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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studied the interactions of online communities, reward, commitment and loyalty to purchase intention 

in portal sites based on relevant theorie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users who had purchase experiences in potal 

sites to analyze the effects of interactions and loyalty. 

An empirical analysis regarding the hypothes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performed using SPSS 10.0 and 

PLS Graph 3.0. As the result, the interactivity of communities was found significant to commitment and loyalty, the 

reward of community was shown to significantly influence commitment, but not loyalty. And the commitment and loyalty 

of community were shown to have much effects on purchase intention. Finally, trust on portal sites were found to 

have an interaction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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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 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는 

고객을 끌어들이고 이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

서 인터넷은 유용한 정보획득 채 로 리 활용되

고 정보탐색이 쉬워졌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의사 결정을 해 보다 극 인 탐색 활동을 하

고 있으며, 기업이 웹사이트(Web Site)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객 이고 경험 인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얻기 해서 련된 웹사

이트(Web Site)를 검색하거나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의견을 찾고 있다. 특히 구매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제공한 제품이나 가격에 

한 정호획득의 비용을 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

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소비자의 욕

구를 찾아가기 한 방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에 련된 정

보들을 공유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

으로 이용자들과 공 자들은 다양한 경험, 학습, 

정보교환, 더 나아가서는 인간 인 교류까지 하

고 있다.

Armstrong and Hagel(1996)의 Net Gain(가

상 공동체)에서 인터넷상에서 기업은 고객과의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 시키기 해서는 커

뮤니티를 구축하고 운 해야하며, 장기 으로 모

든 산업에 있어서 온라인커뮤니티는 명 으로 

변화 시킬 것이라고 하 다. 특히 인터넷에 한 

수요가 폭발 으로 증가한 에서 ‘시장을 선 하

는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고, 반면

에 늦게 시작한 기업은 뒤쳐진다는 특징을 가진

다’고 하 다[18].

최근의 온라인 쇼핑환경의 격한 변화로 공

자들은 고객들과의 계몰입을 통해 력 계로 

발 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

스의 정보와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의존 인 

계를 유지하고 있다[42].

부분의 연구가 고객 심 인 연구보다는 기

술 심 인 연구에 치우쳐져 있거나, 온라인 커

뮤니티의 개념이나 특징  사용자의 충성도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28]. 반면에 포털사

이트(Portal Site)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연계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Online Com-

munity)에서 제공하는 보상(Reward)과 그 안에

서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 몰입(Commit-

ment)과 충성도(Loyalty)에 어떠한 향을 미치

며,  몰입(Commitment)과 충성도(Loyalty)가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구매의도(Pu-

rchase Intention)에는 포털사이트(Portal Site)의 

신뢰(Trust)가 온라인커뮤니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포털사이트(Portal Site)와 온라인 커뮤니티 

(Online Community)

포털(Portal)은 문이라는 의미로, 인터넷 

포털사이트(Internet Portal Site)는 정보검색 서

비스나 커뮤니티와 같이 사용자가 정기 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정 방문

객을 확보하여 인터넷 비즈니스로 연결된다. 가상

공간(cyber space)에서 커뮤니티를 형성시켜 더 

많은 등록사용자와 홈페이지 사용량을 확보할 경

우, 고수입과 사용자 정보를 활용한 마  수

입은 상상을 월하는 정도이다. 이 때문에  세

계 주요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최  포털사이트(Portal 

Site)로 키우는 데 력하고 있다. 국내의 표

인 포털사이트(Portal Site)로는 정보검색 서비스

를 기반으로 하는 야후와 네이버, 네이트닷컴, 커

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 네티앙 등이 있다

(네이버 백과사 ).

인터넷은 정보 근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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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 토론, 논쟁 등을 하는 매체로 이용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는 가상 커뮤니티(virtual com-

munity)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커니즘(mechanism)을 

통해 지속이 되는데, 매커니즘으로는 채 룸(chat 

room), 게시 (bulletin board), 자우편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 개인 인 계를 형성한다[53]. 

1985년 커뮤니티의 효시로 볼 수 있는 WELL 

(Whole Earth Lectronic Link)은 가상공간에서 

직 인 면 없이 상호작용성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의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인 계

를 구축하 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가상 공동

체(virtual community) 는 가상 커뮤니티라는 

용어는 Rheingold(1993)에 의해 최 로 사용되었

고,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 계의 

웹을 형성하기 해 인간  감정을 가지고 충분한 

길이의 공개  토론을 수행할 때 만들어지는 사회

 총체이다”라고 정의하 다[46].  Armstrong 

& Hagel(1996)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공동의 

심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모이는 집

단”이라고 정의하 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기존의 

면 면(face-to-face) 커뮤니티와 같은 물리 인 

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정신 , 정서  유

(ties)를 바탕으로 생성된다[18]. 커뮤니티에서 발

생하는 유 (ties)는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을 

해서 사회심리  기능의 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Williams 

and Cothrel(2000)의 주장과 같이 ‘사이버공간에

서 공통의 주제와 목 을 해 참여하고 상호작용

성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를 내리며 가상공

동체, 온라인 공동체 등 커뮤니티 모두를 가장 포

인 ‘온라인 커뮤니티’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

기로 한다[56].

