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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오늘날 온라인 쇼핑몰 기업들은 이용고객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기 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웹 사이트의 출 으로 인해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업체들은 이용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용고객

과의 지속 인 계를 장기 으로 유지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에 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으로써, 애호고객으로의 환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의 목 은 심미  매력, 공간 기능성, 결제 안정성, 머천다이징 4개의 차원으로 압축된 온라인 

물리  환경으로서의 e-servicescape의 개념  모델을 제시하고, 이 개념과 신뢰  구매의도의 계를 

논의하기 함이다. 한 기존의 온라인 연구를 물리  환경으로 개발하고 확 하기 한 것에 목 을 둔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공헌은 첫째, 온라인 물리  환경에 한 이론  종합과 조작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는 것이다. 둘째, 신뢰가 온라인 거래에 요한 변수라는 것을 발견한 것에 있다. 셋째, 소비자의 구매의도

의 선행요인에 한 통찰에 한 공헌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환경에 한 소비자의 이해는 신뢰와 구매

의도에 해 상당한 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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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ternet shopping malls provide newer and more varied goods and services to meet 

the demand of their customers. And as new companies enter the on-line shopping mall business, 

competition in this specific market is getting stiffer. Therefore, to keep a more sustained 

relationship with their customers, internet shopping malls need to satisfy their customers with 

their goods and services and to make them loyal customers. Unlike bricks-and-mortar stores 

in real life, This study also aims to propose an on-line physical environment model, and to 

develop the existing on-line research into a physical environment. 

The physical environment is measured on the four dimensions and 4 measurement units and 

the on-line physical environment, trust, and purchasing decisions are also explained.

This study makes contributions as follows. First, online physical environments contain 

theoretical syntheses and operational definition. Second, this study finds that trust is an 

important part of an on-line transaction. Third, this study provides an insight into some of the 

factors preceding purchasing decisions. Lastly, this study finds that the consumer's 

comprehension of the on-line environment has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rust and purchasing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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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화(goods)와 서비스(services)는 어떠한 에서 차

이를 보이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학자에 따라 다

르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와 서

비스를 구별하는 가장 일반 인 내용으로 제시되는 것

이 무형성(intangibility), 비분리성(inseparability), 소멸

성(perishability), 이질성(heterogeneity) 등 네 가지 특

징이다[22][25][38][52]. 즉 서비스는 유형의 재화에 비

해 이 보이지 않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고 분리될 수 없고, 소멸성이 있

어 장이나 보 이 불가능하며, 주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행동이나 차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과 

성능이 이질 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 하고 이를 응용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이러한 특징이 극복되는 경우

도 많이 볼 수 있어 이에 한 비  시각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디지털 기술의 발 에 따라 비분

리성이나 소멸성은 상당한 부분 극복되고 있는 상황이

다. 오히려 Vargo and Lusch[48]과 같은 학자들은 서비

스 주도의 논리(service dominant logic)를 제시하면서 

마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   가장 많이 언 되

고 직 인 설득력을 갖는 것이 무형성이라는 특징일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리자들은 이러한 무형  특징

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달하기 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 에 가장 일반 인 것으로 선택된 것이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물리  특성을 잘 살려 서비스 

상품이 제공하는 혜택을 소비자에게 달하는 것이다. 

한 한 물리  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면 서비스 상

품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에서 

서비스 마 의 확장된 마  믹스의 하나로 물리  

근거(physical evidence)를 제시하기도 한다. 즉 서비스 

상품이 무형 이기 때문에 더욱 서비스가 달되는 과

정에서 유형  요소인 물리  특성이 요하게 된 것이

다. 서비스 마 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신뢰의 문

제가 구매자의 경제 인 손실과 사생활 침해까지 향

을  수 이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구매자의 

인지된 험은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 의도를 약화시

킬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마  성

공여부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 여부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소비자와의 신뢰 계를 구축하기 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결과 으로 구매자들은 서

비스를 제공 받는 동안 온라인 상에서의 환경 인 요소

를 의미하는 e-sevicescape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

장한다[13][41].  

