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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shopping malls and find a way to establish a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y for online shopping malls in Chin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n the loyalty by applying the perceived 
shopping value (Hedonic Value, Utilitarian Value) of consumers in online shopping malls.  In addition, In order to grasp the 
factors affecting consumer loyalty in online shopping malls,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shopping malls are multidimensional, con-
sisting of product characteristics, recommended quality, benefit services, and community services. In order to obtain the purpose 
of the study, a questionnaire was surveyed for chinese online shopping experience and the research model was verifi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method.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was used together with SPSS 24.0 and AMOSS 24.0.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ly, the recommended quality and benefit service of online shopping malls are positive for the perceived 
hedonic value of consumers. The product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service were found to have no effect on the hedonic 
shopping value. Secondly, the product characteristics, recommended quality, benefit service, and community service of online 
shopping malls on the utilitrian value perceived by consumers were positively affected. Thirdly, the perceived hedonic value 
has a positive effect on loyalty.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perceived utilitrian value affects loyal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y was established for existing chinese online shopping mall operators and potential 
new operators as well.

Keywords：Online Shopping Mall Characteristics, Hedonic Value, Utilitarian Value, Loyalty

1. 서  론1)

중국의 도시화 정책에 따라 중국의 도시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8.3억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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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이며, 연평균 1.4%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7]. 
이와 같이 새로운 도시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잠재
적인 소비자 그룹이 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새로운 도시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의 주도하에 네트
워크 환경 개선, 물류 산업 발전, 통신 기술 및 기타통신망
인프라 구축 등의 활동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발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11년부터 시작한 중국 “소비 업그
레이드(Consumption Upgrade)” 경제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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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온라인 시장은
도시화에 힘입어 더욱더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 소비자 계층은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은 1999년 8월에 eachnet.com 쇼

핑몰을 시작으로 매년 신규 쇼핑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중국 네티즌 수는 2018년 8.28억 명에서 2019년
6월 기준 8.54억 명으로 1년 간 2598만 명 증가하였고 그
중 온라인 쇼핑몰 사용자는 6.39억 명으로 전체 네티즌의
7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8]. 2019년 중
국의전자상거래규모(C2C+B2C)는 8.52조위안(약 1402.5조
원)에 도달하였다[14]. 또한 2019년 네티즌 월 소득이
2000위안 이상인 중상위계층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어 다양한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소비층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과 전체 소비
자 중 중상위계층의 확대로 중국 전체의 온라인 쇼핑몰
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새
로운 온라인 쇼핑몰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 범위
가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많은 신
규 진입자가 등장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 유치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기능 특성, 편의성, 서비스 등이 활
성화 되고 더욱더 스마트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따
라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에 대한 더욱 체계적 연구
가 필요하다.
현재 알리바바, JD.com과 같은 중국의 주요 쇼핑몰 기

업의 고객유치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17] 
신규 소비자를 만드는 것보다 소비자와의 신뢰 및 충성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충성도가 높
은 소비자는 구매, 재구매 및 고가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24] 충성도 높은 소비자를 발굴 및 유지하는 방
법은 기업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은 이익의 관점에 기초하여, 온라인쇼핑 소비자에
대한 쇼핑몰 충성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할 필요
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편의성, 안정성, 제품 품질, 배송의 신

속성, 정보 다양성, 가격, 구매 후 서비스, 쇼핑 분위기
등의 특성들과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행동과 영향 관계
를 다루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제품의 여러
특성, 추천서비스의 품질 및 커뮤니티의 여러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추천 적합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소비자의 상품추천에

대한 신뢰, 이용의도, 구매의도는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15]. 이와 같이 적절하게 제공된 추천서비스는 소비자의
반응과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기업 이미
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9]. 결과적으로 소비자 행동
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화 추천서비스의 품질과 소비자
심리적 쇼핑 가치 및 행동의도간의 체계적인 영향관계의