우리나라의 온라인 커뮤니티로는 1980년  말 

천리안이나 하이텔과 같은 PC통신 서비스에서 동

호회의 형태로 시작하 고, 이후 인터넷이 보 되

면서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의 카페가 개설되

고 이후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커뮤니티는 자생

으로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도 앞을 다투

어 가상공간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에 한 정보

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인터넷에 게시된 메시지를 

여러 곳으로 확산되는 구 (word-of-mouth)활동

을 하고 있다[12].

Hagel and Armstrong(1997)의 Net Gain(가상 

공동체)에서 가상 커뮤니티를 사업을 한 뛰어난 

마  도구로서 회원들이 직  생산한 콘텐츠와 

커뮤니 이션을 통합한 컴퓨터 매개 공간으로 보

았으며,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내려 

받거나 올리는 활동으로는 부족하며, 이용자들 간

의 상호 활발한 의사소통과 교류가 뒤따라야만 가

상 커뮤니티의 기본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았다.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특정한 정보와 자원을 가지

고 있고, 공 자들은 다른 이용자들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서로 

신뢰감과 통찰력을 가지고 지속 으로 상호작용

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성의 기

가 되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Consumer’s Needs)

에 따라 심, 유 계, 환상  체험, 거래, 4가지 

기본 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35]. 따라서 이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한 연구[18]에서는 가상 커뮤

니티와 통 인 커뮤니티의 연구를 통해 가상 커

뮤니티가 구성원에게 가치를 창출하기 하여 만

족할 수 있는 거래 커뮤니티(Transaction Com-

munities), 심 커뮤니티(Interest Communities), 

환상커뮤니티(Fantasy Communities), 계 커뮤

니티(Relationship Communities)로 분류하 다. 

거래 커뮤니티는 제품  서비스 구매나 매를 

진하고 거래와 련된 정보를 달하고자 하는 

욕구이고, 심 커뮤니티는 이용자들이 특정 주제

에 하여 상호작용성하는 욕구에 기 로 하며, 

환상 커뮤니티는 새로운 정체성을 느끼는 환경과 

경험, 이야기에 한 욕구이고, 계 커뮤니티는 

인 계를 형성하고자하는 욕구이다. 따라서 가

상커뮤니티를 통해 사회  욕구와 경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가상 커뮤니티에 한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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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기존의 연구는 체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에 한 연구와 활성화하

기 한 방안에 한 연구로 단순 커뮤니티 내에

서의 연구 주로 국한되어 왔다.  포탈사이트

와 쇼핑몰에 한 연구는 자상거래 주의 연구

로 온라인 커뮤니티와는 별개로 연구되어 왔다. 

기업들은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한 목 으로 온

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고객 계 리(CRM)를 

하고, 고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여 포탈사이트의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의 쇼

핑몰과 연계가 되는 연구는 부족하다.

2.2 이성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이성  행동 이

론은 개인의 행동(Behavior)을 측하기 한 이

론이다. 이 이론은 개인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처

리할 때 이성 이고, 행동하기 해서는 합리 인 

방법으로 그 정보를 이용한다는 가정에 기 하고 

있다. 이성  행동 이론의 신념(Beliefs), 태도(At-

titude), 행동(Behaviors) 사이에서, 이성  행동

은 행동시 에서 개인의 의도(Intention)에 의해 결

정되는 가장 요한 변수이다(Fishbein and Ajzen, 

1975). 따라서 행동의도(Behaviors Intention)는 

행동 지향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와 

주  규범(subjective norm, SN)에 의해 결정

되고, 행동 지향  태도는 행동에 참여하는데 

정 ㆍ부정  평가로, 주  규범(Subjective 

norm, SN)은 행동을 실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에 한 사회  압력에 한 지각을 의미한다. 

여기서 태도는 어떤 행동이 결과를 유도할 것인지

에 한 신념과 그 결과의 평가 사이의 상호작

용성기능이다.  주  규범(SN)은 특정개인이 

생각하는 행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믿음

(normative beliefs)과 그 생각에 동의하고자하는 

동기(motivations to comply)의 상호작용성 기능

이다.

이성  행동 이론(TRA)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는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론에서, 확장된 이론으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개발하 다. 이성  행

동 이론(TPB)은 불완 하고 자발 인 통제를 가

진 개인의 행동을 측하기 해 보완되었는데 지

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가 추가되어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제안하

다(Ajzen, 1985, 1988).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TAM : 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서 사용자의 태도가 행 에 

향을 미치는 연구로 개인의 신념과 태도로 인간

의 행 가 측될 수 있다는 이성  행 이론을 

기 로 하 다. 이 기술수용모델은 행  의도가 

사용에 향을 미친다는 신념-의도 모델(Beliefs- 

Behavioral Intention Model)로 발 하 다[25]. 

