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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2C 전자상거래 분야의 대표격인 인터넷쇼핑몰은 유통산업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쇼핑몰의 성공적 구축 및 운영이 주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웹사이트 평가모

델로 주목 받고 있는 3C-D-T 모델을 기반으로 보완하여 국내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 평가에 보다 
최적화된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평가모형의 보완은 주로 평가영역 부분에서 이루어졌는데, 인터넷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비교적 비중이 적은 Community 영역의 평가점수가 전체 웹사이트 평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의미가 있었다. 그리하여 3C-D-T 모델의 평가영역의 Commerce 항목과 
Community 항목을 통합하여 새로이 Com&Com 항목을 구성했고, 그것으로 보다 최적화 된 인터넷쇼

핑몰 웹사이트 평가모형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평가모델로 국내 메이저 종합쇼핑

몰 웹사이트들을 분석, 비교평가 하였다. 
 

1. 서론 

인터넷의 보급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

여 이젠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웹 기술의 발달은 단순한 텍스트 형태

의 정보에서 멀티미디어 형태의 정보로 전환됨에 따

라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쉽게 인

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급

속한 보급 확산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전

자상거래라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형태를 등장시킨 배

경이 되었다.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EC)는 상품이나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의 주

문도 디지털 정보로 네트워크를 통해 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네트워크 상에서 상거래의 주체가 된

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1]. 

전자상거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넷쇼핑

몰의 정의를 그 특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영역의 제품들을 포함한 온라인 상점(store fronts)

들의 집합’[2]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인터넷 쇼핑몰은 매우 빠르

게 그 영역을 넓혀가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아

래<표 1>에 의하면 국내에서의 인터넷쇼핑몰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 : 개, 십억원, %) 

2003 2004 
구   분 

1 월 1 월 

전년 

동월비

사업체수 2,996 3,389 13.1 

쇼 핑 몰 

거 래 액 
586.8 658.8 12.3 

B2C 

거래액 
497.5 573.9 15.4 

<표 1>2004 년 1 월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3] 

이러한 전자상거래 분야 중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

으로 하는 B2C(Business-to-Consumer) 전자상거래 분

야의 대표격인 인터넷쇼핑몰은 유통산업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쇼핑몰의 성공적 구축 및 운영이 

주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인

터넷쇼핑몰의 웹사이트를 평가분석하고 이에 맞는 쇼

핑몰 유형에 맞는 성공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모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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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인터넷쇼핑몰 같이 매우 독립

적이고 웹상에서의 영향력이 큰 웹사이트 특성에 최

적화된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웹사이트 평가모형으로 주목 받고 

있는 3C-D-T 모델을 기반으로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 

평가에 최적화된 평가모형을 연구했다. 그 결과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 평가모델을 

제안하고, 그 평가모델로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쇼핑

몰 웹사이트들을 분석, 비교평가 하였다. 
 

2. 관련연구 

2.1 3C-D-T 웹사이트 평가모델 

3C-D-T 모델은 Commerce, Contents, Design, 

Technology, Community 의 5 개 부분을 웹사이트 평가 

대상 영역으로 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로서, 웹사이트

의 구축 측면과 웹사이트의 운영/관리 측면이 결합되

어 웹사이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기초하

는 이론이다[4]. 

 
(그림 1) 3C-D-T 웹사이트 평가모델 

3C-D-T 웹사이트 평가모델에서 Input 은 기업의 전

략과 연계하여 웹사이트를 어떻게 구축(Building)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 Process

는 웹사이트 운영과 관리를 기업의 웹사이트 전략과 

관련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

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Output 은 웹사이트 구축, 운

영 관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사용자의 인식수준

과 사용자의 인식수준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그 성과

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이다. 

3C-D-T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트 자체 운영 

및 관리 측면을 각각 평가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웹사이트 혁신방안을 도출해야 하고, 웹사이트 혁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3C-D-T 모델의 주된 포

인트이다[5]. 본 연구에서도 3C-D-T 모델의 주된 포인

트를 기반으로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2.2 CW(Cognitive Walkthrough)  
John Rieman 에 의해 제안된 사용성 분석 방법으로 

직관적인 평가법(Heuristic Evaluation)과 실험적인 

평가법(Usability Testing)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

는 Toolkit 이다. 이 평가는 Task 를 기반으로 진행되

면, Task 수행의 최종 목적인 Goal 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단계를 Sub-goal 단위로 나눈

다. 그리고 이 각 Sub-goal 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용자의 인지단계(cognitive steps)

에 따라 짚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CW 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 사용자가 없이 전문가 

한 두 명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Task 중심

으로 이루어진 웹사이트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다. 