본 연구는 통 인 매장에서의 물리  환경

(physical environment)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의 물리  환경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지 실증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자상거래의 주요 장

해 요인으로써 사이트에 한 신뢰성이 두되고 있으

나 이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지

까지 인터넷 쇼핑몰 련 연구들은 소비자의 태도, 구

매의도, 만족 등을 연구함에 있어서 온라인 서비스스

이  련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로 인

터넷 사이트의 환경 심리학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에서 Bitner[7]는 서비스가 달

되는 물리  환경을 서비스스 이 (servicescape)라 

하고, 이는 세 가지 차원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제시된 

서비스스 이 의 하  차원은 주변 요소, 공간  배치

와 기능성, 표지  상징물과 조형물 등이다. 그 후에 서

비스의 물리  환경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

경에서 종업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 다른 고객의 존재 

등도 고객의 구매  소비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사회

 서비스스 이 (social servicescape) 이론이 등장했

다[47]. 최근에는 이를 더욱 확장하여 민족  특성과 조

형물, 스타일 등과 같은 문화  특성이 고객의 구매행

동에 향을 미친다는 상징  서비스스 이

(symbolic servicescape) 모델이 등장하기도 하 다

[39].    

한편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스 이  모형은 offline 

공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항을 설명하는 이론인 

반면에 가상공간에서 서비스가 달되는 과정에서 이

를 다루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가상의 

물리  서비스스 이 (virtual servicescape) 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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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스 이 (cyberscape)라고 한다[49][50]. 한 인터

넷 공간에서 형성된 물리  환경이기 때문에 

e-servicescape, online servicescape라고 부르기도 한

다[37]. 본 연구에서는 e-서비스스 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웹 사이트의 물리  특성(심미  매력, 공간 기능성, 결

제의 안정성, 머천다이징)들이 고객의 신뢰에 어느 정

도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는 구매의도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고자 한다. 인터넷 상에서의 

차별 인 서비스스 이 의 제시는 인터넷 마 에 

있어서 한 가지 요한 략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서

비스스 이   어떠한 요소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가를 악하는 것은 마  략상에서 매우 요한 시

사 을 가져올 수 있다.

좀 더 구체 으로 연구 목 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웹 사이트의 물리  특성이라 할 수 있는 e-서비

스스 이 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e-서비스스 이 룰 구성하는 요소

가 인터넷 거래에서 웹 사이트에 한 신뢰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웹 사이

트에 한 신뢰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에 한 부분의 연구는 환경

심리학  근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e-servicescape의 개념화가 부

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차원(심미  매력

성, 공간 기능성, 결제  안정성, 머천다이징)을 조합하

여 온라인 서비스환경의 틀을 제공하 다. 기존연구에

서 Baker는 Servicescape를 서비스 제공 시 에서 소비

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유형  단서로 정의하고, 

크게 주변 요소(ambient factor), 디자인 요소(design 

factor), 사회  요소(social factor)로 분류하여 살펴보

고 있다. 한편 Bitner는 자연 이거나 사회 인 환경을 

제외한 인간이 만들어낸 물리  환경만을 Servicescape

로 정의하고, 주변요소, 공간  기능성, 표지   상징 

조형물로 서비스스 이 를 구분하고 있다[4][6]. 이러

한 offline 상의 서비스스 이  개념은 Bitner의 서비

스스 이 와 동일하게 보고 정의 하 으며, 온라인 상

에서도 용하여 e-서비스스 이  개념을 도입하

다.

e-서비스스 이 를 구성하는 요소는 학자에 따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offline 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스 이 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Jeon & 

Jeong[19]는 e-서비스스 이 에 향을 미치는 요소

들로 주변 조건, 디자인, 탐색 기능과 슬로건, 기능  측

면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Harris & Goode[17]는 e-서

비스스 이 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심미  소구, 이 

아웃과 기능성, 재무  안정성의 세 가지로 들고 있다. 

Wolfinbarger & Gilly[51]는 FGI를 이용하여 소비자

가 웹 사이트를 평가하는 네 가지 차원을 발견하 는

데, 편리함, 선별성, 정보성, 사회성 부족 등이 그것이다. 

Szymaski & Hise[46]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마켓을 평

가하는 핵심  요소로 편리함, 머천다이징, 사이트 디자

인, 재무  안 성, e-만족감 등을 제시하고 있다. 

Zeithaml[52]은 온라인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는 효율성, 충실성, 사생활 보호 등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여러 가지 

개념 에서 심미  매력, 공간 기능성, 결제의 안 성, 

머천다이징의 네 가지 요소를 e-서비스스 이 의 구

성요소로 보고, 이들 요소와 웹 사이트에 한 신뢰, 그

리고 구매의도의 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심미적 매력과 신뢰
1.1 심미적 매력
온라인 심미  매력(aesthetic appeal)은 온라인 환경

 조건으로, 디자인 요소를 구성하는 개념으로 여겨진

다. 온라인의 심미  매력은 소비자들이 서비스스 이

를 얼마나 매력 이거나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해

석하느냐 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Bitner[7]의 서비

스 배경 차원의 “주변 요소(ambient conditions)”를 반

한 것이다. 기존 문헌연구는 웹사이트의 심미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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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디자인이 온라인 서비스스 이 의 요한 구성요

소라고 제안하고 있다[17][36][52]. 