신념(Beliefs)은 소비자가 특정제품의 속성과 

련하여 가지고 있는 주  의견(opinion)을 가

리킨다[11].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인 온라인 커

뮤니티의 보상과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상호

작용성은 신념(Beliefs)요인으로 정하 다. 태도

(Attitude)는 어떤 사물에 한 일 성 있는 호의

ㆍ비호의 으로 반응하는 성향으로, 커뮤니티의 

몰입(Commitment)과 충성도(Loyalty)를 태도

(Attitude)요인을 정하 다. 마지막으로 행동의도

(Behaviors Intention)는 구매행동의도가 그 구매

행동(Purchase Behaviors)에 향을 미치는 가

장 요한 요인으로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

로 정하 다[15, 16].

3. 연구모형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인 상호

작용성(Interactivity)과 보상(Reward)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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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의 태도(Attitude)인 몰입(Commitment)

과 충성도(Loyalty)의 매개를 통하여 구매의도

(Purchase Intention)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와 조 변수로 포털사이트의 신뢰(Portal Site 

Trust)의 향에 해 알아보고자 [그림 1]과 같

은 기본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

보  상
(Reward)

몰  입
(Commitment)

충성도
(Loyalty)

구매의도
(Purchase Intention)

포탈사이트의 신뢰
(Portal Site Trust)커뮤니티의 특성 커뮤니티의 태도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온라인 커뮤니티의 태도(Attitude)

(1) 충성도(Loyalty)

많은 연구자들이 충성도에 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여 보편 으로 높은 고객 충성도가 기업의 

제품 매 증 에 정  향을 미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충성 고객들은 다른 제품에 한 

안탐색을 게 하고, 다른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에 한 정 인 구 활동을 더 할 가능성이 있

다고 하 다[26]. Oliver(1999)는 충성도를 소비

행동을 포함하여 미래에 지속 으로 선호하는 제

품이나 서비스를 재구매 하거나 애용하려는 몰입

상태라고 정의하 다.  충성도를 특수한 상황에

서 동 인 심리  로세스의 결과로 나타나는 태

도로 보고, 몰입, 정  태도, 사 지식, 일치감, 

믿음에 의한 뒷받침되는 성향이라고 하 다[24].

충성도가 구매의도에 향을 주는 연구는 많이 

제시되었는데, 문 연과 최지훈(2003)의 가상공동

체 참여 동기와 공동체의식 충성도  구매의도간

의 계에 한 연구에서, 결과변수로 충성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그 결과 

가상공동체에 한 충성도는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5].  박성연과 유승 (2003)

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웹사

이트 충성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충성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6].

Hagel(1999)의 연구에서 가상 커뮤니티에서 사

이트의 충성도가 서비스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향을 주었고,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34].

가설 1 : 온라인 커뮤니티 충성도(Loyalty)는 구

매의도(Purchase Intention)에 정(+)의 

향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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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입(Commitment)

몰입(Commitment)에 한 연구는 조직몰입(or-

ganizational commitment)에서 조직구성원이 자

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을 얼마나 동일시하며 그 

조직에 얼마나 헌신하고자 하는 정도로 연구되어 

왔다[27, 19, 42]. 고객 계에서의 몰입은 조직구

성원의 몰입과 행동과의 계로 멤버십(member-

ship)의 심리  애착의 정도로 정의하 고[33], 기

업에 한 고객의 몰입은 소속감(belonging)과 같

은 심리  애착(attachment)으로 정의하 다[30]. 

 몰입은 가치 있는 계를 지속시키기 한 욕

구[41], 상 방과의 지속 인 계를 유지하기 

한 거래 상호간의 믿음[42]으로 정의하 다.

강명수(2002)는 인터넷환경에서 고객간의 계

를 커뮤니티로 정의한 연구에서 커뮤니티 특성으

로 사회  욕구, 경제  욕구, 상호작용성을 제시

하고, 이들이 태도  몰입과 행동  몰입을 통해 

재방문의도(유지), 활동참여의도, 그리고 거래수행

의도(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연구

하 다. 특히 Armstrong과 Hagel의 4가지 소비

자 욕구를 사회  욕구와 경제  욕구로 구분하

다[1].

김재욱 외(2002)의 온라인 커뮤니티 마  활

동과 친 커뮤니티 행동 간의 계에 있어서 몰입

의 매개역할 연구에서 커뮤니티의 몰입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의사소통수단의 지원, 커뮤니티 목

의 달, 활동에 한 보상, 부정  견해의 수

용, 상호작용  의사소통을 두었고 모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 

최근 온라인 쇼핑환경의 격한 변화로 공 자

들은 고객들과 계몰입을 통해 력 계로 발

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보와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의존 인 계

를 유지하고 있다[42]. 온라인환경에서 기업들은 

경제  이익을 해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이용자

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정보나 경제  가치

를 얻기 해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쇼핑몰에서 구

매행동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몰입(Commitment)을 감정  몰

입 개념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와 회원에 한 심리

으로 애착을 느끼고 소속감과 동질감을 갖는 태

도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 온라인 커뮤니티 몰입(Commitment)은 

충성도(Loyalty)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3 : 온라인 커뮤니티 몰입(Commitment)은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에 정(+)

의 향을  것이다.

3.2.2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

(1)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컴퓨터를 매개로한 커뮤니티(CMC, Computer- 

Mediated Community)에서의 의사소통은 오랜 

기간 사람들이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집합체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꼽고 있다. 