다만, 평가방법의 특성 때문에 깊이 있는 평가에 

유용한 대신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 넓은 

평가범위를 요하는 웹사이트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3 Checklist Evaluation 
Checklist Evaluation 평가방법은 사이트의 사용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질문형식의 

Checklist 로 작성한 뒤 5 명 정도의 전문가가 이 

Checklist 를 기준으로 하여 사이트를 평가하는 방법

이다. 

Checklist Evaluation 평가방법의 장점은 비교적 적

은 시간과 노력으로 사이트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평

가하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과치가 

점수 형태로 나오므로 비교평가 등에 적합하다[6]. 

다만 주로 웹사이트의 UI 디자인 부분에 대한 평가

를 중심으로 고안되었기에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평가

에 전부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Checklist Evaluation 평가방법을 좀 더 살

펴보면,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의 사용성 평가를 위

한 Checklist 는 크게 4 가지 – 상호작용성, 정보구조, 

네비게이션, 시각디자인-로 분류된다. 그리고

Checklist 항목들은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의 사용성

에 있어 동일한 비중을 가지지 않으므로, 항목에 따

른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 부여는 AHP 기법을 사

용하며, 구체적인 Checklist 의 구성은 아래<표 2>와 

같다. 
1.상호작용성(Interactive Design) 

   1.1  User Assistance 

   1.2  Feedback 

   1.3  Menu&Link 

   1.4  Control 

2.정보 구조(Information Architecture) 

   2.1  Label 

   2.2  Structure $ Grouping 

3.네비게이션(Navigation) 

  3.1  Context 

  3.2  Accessibility 

4.시각 디자인(Visual Design) 

  4.1  Layout & Alignment 

  4.2  Font 

  4.3 Identity 

  4.4 Color & Background 

<표 2> Checklist 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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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쇼핑몰 평가모델 

3.1 2Com-C-D-T 형의 평가영역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 웹사

이트는 평가항목에 있어서 다른 사이트와 다른 몇 가

지 특징들이 있고, 이는 웹사이트를 평가할 때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아래 <표 3>은 본 연구

에서 인터넷쇼핑몰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고려한 사항들이다. 
평가항목 고려사항 

Commerce Off Line 의 유무 

Design 계절에 맞는 계절적 이미지

Technoogy 후면 정보 시스템의 구축 

<표 3> 인터넷쇼핑몰 특성에 따른 중요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3C-D-T 웹사이트 평가모

델의 평가 항목들을 중심으로 Checklist Evaluation 

평가방법, CW(Cognitive Walkthrough)평가방법을 보

완해서 분석 대상 사이트를 조사하였다. 분석대상 인

터넷쇼핑몰 사이트 평가지표는 한국 웹사이트 평가개

발원[7]에서 제시한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분석대상을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넷 종합직판형 쇼핑몰 사이트로 국한 

시켰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특성상 3C-D-T 평가모델의 

평가항목에서 운영, 관리측면이 강한 Community 평가

항목 부분을 줄이고 Checklist Evaluation 평가방법의 

시각 디자인(Visual Design)평가항목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3C-D-T 모델의 5 개의 평가영역을 

쇼핑몰 웹사이트 평가에 최적화를 위하여 Commerce 와 

Community 와 Commerce 를 통합해서 한 영역으로 하였

다. 그리고 이에 맞게 우선순위에 따르는 가중치와 

영역별 가중점수를 조절한 결과 평가모형은 2Com-c-

d-t 형태로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서 평가영역은 총 5

개에서 4 개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 설문

문항도 줄일 수 있게 되어 설문대상자들이 조사에 대

해 보다 더 집중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생겼

다. 본 연구에서의 각 사이트별 최종적 평가모형은 

아래<표 4>와 같다. 

평가영역 Com&Com Contents Design Tech 

인터넷 

쇼핑몰 

평가요인 

(5 점척도) 

현재성 

이해가능성

다양성 

및완전성 

유용성 

정확성 

거래과정 

마케팅 

다양성 

및활성화 

대응능력 

기타지원 

상호작용성 

정보의구조 

네비게이션 

시각적요소 

시스템

성능보완

영역별 

점수 
25 25 25 25 

가중치 1.3 1.2 1.1 1.0 

영역별 

가중점수 
32.5 30 27.5 25 

<표 4> 평가지표 
3.2 평가방법 및 결과 

사용자 설문조사는 웹 상에서 구축했으며, 대학원

생(183 명) 및 직장인(35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 02. 23 ~ 2004. 