이와 련하여 Evans and King[11]는 온라인 오디오

-비디오가 요한 음향과 시각  단서로 보일 수 있으

나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차이

로 인해 효과를 제 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 다. 따

라서 온라인 컨텍스트, 사이트와 페이지 그래픽 등이 

강력하고 보편 인 향력을 행사한다고 하 다. 이러

한 견해는 온라인 메시지의 성격, 크기, 반  리젠

테이션, 온라인 이미지의 숫자가 요한 고려사항이라

는 Ekhaml[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 색상도 웹 사이트 디자인에 매우 요한 요소인

데 각기 다른 색상은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지고 

있다Flanders[18], Nicotera[33], Fusaro[16]는  

감각의 디자인도 온라인 환경의 요한 요소라 하 는

데 특히 경험이 많은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크게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Chen & Chang[8]과 

Mathwick[29]등의 후속 연구에서 e-소비자들은 온라

인 환경의 오락성에 해 높은 평가를 한다는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미  요소(시

각  매력과 오락  가치)와 서비스 품질, 그리고 e-만

족 등과 직 인 연결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

하고 있다. 물론 이들 서비스 품질과 e-만족은 e-신뢰

에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1.2 심미적 매력과 신뢰
Schoenbachler & Gordon[42]은 웹사이트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몰 선택에 향을 미칠 것이라

는 을 제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로서 네 가지 즉, 

시각 인 어필, 사용의 용이성, 구매 처리과정의 편리

성, 그리고 제품 이아웃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Mandel and Johnson[28]는 웹페이지의 시각  우수성

이 웹 사용자의 이용 평가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Fink and Laupase[12]는 웹사이트

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정 인 평가, 향  효과

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로고(Logo)처럼 창의  디자

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 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

해 온라인 쇼핑에서의 시각  매력과 소비자 신리와 

한 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Fusaro et 

al.[16]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의 온라인 신뢰의 수

이 웹사이트에 제시된 단서나 거 에 의해 향을 받

는 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

인 쇼핑몰의 심미  매력이 잘 갖추어질수록 온라인 쇼

핑몰에 한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웹 사이트의 시각  매력성이 증가할수록 웹 

사이트에 한 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2. 공간기능성과 신뢰
2.1 공간기능성
온라인 상에서 공간 기능성은 웹 사이트의 이아웃

(layout)과 기능성(functionality)을 포 하는 개념이다. 

이아웃은 웹 사이트의 체계  배열과 구조, 그리고 

웹사이트의 수용성을 의미한다. 반면에 기능성이란 웹 

사이트의 공간  배치가 서비스 목 을 용이하게 수행

하는 정도를 말한다[7]. 온라인의 시각  매력은 미 인 

것에 을 두지만 온라인의 공간기능성은 웹사이트

의 기능성에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웹 사이트의 기능성과 활용

성이 소비자들이 온라인 환경을 평가하는 요한 기

이라고 주장하 다[52]. Srinivasan et al.[42]는 다양한 

특징과 디자인의 효율성이 사용자 평가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 다. Zeithaml et al.[52]의 연구에서도 웹사

이트 평가에 한 정보 타당성의 요성을 강조하 다. 

실제로 Montoya-Weiss et al.[33]는 정보의 내용이 소

비자가 웹사이트를 평가하는데 요한 요소라는 것을 

발견하 으며, 반면에 사용자는 웹사이트를 개인의 정

보 필요성에 따라 평가한다고 주장하 다.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웹사이트를 통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매자와 상호 계를 가질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 온라

인 서비스스 이 의 핵심 측면을 구성한다는 것을 

찰하 다[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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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간기능성과 신뢰
본 연구에서 공간기능성은 온 라인 상에서 고객들의 

개별  요구를 얼마나 잘 반 하고 있는지, 는 얼마

나 고객과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에서 인화와 상호작용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으

로 악하고자 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부정확한 개인화(personalization)

는 심각한 험을 래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화에 

한 세심한 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40]. 하지만 

Parsons et al.[36]은 웹사이트의 고객화를 통해 기업들

은 그들의 고객 심  경 을 한다는 것을 보여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환비용(switching costs)을 

창출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 e-충성도가 증가된다고 

주장하 다. 