Jones(2000)는 커뮤니티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면서, 상호작용성과 여러 의사소통 

수단, 소속감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으로 

제시하 다[37].

Hoffman and Novak(1996)은 온라인 환경에

서 상호작용성의 개념을 인  상호작용(man-in-

teractivity)과 기계  상호작용(machine-interacti-

vity)으로 구분하고 있다[36]. 인  상호작용이란 

커뮤니티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성을 말하는 것이

고, 기계  상호작용은 매체와의 상호작용성을 의

미하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작

용성의 유형을 인 ․기계  외에 커뮤니티 내

(內)(IN Community)와 커뮤니티 외(外)(OFF Com-

munity)로 구분하기도 하 다[39].

Armstrong과 Hagel(1996)의 연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사회  욕구와 경제  욕구를 충

족시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소비자의 충

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 고[18], Spalter 

(1996)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작용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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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충성도를 높인다고 하 다[51]. 가상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작용성은 커뮤니 이션의 

방향성, 커뮤니 이션의 일 성 증 , 사회

 상호작용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구성원의 충

성도를 높인다. 커뮤니 이션의 방향성은 상호

작용성의 주요한 특성이다. 커뮤니 이션의 한 

당사자인 커뮤니티 구성원은 가상 커뮤니티를 통

하여 콘텐츠를 선택, 통제, 생산하고, 다른 구성

원들과 화 는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으며, 

게시  등에 을 올리고 응답할 수 있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하여 상호작용성은 구성원들 사이의 

친 감 는 우정의 감각을 증 시키며, 이는 구

성원의 의도 즉 충성도를 증 시킬 수 있을 

것이다[8].

매개된 커뮤니 이션 모델에서 상호작용성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매개된 환경의 형식과 내

용을 수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이다. 소

비자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매체와 상호작

용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매체에 콘텐

츠를 제공 할 수 있다. 한 커뮤니티 구성은 콘

테츠를 제공 할 수도 있다[54].

서건수(2003)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 커

뮤니티 멤버들 상호간의 의견 교환이나 화가 빈

번히 이루어지는 정도로, 높은 상호작용성은 몰입

과 재방문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충성도에 정

인 향에 한 연구를 하 다[7]. 

김진세(2005)는 가상 커뮤니티의 특성을 사회

 욕구, 경제  욕구, 상호작용성으로 구분하고, 

커뮤니티의 특성이 구매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연구하 다[4]. 여기서 사회  욕구는 사회화 되

어가는 과정과 사회화를 통하여 욕구 충족을 

한 목 으로 공동의 유 (tie)를 비롯한 소속감, 

계성, 상호작용성 등을 의미하고, 경제  욕구

는 기업과 고객의 효용을 한 행동으로 커뮤니

이션의 도구, 회원 충성도, 수익실  등으로 규정

하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 다.

가설 4 :온라인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은 온라인 커뮤니티 몰입(Commitment)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5 :온라인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은 온라인 커뮤니티 충성도(Loyalty)에 

정(+)의 향을  것이다.

(2) 보상(Reward)

보상(Reward)은 회원 간 상호작용성, 리더십 

등 계를 유지하게 되어 얻게 되는 결과로 고객

이 받게 되는 계이익이다[33]. 따라서 많은 회

원들이 실제로 보상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Sheth et. al.(1995)는 기업에게 품질 높은 정보

를 제공하는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하면 커뮤니티

에서 몰입이 더 생긴다는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

다[50]. 고객들은 장기간 거래를 하거나 다량으로 

구매 할수록 더 높은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해야만 

지속 으로 거래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형성하여 

기업의 수익에 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45, 49]. 

따라서 Sharp & Sharp(1997)는 보상 로그램의 

효과를 고객의 반복 인 충성도 형성과 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경쟁 인 시장상황에서 반복 구

매 행동을 나타내는 표 인 반복 구매 패턴을 

변화시켜 과분의 충성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

다[49].

종석, 양성희(2001)의 기업의 충성도 로그

램이 고객의 가치지각  충성도 형성에 미치는 

향 연구에서 보상의 시 과 보상의 유형에 따라 

충성도의 향에 하여 연구를 하 다. 그 결과 

보상 시 이 즉각 일 수록 고객 충성도는 높았으

며, 보상 유형이 직 일 수록 고객 충성도는 높

았다. 그러나 보상 시 과 보상유형의 상호작용에

서는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10].

본 연구에서는 회원참여에 한 보상을 회원들

의 극 인 참여에 해 운 자가 혜택을 주고, 

즉각 으로 반응하는 정도로 정의 내리고, 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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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 다.

가설 6 : 온라인 커뮤니티의 보상(Reward)은 온

라인 커뮤니티 몰입(Commitment)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7 : 온라인 커뮤니티의 보상(Reward)은 온

라인 커뮤니티 충성도(Loyalty)에 정(+)

의 향을  것이다.

3.2.3 구매의도(Purchse Intention)와 포털

사이트의 신뢰(Portal Site Trust)

Fishbein and Ajzen(1975, 1985)의 이성  행

동이론(TRA)과 계획된 행동이론(TPB)에 의하

여 자발 인 행동의 경우 행동하려는 의도에 의

하여 결정되며, 이는 온라인 쇼핑에서도 이용자

의 구매행  역시 이 이론을 그 로 용시킬 수 

있다[29].