연구가 더 의미가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과 소비자

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이 많다. 온라인 커뮤니
티 특성에 따라 커뮤니티에 속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소비자들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면
해당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다[10]. 따
라서 온라인 쇼핑몰의 커뮤니티서비스는 소비자의 쇼핑
가치 및 행동의도간에 관계를 파악한다면 커뮤니티를 통
해 더 나은 온라인 쇼핑몰과 소비자 간의 관계가 촉진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내용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보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즉,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제
품특성, 추천품질, 커뮤니티 서비스) 쇼핑가치 및 소비자
구매 후의 충성도와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규명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의 행동 가치를 설명
할 수 있는 수단-목적 사슬 이론의 구조 틀에서 연구 모
형을 구성하였다. 고안된 연구 모형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마지
막으로 분석결과에 따라서 온라인쇼핑 사업자 또는 미래
의 잠재적 신규사업자에게 유의미한 마케팅 전략을 제공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쇼핑몰 특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의 정의에
도 차이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형
태로 기업 및 소비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온
라인 쇼핑몰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은 거래
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또는 오프라인과의 연동에 따
라서 B2C(Business to Consumer), B2B(Business to Busi-
ness), C2C(Consumer to Consumer) 및 O2O(Online To Offline/ 
Offline To Online)등과 같은 다양한 모델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제품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

며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항목 중에서 제품의 다양
성, 상품정보, 품질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제품의 다양성
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 조사되었다[13]. 제품 정보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제
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하며 제품 가격, 제품 유형의
다양성 및 제품 품질 정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5]. 오프
라인 쇼핑몰의 상품 특성은 해당 몰의 쇼핑 경험자들이
느끼는 쾌락적 및 실용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7]. 유사하게, 온라인 쇼핑몰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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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다양한 제품에 대한 고객의 쇼핑 만족도는 쇼핑을
통해 고객이 느끼는 실용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판명되었다[30].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구색, 제
품 품질 및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 품질 같은 특성들
이 소비자의 쾌락적 및 실용적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알
려져 있다[26].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품 특성이 쇼핑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한다.
추천서비스는 소비자 개인의 과거 구매이력 및 제품

검색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관심
을 두고 있는 제품 또는 구매할 확률이 높은 제품들을 심
도 있게 선별하여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
다[31]. 따라서 온라인 쇼핑 소비자의 개인적 맞춤화 서비
스는 소비자 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수 있다
[4].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추천상품에 대한 정확도 즉
고객의 높은 수용도는 추천상품의 신뢰도, 소비자들의 이
용 의도 및 상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조
사되었다[15]. 따라 제공된 정확한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
의 지각한 편리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결과적으로 구
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9]. 이와 같이 양질의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의 행동에 심리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나 구매 결정과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33]. 이상의 선행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본 논문에
서는 추천 서비스 품질(정확도)이 쇼핑 가치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라는 가정을 수립하고 검증하려 한다.
혜택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가격할인, 이벤트, 쿠폰, 적립금 등 여
러 가지 서비스이다. 판매촉진 속성에서 경품, 사은품, 
가격할인이 소비자의 지각된 쾌락적 쇼핑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조사되었다[18]. 소비자 실용적 쇼핑 가치
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콘텐츠 이용 편의성 및 혜택서비
스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36]. 소셜커머스의 할인
및 보상 추구의 성향을 지닌 소비자일수록 쾌락적 쇼핑
가치를 지녔을 확률이 높으며 그렇지 못한 다른 소비자
들보다 상대적으로 구매의도가 높다고 하였다[21]. 인터
넷에서 의류를 구매한 쾌락적 쇼핑가치 집단은 점포 속
성에 따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실용적 쇼핑가치 집단
은 여러가지 점포속성 중에서 판매 촉진에 유의한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2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혜택서비스가 쇼핑 가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온라인에서 형성된 공통 관심사, 

경험, 정보 등을 게시판, 댓글, 평가 등의 방식으로 공유
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정의한다[25]. 소비자들이 특정
온라인사이트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면 구성원들
간에 지속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관계가 형성되고 이러

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해당 온라
인 쇼핑몰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10]. 즉, 온라인 커
뮤니티는 주로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 서비스 특성을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용적 정보 추구 요소” 
와 “경험 만족도의 쾌락적 요소”와 같은 커뮤니티 혜택
특성이 사용자의 커뮤니티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 그래서 소비자들에 의해 커뮤니티에서 지각된 쾌락
적 쇼핑 가치가 높아질수록 소비자와 쇼핑 사이트 간 상
호 작용 관련 속성이 더욱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한다[7].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커뮤니티의 상호작용 특성은 소비
자의 실용적 쇼핑 가치와 쾌락적 쇼핑 가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34].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
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커뮤니티 서비스가 소비자 지각된
쇼핑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가정하고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정보, 제품 가격, 