유사하게 Shapiro and Varian[43]은 웹 기반의 고객

화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한 수단이라 하 다. 이러한 에서, 온라인 

고객화 구성은 고객들에게 그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

이트를 만들 수 있게 하 다[17]. 그러한 결과는 “상호

작용성(interactivity)”이 온라인 거래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이와 련하여, Srinivasan 

et al.[44]은 개별 으로 상호작용성의 개념이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경험 시 요한 변수로 작용된다는 것을 

악하 다. 온라인 상호작용성 련 연구들을 통해 소

비자의 해석과 행동의 요한 요인으로써 인지되었다

[13][24]. 

선행 연구에 의하면 웹 사이트 디자인의 기능성은 소

비자의 평가와 행동을 반 하는 기 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28][32]. 더욱이 인터넷에 한 조사는 고객의 

의견들은 사이트의 내항성(navigability)과 유용성과 강

하게 연계되어있다고 주장하 다[11][19]. 실제 인터넷 

사용자에 한 연구들을 보면 웹사이트 고객화와 개인

화는 고객 평가의 핵심이란 결론은 명백하다[20][32]. 

때문에, 연구자들은 소매업 환경에 있어 웹사이트의 고

객화의 요성을 강조하여왔다[32].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공간 기능성 측면이 잘 갖추어

질수록 웹 사이트에 한 신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웹 사이트의 공간 기능성이 우수할수록 웹사

이트에 한 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3. 결제안전성과 신뢰
온라인 결제의 안 성(financial security) 은 소비자

가 웹사이트의 지불 과정과 일반 약 을 보안 는 안

이라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구매와 련하여 지각된 

안정성은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 의 하나이다. 때문에 Christine 

Page & Lepkowska-White[9]는 구매 차나 결제방법

이 간단하고 편리하며 안 할수록 그 쇼핑 사이트에 

한 지각 험은 낮아지고 구매 의도는 높아진다고 하

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거래는 주로 거래 보다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불결제의 안 성은 웹 사이트의 신뢰와 만족에 향

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온라

인 서비스스 이 의 거래 측면들은 한 기존의 연구

에서 자주 논의 되어왔다[33][52]. 

Szymanski and Hise[46], Schiffman et al.,[41]은 결

제의 편리함은 웹사이트를 평가의 요한 기 이 된다

는 것을 발견하 다. Szymanski and Hise[46]는 인지된 

사이트의 보안은 온라인 만족도에 한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 다.  이러한 내용은 

보안 개념과 만족과 활용 양자 사이의 연계를 발견한 

Montoya-Weiss et al.[33]의 추후 연구에서 지지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연구자들이 인지된 보안이 온

라인 서비스 환경에서 요한 측면임을 알도록 이끌었

다. 이러한 에서, 신뢰의 요성을 온라인 거래에 

반 하 기 때문에[27][45], 이론가들은 인지된 보안의 

요성을 강조해왔다[41][4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지각된 안 성, 보안성 등의 시스템

인 측면이 잘 갖추어질수록 신뢰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웹 사이트에서의 결제의 안 성이 증가할수

록 웹 사이트에 한 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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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천다이징과 신뢰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 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의 하나는 제품정보를 쉽게 수집

할 수 있고, 여러 제품들을 서로 비교하여 보다 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21]. 즉 다양한 

제품구색과 정확한 제품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1]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에 있어서 소비

자 만족지표  하나가 다양한 제품 머천다이징을 제시 

하고 있다.  Lohse & Spiler[24]는 상품구색이 방문자의 

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상품수가 많을수

록 방문자 구매의도 유발에 정 인 효과가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

품구색이 다양할수록 소비자의 정보탐색 비용을 감

해 주고 원 스톱 쇼핑을 가능하게 해 다는 의미에서 

상품구색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한 요한 

평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구색, 

제품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고 

한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 웹 사이트의 머천다이징 기능이 증가할수록 

웹 사이트에 한 신리가 증가할 것이다.  

5. 신뢰와 구매의도
5.1 신뢰
온라인 상에서 신뢰(trust)는 거래의 기 가 된다. 

Mayer et al[28]은 신뢰를 ‘거래 당사자가 자신에 한 

감시, 통제력의 보유 여부에 상 없이 상 방에게 요

하고도 각별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 를 바탕으로 상

의 행동을 기만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정의 하 다. 

Mcknight et al.[31]은 신뢰를 신뢰  믿음과 신뢰  의

도로 구분하고 신뢰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 타인이 

호의 이고 역량이 있으며, 정직하거나 측가능하다

고 믿는 것’으로, 신뢰  의도를 ‘주어진 상황에서 타인

에게 기꺼이 의존하려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하 다.