Hagel(1999)의 연구에서 가상 커뮤니티에서 사

이트의 충성도가 서비스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34], McKnight et al.(2002)연구에서 구

매행동을 설명하는데 구매의도를 측정함으로 미

래의 구매행동을 측하는데 사용하 다[40]. 

Gefen et al.(2003)의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신

뢰와 TAM의 역할 연구에서 신뢰의 선행 요인들

로 지식 기반 신뢰(Knowledge-based trust), 제

도 기반 신뢰(Institution-based trust), 계산  기

반 신뢰(calculative-based trust), 인지 기반 신뢰

(cognition-based trust), 개인 기반 신뢰(perso-

nality-based trust)를 정의하 다[31]. 

온라인 상황에서 거래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매

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다. 공 자의 커뮤니티

에서 일반화된 신뢰에 한 믿음은 구매자가 제품

을 찾기 해 특정 시장을 방문할 것인지 아닌지

를 결정하는 것이며, 특정 시장에서 공 자와의 

온라인 거래가 신뢰할 만한 행  기 와 일치하는 

태도로 나타날 것이라는 구매자의 주 인 믿음

으로 정의되기도 한다[44].

Pavlou와 Gefen(2004)의 Institution-Based Tr-

ust(제도기반 신뢰)에 하여 온라인 경매 매자 

커뮤니티에서 구매자의 신뢰에 한 연구에서 경

매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온라인 시장에서 합법

인 거래를 진하기 해서는 이용자에게 신뢰

를 주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 다. 따라

서 제도기반 신뢰로 매자와 구매자간 신뢰 계

를 개인 인 차원에서 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

라 안정 인 제도를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하 다. 

사회 ․문화  배경이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 

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거래 계를 형성하기 해

서는 법  제도나 규칙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과는 독립 인 제3자의 존재를 

제하 다. 연구 결과 개자에 의한 구매자의 신

뢰와 피드백 메커니즘과 에스크로 서비스의 지각

된 효율은 온라인 시장에서 매자의 커뮤니티에 

구매자의 신뢰를 증가시키고, 구매자의 신뢰는 과

거 경험과 매자의 성과를 모델에 포함시켜 지각

된 험을 이고 거래의도 증가시켰다. 그리고 

법  구속형 구조(에스크로 서비스, 신용카드 보

증의 지각된 효율)는 매자의 커뮤니티에서 구매

자의 신뢰를 측하는데 약하게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44].

김재욱 외(2004)의 신뢰의 조 효과 연구에 의

하면 신뢰수 에 따라 상호의존성의 불균형성이 

갈등에 미치는 향에 한 이론  근서로 무  

억제이론과 갈등나선형이론이 상이하게 용됨을 

제시하고 이를 해 신뢰수 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 다. 따라서 상황변수인 

신뢰가 실증 으로 유의미한 조 변수임을 확인

하 다[3].

본 연구에서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는 

소비자가 구매행동의 직 인 결정요인으로서 구

매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로 정의한다. 신뢰(Trust)

는 커뮤니티의 신뢰보다, 구매 시 포탈사이트의 

제도 인 신뢰가 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포탈사

이트의 신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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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향 정도를 측정하기 해 다음과 같이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 8 : 온라인 커뮤니티 몰입(Community Com-

mitment)이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

에 미치는 향 정도는 포털사이트 신뢰

(Potal Site Trust)에 따라 다르다.

가설9 : 온라인 커뮤니티 충성도(Loyalty)는 구매

의도(Purchase Intention)에 미치는 향 

정도는 포털사이트 신뢰(Portal Site Trust)

에 따라 다르다.

4. 연구방법

4.1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호작용성, 보상)에 

해서 Steuer(1992)와 Williams and Hazer(1986), 

Gruen et al.(2000)등의 연구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태도(충성도, 몰입)은 Bucklin and Sismeiro(2000), 

Gruen et al.(2000), Allen and Meyer(1990), 김

재욱(2002)의 연구를, 구매의도와 포탈사이트의 

신뢰는 Pavlou and Gefen(2004), Roy et al.(2001)

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하여 설문항목을 정하 다[54, 57, 33, 20, 33, 17, 

2, 44, 48]. 본 연구의 설문 문항들은 리커드 7  

형식의 다 항목 척도로 측정하 으며(1 : 매우 

그 지 않다, 7 : 매우 그 다), 변수의 조작  정

의  측정항목 구성내용에 한 내용은 다음 <표 1> 

과 같다.

4.2 표본 추출

연구의 주된 목 이 포탈사이트에서 온라인 커

뮤니티의 특성과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을 악 하는 것으로,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의 몰

입과 충성도가 포털사이트의 신뢰에 따라 구매의

도에 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해서, 국내의 포

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실제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 다. 설문은 온라인 포탈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연구로 설문조

사 한 온라인에서 이루어 졌고,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 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을 얻기 해 문 리서치 회사인 폴

<표 1> 연구 변수의 조작  정의 요약

개념변수 측정항목 구성내용 련연구

커뮤
니티
의 
특성

상호
작용성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이 많다.
회원들은 나의 심사항과 비슷한 심사항을 가지고 있다.