제품종류, 제품품질 등을 해당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특
성’ 이라고 정의한다.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활용
하는 고객 개인별로 맞춤화된 서비스를 ‘추천 품질’로
정의한다. 또한, 가격할인행사, 포인트 및 적립금 제공, 
다양한 쿠폰발행 등의 서비스특성을 쇼핑몰에서 고객에
게 제공하는 ‘혜택 서비스’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게
시판, 댓글, 평가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자유
롭게 소비자들 간 또는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커뮤
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온라인 쇼핑몰이 소
비자에게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라고 정의한다. 이
와 같이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과 이론적 개념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을
제품 특성, 추천 품질, 혜택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의
네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온라인 쇼핑몰의 네 가지 특성
과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도출한 본 연
구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H1 : 온라인쇼핑몰특성이 지각된 쇼핑 가치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1-1 : 쇼핑몰 특성이 쾌락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1 : 제품 특성이 쾌락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2 : 추천 품질이 쾌락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3 : 혜택서비스가쾌락적가치에영향을미칠것이다.
H1-1-4 : 커뮤니티 서비스가 쾌락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쇼핑몰 특성이 실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1 : 제품 특성이 실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2 : 추천 품질이 실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3 : 혜택서비스가실용적가치에영향을미칠것이다.
H1-2-4 : 커뮤니티 서비스가 실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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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각된 쇼핑 가치

소비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정성적, 정량적, 주관적 및
객관적인 요인들을 포함한 다차원 요인으로 구성되는 쇼
핑 경험을 체험하며 이런 체험으로부터 경험한 자신이
원하는 쇼핑 가치는 제품의 구매행동으로 이어진다[6]. 
쇼핑 가치는 소비자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의 획득을 통하여 충족되는 실용적 가치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쾌락
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3]. 소비자에게 지각된 쇼핑 가
치는 심리적으로 원하던 것이 만족되면 쇼핑에 대해 감
정적 가치를 지각할 수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객의 지각된 쇼핑가치를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2.1 쾌락적 가치

쇼핑을 통한 즐거움 등과 같이 소비자의 내적 감정이
충족되면 지각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8]. 
쾌락적 쇼핑가치가 소비 과정에서 자신의 즐거움과 같은
경험적 소비 가치를 추구하는 심리적 감정적 특성이라는
개념도 있다[11].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각한 쾌락적 쇼
핑 가치 인지 욕구 추구 특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재미, 
즐거움, 자유, 환상, 기분전환, 새로운 정보수집 등의 특성
을 포함한다[35]. 본 연구에서는 쾌락적 쇼핑 가치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얻기 위해 최초에 계획했던 특정 목적을
성취한다는 개념이 아닌, 인터넷 온라인 쇼핑과정에서 소
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즐거운 감정적 경험을 통해 지각
된 심리적 가치상태라고 정의하였다.  

2.2.2 실용적 가치(Utilitarian Value)
소비자는 각자 처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쇼핑 과정을

통해 필요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구매하려고 한다[11]. 따
라서 소비자는 실용적 쇼핑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제
품정보 탐색 과정에서 과업 지향적이고 능동적이며, 합
리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다[2]. 이와 같이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위
한 정보탐색 과정은 쾌락적 및 감정 지향적이기 보다 실
용적 및 가치 추구를 더욱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한다[3]. 
또한 실용적 쇼핑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는 쇼핑몰의 경제적 가치, 효율성, 서비스의 우수성 등이
있다[24]. 계획했던 제품 구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근거
및 교환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성적 소비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2.3 충성도(Loyalty)

고객 충성도의 정의는 태도접근, 행동접근 및 통합접

근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9]. 고객이 경쟁자의
마케팅 노력이나 타인의 영향에 관계없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미래에도 특정 브랜드나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태도적 충성도라고 한다[2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충성도를 소비자가 어떤 애착 등 개
인적 취향 및 선호도를 가지고 특정 온라인 쇼핑몰을 사
용하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정의 한다
[12]. 반복구매 정도에 따른 행동 접근식과 호의적인 태
도에 따른 태도 접근식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포
괄적인 통합 접근식 개념도 있다[9]. 이에 따라서 본 연
구는 통합적 접근식 충성도 개념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
핑몰의 소비자 충성도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쇼핑 과정에서의 감정적 반응과 점포태도를 통해 지