인터넷 상에서 신뢰는 구매자가 자신이 기 한 품질

의 제품이 안 하게 배달되고, 사후 인 서비스가 약속

로 이행되어질 수 있다는 거래 측면에서의 믿음, 시

스템 안 성과 보안성 등과 같은 기술  측면에서 믿음 

등을 포 하는 개념이다.  

신뢰는 거래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거래 비용

(transaction cost)을 이고 력을 유발하는 효과를 

낸다[30]. 즉, 구매자의 신뢰와 거래에 한 기 가 공

자에 한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며, 특히 인터

넷 쇼핑몰에서 매자와 소비자의 안정 이고 지속

인 계를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5].

5.2 신뢰와 구매의도
온라인 신뢰의 요성은 소비자의 신뢰와 소비자의 

구매의도 사이의 계의 실증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

다[16].

Namchul Shin[34]의 연구에 의하면 구매 의도란 소

비자의 신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정도를 말한

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구매 의도는 가상 포 내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마음, 상품을 구매하고 깊은 의

사나 재방문 의도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행동을 측

하는 사  변수로서 의미를 각기도 한다. 

신뢰가 요한 이유는 불확실성 요소들을 상쇄시키

는 역할을 하며 거래상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거래비

용을 이고 구매로 유발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즉, 구

매자의 신뢰와 거래에 한 기 가 공 자에 한 태도

와 행동에 향을 미치며, 매자와 소비자의 안정 이

고 지속 인 계를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

일 수 있게 하는 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4].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웹사이트의 서비스 기술 즉,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과 용이성은 서비스 이용자의 신

뢰를 높여 결국 소비자가 인지하는 험을 낮춤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속 인 사이트 이용이 이루

어지게 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3]. 한 거래안 을 

보장하는 문구나 로고가 존재하고 결제와 련된 정보

와 고객 정보에 한 보안 서비스에 노력하는 웹사이트

에 해서는 만족도가 높아져 거래 의도가 높아질 것이

다[2].

온라인 쇼핑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고, 거래와 



e-서비스스케이프가 신뢰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821

련된 보안성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보다 편리하고 안

한 환경에서 거래가 성사될 것이므로, 매자의 입장

에서도 사이트에 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보안성 등의 시스템

인 측면이 잘 갖추어질수록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거래는 소비자가 직  상품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off-line에 비해 더

욱 신뢰의 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신뢰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자명하

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서비스스 이 (심미  

매력, 공간 기능성, 결제의 안 성, 머천다이징)가 고객

들의 신뢰에 향을 끼치게 되고, 이것이 다시 고객들

의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 다. 웹사

이트에 한 신뢰가 높을수록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 

구매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 다. 

가설 5: 웹사이트에 한 신뢰가 증가할수록 소비자

의 구매의도가 증가할 것이다. 

Ⅲ. 실증분석

1. 연구모형
온라인 환경에서 물리  환경요소가 신뢰에 따른 소

비자의 구매의도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가 요하

다. 이는 성공 인 마  략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도출하고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e-서비스스 이 가 소비자의 구매의

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이며, 구체 으로 심미  

매력, 공간 기능성, 결제  안정성, 머천다이징 차원으

로 구분하고, 이러한 합성에 따라 신뢰에 어떤 향

을 주는지, 한 e-서비스스 이 가 구매의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한다. 이를 한 연구모

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표본의 설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 조사는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충남 학교 

재학 인 학생(원) , 인터넷 쇼핑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하며, 주로 학생과 학원생을 상

로 이루어 졌다. 학생과 학원생은 인터넷을 사용

하는데 있어서 다른 연령 에 비해 인터넷 사용이 수월

하며, 인터넷 쇼핑 시간이 가장 많은 연령 로 합하

다고 단되어 표본으로 설정하 고, 조사 상은 인터

넷 쇼핑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연령은 20 에서 30 로

서, 성별에 계없이 응답에 응해  것을 요청하고 수

락되면 설문지를 제시하 다. 조사기간은 이틀이었으

며, 350부를 회수하 고, 그  인터넷 쇼핑 무경험자는 

제외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43부 제외하

고, 최종 설문지 307부의 설문지가 연구에 이용되었다. 