Steuer(1992)

보상
열정 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활동에 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극 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에 한 한 보상을 하고 있다.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다.

Williams and 
Hazer(1986),

Gruen et al.(2000)

커뮤
니티
의 
태도

충성도
커뮤니티에서 극 으로 정보와 의견을 회원들과 공유한다.
커뮤니티를 주변사람들에게 추천한다.

Bucklin and 
Sismeiro(2000)

몰입
커뮤니티에 한 소속감을 느낀다.
다른 회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요하게 생각한다.
커뮤니티에 열성 으로 참여하는 회원이다.

Gruen et al.(2000), 
Allen and Meyer(1990),

김재욱(2002)

구매 의도
커뮤니티를 통하여 제품을 살 기회가 있으면 이용할 것이다.
이왕이면 커뮤니티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Gefen et. al.(2003),

Pavlou and 
Gefen(2004), 

Roy et al.,(2001)
포털사이트

신뢰

반 으로 포탈 사이트의 자상거래는 신뢰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구매는 법 , 제도  믿을 수 있다.
자상거래를 이용하는데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자상거래에 사용되는 정보기술들은 믿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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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www.POLLEVER.com)에서 온라인으로 설

문을 하 다. 총 250개의 응답에 다다르면 설문을 

종료하여, 불성실한 응답 35개를 제외하고 최종 

215개의 응답을 분석하 다. 응답자의 특성은 다

음 <표 2>과 같다.

설문 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60%)이 

여성(40%)보다 많았으며 20 와 30 가 약 70%

를 차지하 고, 회사원이 63.6%로 부분을 이루

었다. 지역은 서울 경기 지역이 부분이고,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는 취미 커뮤니티가 약 60%를 

차지하 으며, 주로 구매하는 제품은 의류가 44.4%

로 가장 많이 이용하 다. 그리고 평균 구매 액

은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약 50%를 차지하

고, 평균 구매횟수는 한달의 1회가 36.9%로 많았다.

설정한 이론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PLS Graph 로그램을 이용하 다. PLS 

Graph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한 기법으로 계층  

구조로 다수의 변수를 포함한 이론 인 모델과 측

정모델의 합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23]. 측정항목과 구성 개념간의 계가 원인-결

과의 계인 경우 이 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22], 최근 정보기술 련 연구로 

국외(Ventatsh, 2000 ; Agarwal and Karahanna, 

2000)  국내(양희동, 권순동, 2003)에서 많이 채

택하고 있다[55, 14, 9]. 

5. 분석결과

5.1 신뢰도  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목 을 해 측정한 설문 문항들이 

의도에 맞게 구성되어 측정되었는지를 분석하기 

해 신뢰도  타당성을 분석하 다. 신뢰도는 

다른 항목들과 일 성이 낮은 항목을 찾아내어 측

정척도에서 제외시키고 측정척도의 신뢰도를 높

이는 방법이며, 타당도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구성개념의 Cronbach Alpha 값은 0.796 이상

을 넘고 있어 각 구성 개념들은 내  일 성을 확

보하고 있으며 다음 <표 3>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특성

1 2 3 4 5 6

주 이용하는 
커뮤니티

취미
58.7%

자제품
22.7

12.4
동창회
4.4

기타
1.8

주 구매 제품
디지털카메라

12.0
MP3
5.3

핸드폰
11.1

의류
44.4

화장품
12.9

기타
14.2

평균 액
1만원 미만

5.3
∼5만원 미만

48.9
∼10만원 미만

28.0
∼20만원 미만

9.3
∼50만원 미만

7.6
50만원 이상

0.9

평균 횟수
1주일 1회

10.7
2주일 1회

16.9
한달 1회

36.9
3개월 1회

22.7
6개월 1회

7.1
1년 1회

5.8

연령
10
3.6

20
36.4

30
37.3

40
15.6

50 이상
7.1

직업
고생
3.6

학생
14.2

학원생
2.2

회사원
63.6

주부
12.9

기타
3.6

성별
남
59.1

여
40.9

지역
서울
39.1

경기
28.4

경상
15.1

라
7.1

강원/제주
1.3/1.3

충청/기타
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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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Construct Item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 
Alpha

커뮤

니티 

특성

상호작

용성

CI1

CI2

4.7953

4.8326

1.0434

1.0937
0.8106

보상

CR1

CR2

CR3

4.8186

4.7209

4.8047

1.0229

1.0879

1.0226

0.8622

커뮤

니티

태도

충성도
CL1

CL2

4.7349

4.5023

1.1798

1.1953
0.7962

몰입

CC1

CC2

CC3

4.7860

4.9116

4.5023

1.1804

1.0837

1.2147

0.8499

구매의도
PI1

PI2

5.0884

4.8512

0.9984

1.0878
0.8010

신뢰

PST1

PST2

PST3

PST4

4.7674

4.6326

4.7163

3.6047

1.0285

1.0979

0.9660

1.0308

0.8897

구성 개념의 수렴타당성과 별타당성을 평가

하기 해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지수를 산출하 다. 다음 <표 4>와 같이 복합신

뢰도는 0.9 이상이고, AVE값은 0.7 이상으로 다른 

상 계수값보다 높아 별타당성이 확보 되었다.