각된 쇼핑가치(쾌락적 가치, 실용적 가치)가 오프라인 점
포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에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1]. 베트남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의 쾌락적 가치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지만[16] 
중국 서비스 산업에서는 소비자의 만족도와 전환 비율의
조절효과로서 지각된 쇼핑 가치가 고객의 충성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다[32]. 소비자의 인터넷 쇼
핑몰에 대한 참여수준에 비례하여 실용적 쇼핑가치가 충
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다[23]. 또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과 통합적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
비자의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만족도가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쾌락적 쇼핑가치와 실용적 쇼핑 가치가 결과적으로 충성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6, 37].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서는 소비자의 지각된 쇼핑 가치가 충성도에 영향을 준
다는 가정을 설정하고 검증할 것이다. 이상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도출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H2 : 쇼핑 가치가 소비자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 쾌락적 가치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 실용적 가치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이 소비자가 지
각된 쇼핑 가치 목적을 통해서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인간의 문제해결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목적 사슬모델을 기반으로 온라인
쇼핑몰 특성-소비자 지각된 쇼핑 가치-소비자 충성도의
인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쇼핑몰 특성에 대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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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온라인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품
특성, 추천 품질, 혜택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의 요인
변수를 총 네 가지 수단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소비자로
부터 지각된 쇼핑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쇼
핑 가치를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로 나누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고찰 결과를 종합하여 구성한 본 연구의 모
형은 <Figure 1>과 같다. 

3.2 설문지 구성 및 자료수집

설문의 목적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경험자를 대상으로 쇼핑몰의 특성이 지각된 쇼핑 가치를
통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각 변
수의 측정 개념과 해당 설문지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쇼핑몰 특성은 앞에 제시 했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

에 따라서 네 가지 요인, 즉, 제품특성, 추천 품질, 혜택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
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서 본 연구 환경에 맞게 설문지
를 구성하였다. 지각된 쇼핑 가치는 선행 연구에 따른 쾌
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 두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충성
도는 선행연구를 따른 소비자가 애착 및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해당 쇼핑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
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각 변수의 구성된 설문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

중국 전문적 연구 및 설문조사 플랫폼(wjx.cn)을 이용하
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We Chat)로 분포하고 수집 하였다. 본 설문지의 조사 대
상자는 온라인 쇼핑 경험자로 제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된 자료는 SPSS24.0와 AMOSS24.0을 이용하여 분석
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구 통계적 특성

본 설문지 조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 경험자로 설정 되
었으며, 본 설문지는 총 320부를 회수하였다. 동일한 답
으로 작성된 10부 응답지는 제거 하였다. 즉 유효표본 수
는 310부 이며, 이 중에 28부는 온라인 쇼핑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설문지의 최종 유효 표본은 282부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이 119명(40.43%), 
여성이 173명 (59.57%)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에 따르면
1985년~1989년, 88명(31.21%), 1990년~1994년, 67명(23.76%), 
1995년~1999년, 65명(23.05%), 2000년 이후, 25명(8.87%), 
1979년 이전, 20명(7.09%), 1980년~1984년, 17명(6.03%)
이었으며, 중국 현재 사회 소비 주제(1985~1999년에 태어
난 사람 집단) 외에도, 온라인 쇼핑 소비자는 2000년 이후
집단과 1979년 이전 집단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응답자의 지역분포에서 볼 때 동부지역은
170명(60.28%), 서부지역은 112명(39.72%)이 있다. 직업
에 대한 문항에서는 사무직원(공무원, 기술직, 생산직, 영
업직, 서비스직, 회사직)은 130명(46.1%), 대학생은 71명
(25.18%), 프리랜서/창업자 40명(14.18%), 가정주부는 15명
(5.32%), 기타는 26명(9.22%)이 있다. 또한 소비자의 온라
인의 기본상황에서 온라인 쇼핑을 할 때마다 걸린 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보통 1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
체 비중에 56.74%로 160명을 차지하였고 1~3시간 안에서 
108명으로 38.3%를 차지한다. 온라인 쇼핑의 이루어지는
시간구간에대한조사결과는주로밤에 21:00에서 24:00까지 
157명으로 55.67%를 차지하며, 저녁에 18:00에서 20:00까
지 85명으로 30.14%를 있다. 이와 같이 지금 중국에서 소
비자들은 주로 퇴근 후에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것으
로 보여진다. 구체적인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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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ems Content Frequency(N) Ration(%) Items Content Frequency(N) Ration(%)

