생활용품 ③ 의류/패션상품 ④ 미용/화장품
⑤ 컴퓨터/주변기기 ⑥ 가전/전자제품 ⑦ 가구/인테리어 ⑧ 티켓구입
⑨ 도서/음반 ⑩ 기타( ）

333...귀귀귀하하하는는는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하하하여여여 연연연평평평균균균 몇몇몇 회회회 정정정도도도 물물물품품품을을을 구구구입입입
하하하십십십니니니까까까???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7-8회 ⑤ 9회 이상

444...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하하하신신신 기기기간간간은은은???

① 1개월 미만 ② 1-6개월 ③ 7-12개월 ④ 1-3년 ⑤ 3년 이상

555...귀귀귀하하하는는는 현현현재재재 몇몇몇 개개개의의의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하하하고고고 계계계십십십니니니까까까???

① 전혀 없다 ② 1-2개 ③ 3-4개 ④ 5-7개 ⑤ 8개 이상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앞앞앞에에에서서서 답답답하하하신신신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자자자주주주 이이이용용용하하하시시시는는는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의의의 서서서
비비비스스스 품품품질질질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 또또또는는는 √√√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번번번호호호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6 인터넷 쇼핑몰의 디자인은 제공하는 서
비스 종류와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인터넷 쇼핑몰은 메뉴의 형태나 구성을
일관성있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인터넷 쇼핑몰의 사이트 구조가 사용하
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사이트 디자인이 독특하면서 지루하지
않고 눈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컨텐츠가 다양하고 이벤트가 많아서 오
락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고객상담이 만족스럽게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고객의 의견과 불만을 신속하고 친절하
게 해결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주문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사용자간의 의사소통과 정보교류가 용이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반품이나 불만표출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번번호호호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16 주문에서 배송까지 절차가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다른 쇼핑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정확한 상품을 약속시간 내에 배송해 준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상품의 반품,교환,환불이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상품의 훼손이 없고 배송비도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인터넷 쇼핑몰의 보안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인터넷 쇼핑몰의 결제수단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를 할 때 안전함
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화면 전송이 빠르고 페이지 이동이 오류
없이 정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다양한 종류의 상품 구성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상품이나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상품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며 업데이트
가 신속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제공된 정보나 서비스가 독창적이며 다
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앞앞앞에에에서서서 답답답하하하신신신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자자자주주주 이이이용용용하하하시시시는는는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을을을 귀귀귀
하하하께께께서서서 어어어떻떻떻게게게 느느느끼끼끼고고고 있있있는는는지지지(((플플플로로로우우우)))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하하하기기기 위위위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
다다다...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 또또또는는는 √√√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번번번호호호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31 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머무는 동
안 신나고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 머무르는 동안 사
이트에만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할 때 쇼핑
몰과 하나가 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할 때 다른
일은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앞앞앞에에에서서서 답답답하하하신신신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자자자주주주 이이이용용용하하하시시시는는는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에에에 대대대
한한한 신신신뢰뢰뢰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하하하기기기 위위위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 또또또는는는 √√√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번번번호호호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35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제품/서비스 구매
는 항상 나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인터넷 쇼핑몰은 높은 품질의 제품/서비
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7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제품/서비
스는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8
인터넷 쇼핑몰이 한 약속(제품의 품질,
제품의 사양,배송일정 등)은 믿을 만 하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9
인터넷 쇼핑몰은 예기치 않은 상황(배달
지연,제품/서비스의 결함 등)이 발생할
경우 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앞앞앞에에에서서서 답답답하하하신신신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자자자주주주 이이이용용용하하하시시시는는는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쇼쇼쇼핑핑핑몰몰몰에에에 대대대
한한한 충충충성성성도도도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하하하기기기 위위위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 또또또는는는 √√√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번번번호호호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40 나는 00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1 나는 00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친밀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2 나는 00인터넷 쇼핑몰에 감정적 애착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3 나는 다른 쇼핑몰보다 00인터넷 쇼핑몰
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4 나는 00인터넷 쇼핑몰을 계속 이용할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5 내가 00인터넷 쇼핑몰을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6
내가 향후에 00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
는 횟수는 다른 쇼핑몰을 이용하는 횟수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내내내용용용입입입니니니다다다...

47.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48.귀하의 나이는?
① 20세 이하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49.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50.귀하의 직업은?
① 공무원 ② 회사원 ③ 전문직 종사자 ④ 교원 ⑤ 자영업자
⑥ 가정주부 ⑦ 학생 ⑧ 기타 ( )



51.귀하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① 100만원미만 ②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③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④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⑤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⑥ 500만원이상

성심껏 응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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