<표 4> 복합신뢰도과 별타당성

Constr
uct

Composite
Reliability

CI CR CC CL PI

CI 0.914 0.841

CR 0.916 0.577 0.784

CC 0.909 0.609 0.605 0.770

CL 0.907 0.585 0.544 0.749 0.831

PI 0.910 0.451 0.465 0.562 0.558 0.835

* 각：AVE 값, 비 각: 상 계수

구조 모형 결과는 [그림 2]과 같으며, 커뮤니티 

몰입의 설명력은 46.8%, 커뮤니티의 충성도의 설

명력은 59.1%, 구매의도의 설명력은 35.9%이다. 

측정된 경로계수는 화살표 에 표시되어있으며, 

호 안에는 t-값과 유의수 이 나타나 있다.

구매의도
(0.359)

컴뮤니티
상호작용

컴뮤니티
보상

컴뮤니티
몰입
(0.468)

컴뮤니티
충성도
(0.591)

0.390
(3.8302***)

0.176
(1.7583*)

0.380
(4.4895***)

0.590
(8.0236***)

0.312
(2.1382*)

0.329
(1.8492*)

N.S.

[그림 2] PLS 구조 모형 결과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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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정 결과는 <표 5>과 같이 나타났으며, 

가설 1(충성도→구매의도), 가설2(몰입→충성도), 

가설3(몰입→구매의도), 가설4(상호작용성→몰입), 

가설5(상호작용성→충성도), 가설 6(보상→몰입)

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가설7(보상→충성

도)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5> 가설검정 결과

Hypoth
esis

Path
Path 

Coefficient
t-Value Acceptance

가설 1 CL→PI 0.312 2.1382* Accepted

가설 2 CC→PI 0.329 1.8492* Accepted

가설 3 CC→CL 0.590 8.0236
***

Accepted

가설 4 CI→CC 0.390 3.8302
***

Accepted

가설 5 CI→CL 0.176 1.7583
*

Accepted

가설 6 CR→CC 0.380 4.4895
***

Accepted

가설 7 CR→CL 0.085 0.0797 Rejected

*
 p < 0.05, 

**
 p < 0.01, 

***
 p < 0.001

포털사이트 신뢰에 따른 차이를 보는 가설 8과 

가설 9의 분석을 해 상 집단과 하 집단으로 

나 어 비교 분석을 실시하 다. 포털사이트 신뢰 

측정항목의 앙값(4.68)을 기 으로 상 집단(n =

119)과 하 집단(n = 96)을 나 었다. 집단별 신

뢰도는 <표 6>과 같이 Cronbach Alpha 값이 상

 집단과 하 집단이 모두 0.7이상을 넘고 있어 

각 구성 개념들은 내  일 성을 확보하고 있다.

<표 6> 집단별 신뢰도

집단 Construct Item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 
Alpha

상
집단

상호
작용성

CI1
CI2

5.1513
5.2185

0.8891
0.9402

0.7640

보상
CR1
CR2
CR3

5.1681
5.0336
5.1345

0.9595
0.9994
0.9471

0.8479

충성도
CL1
CL2

5.1849
5.2185
4.9328

1.1197
0.9669
1.0474

0.8162

몰입
CC1
CC2
CC3

5.1849
5.2857
4.9244

1.0812
0.9927
1.1287

0.8478

구매의도
PI1
PI2

5.4874
5.2269

0.8322
0.9693

0.7423

하
집단

상호
작용성

CI1
CI2

4.3542
4.3542

1.0561
1.0856

0.7752

보상
CR1
CR2
CR3

4.3854
4.3333
4.3958

0.9332
1.0728
0.9677

0.8220

충성도
CL1
CL2

4.2917
4.1354
3.9688

1.1325
1.1482
1.1558

0.7743

몰입
CC1
CC2
CC3

4.2917
4.4479
3.9792

1.1137
1.0143
1.1143

0.7701

구매의도
PI1
PI2

4.5938
4.3854

0.9688
1.0500

0.7569

집단별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상

집단과 하 집단 모두 0.8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

ted) 지수 값은 상 집단 0.7이상이고, 하 집단은 

0.6이상으로,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집단별 별타당성

집단 Construct
Composite
Reliability

CI CR CC CL PI

상 집단

CI 0.895 0.809

CR 0.908 0.473 0.767

CC 0.908 0.626 0.570 0.768

CL 0.892 0.681 0.584 0.765 0.734

PI 0.888 0.475 0.415 0.501 0.516 0.799

하 집단

CI 0.898 0.815

CR 0.893 0.510 0.736

CC 0.867 0.415 0.468 0.684

CL 0.868 0.376 0.347 0.707 0.688

PI 0.891 0.175 0.268 0.417 0.48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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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별 PLS 구조 모형 결과는 <그림 3>와 

같으며, 높은 신뢰집단 구매의도(PI)의 설명력은 

29.4%이고 낮은 집단 구매의도(PI)의 설명력은 

24.5%이다. 