설문방법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방문한 인터넷 쇼핑몰

을 먼  체크한 후에 해당 쇼핑몰을 상으로 응답을 

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 다. 가장 최근에 방문한 쇼핑

몰 G마켓, 11번가, 인터 크, 롯데닷컴, 옥션, GS SHOP 

이와 같이 6가지로 응답 상을 한정한 이유는 개인  

선호에 따른 응답의 bias를 최소화 하려는 이유에서 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인구통계  특성은 다음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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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51 49.2
여자 156 50.8

나이
20~25세 미만 177 57.7
25~30세 미만 97 31.6
30~35세 미만 30 9.8

35세 이상 3 1.0

직업

대학(원)생 263 85.7
회사원 13 4.2
공무원 6 2.0

판매/서비스 4 0.9
생산/제조업 1 0.3

전문직 20 7.2

이용 
쇼핑몰

11번가 77 25.1
G마켓 85 27.7
옥션 34 11.1

인터파크 20 6.5
GS SHOP 9 2.9
롯데닷컴 29 9.4
기타 53 17.3

구매 
제품

도서 46 15.0
컴퓨터/주변기기 11 3.6

음반CD 2 .7
예약/티켓 8 2.6

의류 및 악세사리 205 66.8
전자제품 14 4.6
화장품 12 3.9
기타 9 2.9

실증분석은 SPSS 18.0  AMOS 17.0을 이용하여 통

계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먼  설문 문항에 한 신뢰성

과 타당성을 확인하 다. 신뢰성과 재 값들이 지나치

게 낮거나 재된 요인들과 일 되지 않는 항목들은 제

거한 후에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Ⅳ. 분석결과 및 해석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매장환경의 구성요

소를 심미  매력, 공간기능성, 결제안 성, 머천다이징 

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것이 e-서비스스

이 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한 이들 구성요소가 

소비자 신뢰에 향을 미치고, 다시 신뢰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개념에 한 조작  정의와 

측정항목은 [표 2][표 3]과 같다.

표 2. 구성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구성개념 조작  정의

심미적 매력 쇼핑몰을 방문할 때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매력과 
아름다움을 의미

공간기능성 쇼핑몰 사이트의 레이아웃, 안정성, 도구의 배열, 
체계, 구조, 웹사이트의 수용성을 의미

결제 안전성 소비자가 웹사이트의 지불과정과 약관, 보안 또는 
안전이라 여기는 범주를 의미

머천다이징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예측하여 상품으로 구현 
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원하는 상
품을 제공하여 구매동기를 유발하는 활동

신뢰 특정 온라인 쇼핑몰을 믿고 지속적으로 거래하려
는 전반적인 믿음이나 확신

구매의도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
정요인으로서 구매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

표 3. 측정항목
구분 측정항목 연구자

e-

서비스스케이프

심미적 
매력

시각적 매력과 오
락적 가치 등
3항목

Mathwick et al(2001),
Syzmanski& Kise(2000)

공간
기능성

개인화와 상호작
용성 등 3항목

Olsinaet al(1999),
John Eighmey(1997)

결제 안
전성

지각된 안전성을 
중심으로 3항목

Syzmanski & Kise(2000),
Liao & Cheung(2001) 

머천
다이징

제품구색과 정보
에 관한 3항목

Jarvenpaa & Todd(1997),
Syzmanski & Kise(2000) 

신뢰
기대일치와 제공
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 등 3항목

Garbarino &Johnson(1999),
Harris & Goode(2004)

구매의도
주변인에게 추천
의도와 재방문
의도 등 3항목 

Menon et al(1999),
윤성준(2000)

2. 신뢰도 및 타당성 측정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

시되어 있다. [표 4]는 확인  요인분석 결과  각 부분

별 합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요인분석은 심미  매력

을 1, 공간 기능성 2, 결제 안정성 3, 머천다이징을 4로 

나 어, 각 부분의 합도를 평가하 다. 이는 측정모형

의 체 인 합도 뿐 아니라 모형의 각 부분에 한 

타당성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함이

다. 지수값을 살펴보면 GFI, CFI는 모두 0.9이상이었으

며, NFI, AGFI는 0.9에 가까운 0.8이상으로 수용 수

의 값이다. RMSEA의 경우 Kelloway(1998) 연구에 의

하면  0.05이하이면 합도가 우수하고, 0.08이하이면 

바람직하며, 0.1이하이면 수용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

다. 이에 RMSEA 역시 권고되는 수 으로 구조모형을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e-서비스스케이프가 신뢰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823

심미
매력

공간
기능성

결제
안정성

머천
다이징

신뢰
구매
의도

심미적
매력 1
공간
기능성 .392** 1
결제
안정성 .263** .281** 1
머천
다이징 .348** .472** .243** 1
신뢰 .345** .365** .255** .663** 1
구매
의도 .323** .294** .320** .582** .692** 1

표 4. 각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측정
개념

문항
수 

요인
재값

Cronbach 
α

표
화된 
계수

C.R.