02. 29 까지 7 일간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인터넷 경

험수준 측정 질문지(Internet Literacy 

Questionnaire)[8]에 근거한 사용자 중심의 설문항목

을 참조하여 작성, 사용하였다. 

개발자 조사는 Contents 의 현재성, 다양성 및 완전

성에 대한 평가항목과 Design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조

사하였으며, 평가항목은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Checklist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 

02.12 ~ 2004. 02.15 일까지 4 일간 실시하였다. 

운영자 인터뷰는 사이트 운영적인 측면의 평가항목

과 커뮤너티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이메일과 메신저

로 질의를 주고받는 방식을 택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 02.03 ~ 2004. 02. 25 일까지 23 일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한 설문조사의 동일한 평가영역

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평가항목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측정을 위한 평가영역의 평균적인 관

계를 살펴보는 Cronbach’s Alpha 값에 대한 내적 일

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Alpha 는 0~1 의 값을 가지며 

Cronbach’s Alpha 값이 0.5 에서 0.6 수준이면 비교적 

양호하고, 0.7 이상이면 채택(Acceptable) 가능하므로 

다항목으로 된 변수의 내적 일관성이 인정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9]. 

아래<표 5>의 결과를 보면 본 연구의 평가영역들의 
알파계수가 0.6 이상이므로 채택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평가영역 Com&Com Contents Design 

Alpha 값 0.7321 0.6458 0.8113 

<표 5> Cronbach’s Alpha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결과 

2Com-C-D-T 평가지표로 평가할 5 개의 국내 메이저 

종합직판형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들의 매출액 비교

는 아래<표 6>와 같다. 

(단위 : 원) 

사이트 
2001 년 상반기 

매출액 규모 
비고 

A Site 4,480 억 TV 홈쇼핑 매출액 포함

B Site 1,136 억   

C Site 810 억 통신판매 매출액 포함

D Site 615 억   

E Site 377 억   

<표 6> 평가대상 사이트들의 매출액 비교[10]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매출액 규모와 비슷한 순

위로 나타났으나, 평가영역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

었다.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매출액이 가장 큰 A 사 
웹사이트가 비교적 고르게 각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데 반해, B 사 C 사의 경우 매출액이 가장 적은 
E 사 웹사이트 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다.          

아래 <표 7>과 <그림 2>는 5 개 종합직판형 유형의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의 2Com-C-D-T 모델 평가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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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역별 평가결과와 각 사이트별 평가결과에 대

한 비교분석이다. 

 Com&Cus Contents Design Tech 

사이트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A 1 9.35 2 7.50 1 9.01 2 8.50

B 3 6.82 4 6.54 3 8.11 5 7.70

C 5 6.08 5 6.21 5 5.69 1 9.22

D 3 6.82 3 7.48 2 8.48 3 8.36

E 2 7.52 1 7.69 4 7.73 4 8.01

<표 7>5 개 종합쇼핑몰 웹사이트 영역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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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웹사이트 영역별 평가결과 비교분석  
   

4.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종합직판형 인터넷쇼핑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

는 기업이 있었고, 이들 기업은 다양한 카테고리에 컨
텐츠를 가지고 제휴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 받아 운영

하고 있어 제품 재고의 부담을 줄이고 있었다. 그리고 
각 사이트들은 전체적으로 컨텐츠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듯 했으나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는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광고에 의한 손실이 
컸었다. 

기타 연구나 기관에서의 조사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A 사의 웹사이트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다. 나머지 B,C,D,E 사 웹사이트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순위가 나왔다.  

이는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2Com-C-D-T 평가모형

이 기존의 평가방식과 비슷한 항목에서 비슷한 조사

방식을 채택한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측면을 구축(개발자), 웹사이트 

운영/관리(운영자), 웹사이트 성과(사용자)로 나누어 
조사함으로써 평가대상을 세분화 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웹사이트 성과(사용자)부분에서 평가영역을 종합

직판형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

여 평가모형을 최적화하였다. 
이 결과 종합직판형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 평가에 

있어서 보다 세부적인 깊이우선의 평가와 전반적인 
넓이우선의 평가를 포괄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종합직판형 인터넷쇼핑몰 웹사

이트 평가에 있어서  2Com-C-D-T 모델을 보다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Com-C-D-T 모델에 최적화된 
설문지 개발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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