높은 신뢰집단 낮은 신뢰집단

[그림 3] 신뢰의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PLS 구조모형 결과

경로 값 차이 분석은 다음 식 (1)을 이용하 다

[21, 38].

식 (1) 경로계수 비교 식

 

 
 

 












 

：번째 경로계수

: 번째 표본크기

: 번째 경로계수의 표 오차

의 자유도:   

의 식 (1)을 이용하여 나타난 결과 가설 8(온

라인 커뮤니티 몰입(Community Commitment)이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에 미치는 향 정

도는 포털사이트 신뢰(Potal Site Trust)에 따라 

다르다.)과 가설 9(온라인 커뮤니티 충성도(Loyalty)

는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에 미치는 향 

정도는 포털사이트 신뢰(Portal Site Trust)에 따

라 다르다.)는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커뮤니티의 몰입(CC)이 구매의도(PI)에 미치

는 향에서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많은 향

(t = 2.757**)을 주었으며, 커뮤니티의 충성도(CL)

가 구매의도(PI)에 미치는 향에서는 하 집단이 

상 집단보다 향(t = 1.89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가설 검증 결과 내용은 <표 8>와 같다.

<표 8> 집단별 가설 검증 결과

구분
CC→PI CL→PI

상 집단 하 집단 상 집단 하 집단

경로계수 0.255 0.150 0.321 0.377

표본오차 0.3083 0.2340 0.1810 0.2516

표본크기 119 96 119 96

계수차의 t값 2.757
**

-1.895
*

Acceptance Acceptance Acceptance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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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6.1 요약  시사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호작용성, 보상)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태도(몰입, 충성도)는 포털사

이트의 구매의도에 요한 선행 변수이다. 본 연

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설은 [그림 2]와 같이 가

설 7(보상→충성도)을 제외하고 모두 채택 되었

고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구매의도의 설명력은 35.9%

로 체 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  교환 계에서의 신뢰는 어떠한 거래

에서든 요한 변수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태도

(몰입, 충성도)는 포탈사이트의 제도 인 신뢰에 

따라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 고, 향 정

도를 측정하 다. 고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포탈사이트의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실에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

니티를 연계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했다는 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커뮤니티의 충성도와 몰입은 구매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커뮤니티의 몰입은 온라인 커뮤니

티의 충성도에 정(+)의 향으로 상당히 많이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입

을 하면 충성도에 많이 향을 다는 선행 연구

들[43, 33]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성은 커뮤니

티의 몰입과 커뮤니티의 충성도에 정(+)의 향을 

주며,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성은 충성도 보다 몰입

에 더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성을 통하여 몰입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충성도에 정 인 향을 주는 서건수(2003)와 

Steuer(1992)의 연구와 일치한다[7, 54]. 

넷째, 온라인 커뮤니티 보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몰입에 정 인 향을 주었으나, 온라인 커뮤니

티 충성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보상은 회원들이 직  참

여를 통하여 극 인 참여에 하여 운 자가 혜

택을 주는 정도이다. Rothschild and Gaidis(1981)

의 연구에서 직 인 보상이 간 이 보상보다 

더 많은 향이 있으며, 기업에서 제공하는 간

 유형의 보상이 직  유형의 보상과 유사한 

심리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직 인 보

상형태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로그램을 개발하

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고 시사하 다[47, 10].

다섯째, 온라인 커뮤니티의 몰입과 충성도는 구

매의도에 미치는 향정도는 포털사이트의 신뢰

에 따라 다른 정도를 악하 다. 지 까지 포탈

사이트의 신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는 없었으며, 그 결과 한 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몰입

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정도는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많은 향을 주었으며, 온라인 커뮤니

티의 충성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하 집

단이 상 집단보다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포탈사이트의 신뢰에 따라 온라인 커

뮤니티에 미치는 향 정도가 다른 것으로, 포탈

사이트의 신뢰가 높은 집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몰입과 상호작용성, 보상과 향이 있으며, 포탈

사이트의 신뢰가 낮은 집단은 충성도와 상호작용

성과 향이 있고 보상과는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상은 충

성도와 포탈사이트의 신뢰와도 한 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포털사이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콘텐츠이다. 기업의 웹사이트들도 커뮤니티

를 확보하고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

하고 있는 시 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본 연구는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

를 통하여 고객 계 리를 하고, 고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함에 따라 포털사

이트의 계자  커뮤니티 리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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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

한계 으로는 설문 응답자의 부분이 직장인

이고, 취미 주의 커뮤니티 이용자 주로 일반

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

라서 연구의 일반화를 해서 구매 주의 커뮤니

티 이용자를 상으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한 포탈사이트에서의 구매의도만을 연

구한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문 몰(Mall)이나 

다양한 자상거래가 가능한 사이트(Site)에서의 

제도 인 신뢰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연계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보상에 있어서 보상에 한 분류와 보상의 시

에 따라 다른 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포털사이트 신뢰의 조 효과로 커뮤니티의 몰

입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많은 향을 주었으며, 커뮤니티의 충

성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서는 하 집단

이 상 집단보다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문은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며, 포탈사이트의 신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가 되는 신뢰 이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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