심미적
매력 3

.774
.722

.109 9.014
.862 - -
.855 .123 8.831

공간
기능성 3

.785
.712

.200 7.622
.811 .205 7.605
.758 - -

결제
안정성 3

.714
.823

.666 12.001
.771 .770   13.819
.832 - -

머천
다이징 3

.798
.729

- -
.807 .116 8.734
.702 .116 9.443

신뢰 3
.667

.834
- -

.780 .088 13.196

.755 .080 13.324

구매의도 3
.882

.830
.065 14.609

.860 .074 14.219

.775 - -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한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간

의 상 계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

시되어 있다.

 

표 5. 상관관계분석

 *p<.005, **p<.01

3. 가설의 검증
1) 경로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다음 [표 3]과 같이 본 연

구의 연구 가설 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도 정 

기 에 고려해 볼 때 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AGFI가 0.9 미만이지만 CFI, X
2, RMSEA 등 다른 통계

량은 본 모델을 수용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단

된다.  

표 6. 모델 적합도 분석
지 수 x2(d.f) x2/d.f GFI AGFI NFI CFI RMSEA

결과
수치

270.9
(124) 270.9 .902 .865 .885 .934 .062

다음으로 경로의 유의성 분석결과는 [그림 2]  [표 

6]과 같다. 이에 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첫째, 심미  매력성은 신뢰에 유의하지 않은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미  매력의 

정  평가를 통해 소비자의 웹사이트 신뢰의 수 과 

정 으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 다. 

그러나 구조방정식모델은 심미  매력이 매우 부정

(.075)이고, 웹사이트의 신뢰와 연계된 강한 신뢰도

(p<0.001)가 낮게 나타나게 되어서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1은 기각되었다. 

둘째, 공간기능성은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검증 결과 소비자의 이아웃에 한 평

가와 웹사이트의 기능성 그리고 고객의 신뢰도의 평가 

간의 연계가 정 (4.016)이고 강한 신뢰도(p<0.001)

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비자의 고객화, 상호작용성 같은 

요소들이 온라인 물리  환경 설정에 요한 특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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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배

열, 조직, 구조 등 웹사이트의 항목들이 소비자의 웹사

이트 신뢰가치의 구매의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확 되어 보인다. 따라서 가설2는 지지되어 채

택되었다.

셋째, 결제 안정성은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증 결과 결제 안정성의 경우 t값이 

3.925(p=***) 수 에서 표 화된 경로계수가 .247으로 

나타남으로 결제 안정성이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은 오 라

인 환경보다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서의 결제 보안문제

에 보다 민감하다는 주장을 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의견

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3은 지지되어 채택되었다.

넷째, 머천다이징은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검증 결과 머천다이징의 경우 t값이 

2.941pP=.003) 수 에서 표 화된 경로계수가 .255로 나

타남으로 머천다이징이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4는 지지되어 채택되었다.

표 7.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Estimate S.E. C.R. p 여부

1 심미적매력→
신뢰 .075 .981 .109 9.014 .251 기각

2 공간기능성→
신뢰 .425 1.527 .200 7.622 *** 채택

3 결제안정성→
신뢰 .247 .789 .666 12.001 *** 채택

4 머천다이징→
신뢰 .255 1.012 .116 8.734 .033 채택

5 신뢰→
구매의도 .880 .951 .065 14.609 *** 채택

Ⅳ.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온라인 물리  환

경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에 한 신뢰형성과 구매의

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는 비 면  거래의 특징이 있는 인터넷의 물

리  환경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그 목 을 두었다. 물리  매

장을 직  방문하지 않고 가상공간에서 구매한다는 

에서 재화를 구매한 후에야 품질 평가가 가능한 서비스

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도 본 연구 시작에 착안 이 

되었다. 일반 으로 서비스 마 에서 포의 물리  

환경이 고객의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실증되어 왔기 때문에 비록 

가상의 공간이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물리  환경이 신

뢰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라는 추론을 가능  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결과, 첫째, 인터넷 쇼핑몰의 물리  환경 구

성개념  심미  매력은 신뢰에 유의한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공간 기능성은 신뢰에 

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결제 

안정성은 신뢰에 향을 유의하게 미치고, 넷째, 머천다

이징 역시 신뢰에 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쇼핑몰 실무자들은 온라인의 

물리  환경을 더욱 심을 갖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

는데 집 해야한다는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서비스스 이  선행

연구들이 오 라인 서비스스 이  연구보다 활성화 

되지 않았음을 착안하고, 개념들의 분류나 정의들이 명

확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온라인 서비스스 이 에 

한 연구를 진행하 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온라

인 쇼핑몰 이용 고객의 구매의도는 고객이 서비스 제공

자를 신뢰하는 것에까지 확장되는 것과 강하게 연결되

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더욱이, 온라인 서비스스

이 에 한 고객의 구매의도 개념은 신뢰와 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 을 살펴보면 크게 이론  시사 과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물리  환경을 통해 실무자를 한 주

요 용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서비스 제공회사들은 소

비자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신뢰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

는 물리 인 환경 요소에 하여 기업 자신의 서비스 

환경에 해 스스로 진지하게 평가해 보아야한다. 

둘째, 온라인 서비스스 이  형성과정에 한 명확

한 체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심미  매

력, 공간 기능성, 결제 안정성, 머천다이징 4가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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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서비스스 이 의 매우 요한 특징에 

한 유용한 요소들이 실무자들의 기업 온라인 서비스 환

경에 한 규정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웹사이트 는 경쟁사 웹 사이트 조사

를 하는 것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요한 e-서비스스

이  차이 는 우 를 보여  것이다.

셋째, 서비스스 이 를 구성하는데 있어, 신뢰형성

의 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들 수 있다. 서비스스

이 의 각 차원에 한 세심한 주의가 온라인 물리  

환경을 구성하는 각 차원에 용되어야 하며 심미  매

력, 공간 기능성, 결제 안정성, 머천다이징에 한 소비

자의 평가  해석이 요하다. 그러한 소비자의 신뢰

에 한 견해는 그 기업에서의 온라인 물리  환경을 

구성하는 과정에 용되어야 한다.  

이에 마 터는 온라인 환경에서 인터넷쇼핑몰에 

한 소비자들의 신뢰 형성에 향을 주는 웹사이트에서 

제품의 실제감을 높이고, 제품 진열에 한 시각  디

자인을 향상 시키거나  할인쿠폰이나 이벤트를 통해 쇼

핑 에 한 즐거움과 오락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략

을 추구하여 소비자들의 쾌락  가치와 구매 만족감을 

증가 시키고,  편리한 사이트 맵을 제공하여 제품탐색 

이용이 편리하게 하여  제품구매가 신속하게 이루어지

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쇼핑시간과 노력이 약될 수 

있다. 즉 마 터는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쇼핑

몰의 디자인측면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온라인 서비스

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한 온라인 환경에서는 제품에 한 정보가 공개되

어 타 쇼핑몰과의 제품비교가 용이하게 하여 제품정보

나 가격에 한 차별화가 요구된다. 이를 해서 가격

비 질 좋은 제품을 구비하거나, 고객맞춤 코디 략

이나 제품문의에 한 즉각 인 처리, 주문제품에 한 

설명, 제품취소 용이성 등에 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

기 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결제서비스는 개인 정

보나 보안문제에 더욱 철 한 리구축시스템이 필요

하다. 이와 같이 온라인 쇼핑몰 실무자들은 온라인의 

물리  환경에 더욱 심을 갖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

는데 집 해야한다는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개선  그리고 앞으로 연구의 방향

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다.

첫째, 오 라인 배경을 해 원래 개발되었던 개념화 

보다 확장된 e-서비스스 이 의 안 개념화를 개발

하고 실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향후 연구는 이

와 연계하여 심미  매력의 요성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설계시 응답자에 한 개념의 명확한 이해 

부족과 측정변수가 많이 제거된 을 들 수 있다. 제거

된 이유는 설문지 작성시 역문항을 사용하 고, 설문문

항 개념에 한 이해를 응답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조사에 들어간 이 측정변수의 제거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표본 상 설계시 상특성을 고려하지 못

한 을 들 수 있다. 한 요인들이 서로 다른 개념들로 

묶 다는 것은 측정문항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사 설계와 용된 방법들이다. 횡단면 조사 

설계의 사용으로 연계는 측정할 수 있었지만 인과 계

는 측정하지 못하 다.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경험  

방법을 채용하면 더 좋은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웹사이트를 

제시하여, 응답자에게 체험해 보도록 하고, 응답자가 웹

사이트의 구성이나 환경 인 부분들에 해 느끼는 감

정들을 연구해 보고, 그러한 근은 인과 계의 향을 

실험을 가능하게하고 이러한 조사 방법은 온라인 물리

 환경에 해 보다 이해가능 한 조사를 한 기반을 

구성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응답 표본을 쇼핑몰 경험이 있

는 20 -30 를 심으로 조사 하 는데, 20 -30  특

히 은 세 일수록 감각 지향 인 속성이 있으므로 각 

변수들에 향이 다르게 미칠 수 있다는 을 간과해서

는 안 될 것 같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각 연령 별 

표본을 고르게 구성하여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연령

별 물리  환경에 반응하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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