Living area
East China 170 60.28 time

(unit : hour)
3-5 11 3.90

west China 112 39.72 5~ 3 1.06

Gender
M 119 40.43

Online shopping 
time interval
(unit : hour)

7:00~9:00 5 1.77
F 173 59.57 12:00~13:00 13 4.61

Birth connection 
section

~1979s 20 7.09 15:00~16:00 22 7.80
1980s~1984s 17 6.03 18:00~20:00 85 30.14
1985s~1989s 88 31.21 21:00~24:00 157 55.67
1990s~1994s 67 23.76

Career

Student 71 25.18
1995s~1999s 65 23.05 Freelance/Founder 40 14.18

2000s~ 25 8.87 Housewife 15 5.32
Online shopping 

takes
0-1 160 56.74 Office workers 130 46.10
1-3 108 38.3 Etc 26 9.22

Total 282 100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factor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s ɑ
1 2 3 4 5 6 7

PS

P1 .072 .910 .066 -.016 .032 -.009 .122

.912
P2 .036 .853 .043 -.027 .117 .061 .033
P3 .084 .887 .096 .068 .044 .015 .070
P4 .157 .852 .048 -.015 .090 .119 .024

RQ

R1 .196 -.014 .176 .080 .221 .721 .119

.836
R2 .071 .048 .189 .080 .082 .765 .147
R3 .116 .076 .223 .058 .062 .744 .115
R4 .130 .076 .160 .103 .145 .817 .091

BS

B1 .186 -.041 .102 .080 .809 .110 .196

.862
B2 .083 .115 .211 .100 .796 .108 .085
B4 .180 .096 .095 .128 .822 .106 .127
B5 .195 .165 .137 .074 .689 .197 .152

CS

C1 .116 -.024 .030 .764 .069 .125 .126

.875
C2 .104 .043 -.030 .829 .042 .120 .084
C3 .111 -.030 .100 .877 .077 .046 .095
C4 .081 .019 .052 .869 .152 -.001 .042

HV

H1 .181 .095 .792 .015 .187 .276 .163

.898
H2 .182 .051 .805 .044 .032 .163 .170
H3 .144 .066 .804 .086 .192 .228 .112
H4 .130 .087 .823 .022 .176 .173 .088

UV

U1 .817 .090 .173 .146 .239 .132 .126

.927
U2 .799 .136 .223 .124 .207 .185 .168
U3 .842 .108 .108 .124 .146 .150 .168
U5 .862 .094 .170 .124 .116 .107 .132

L
L1 .179 .072 .168 .149 .148 .125 .805

.866L2 .176 .161 .175 .156 .199 .225 .792
L3 .225 .066 .193 .118 .258 .186 .757

Eigen value 3.243 3.243 3.072 3.004 2.947 2.821 2.211
-Explain Dispersion(%) 12.012 12.010 11.377 11.127 10.916 10.449 8.187

Cumulative Dispersion Value(%) 12.012 24.021 35.398 46.525 57.440 67.889 76.076
KMO = .89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 4964.102 df = 351 sig = .000 Total Variance Explained = 76.076
PS : Product Specifications, RQ : Recommended Quality, BS : Benefit Service, CS : Community Service, HV : Hedonic Value, UV : Utilitarian 
Value, L :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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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factor Items
Estimate

SE t-value CR AVE
Non-standardize Standardized

PS

P1 1.000 .916

.912 .723
P2 .803 .791 .046 17.443
P3 .930 .873 .044 21.048
P4 .888 .815 .048 18.429

RQ

R1 1.000 .756

.840 .569
R2 .998 .718 .087 11.500
R3 1.040 .711 .091 11.390
R4 1.060 .826 .081 13.087

BS

B1 1.000 .804

.865 .616
B2 .911 .776 .067 13.645
B4 .913 .837 .062 14.825
B5 .777 .717 .063 12.422

CS

C1 1.000 .710

.879 .646
C2 1.104 .778 .091 12.134
C3 1.163 .878 .087 13.423
C4 1.137 .840 .087 12.999

HV

H1 1.000 .891

.899 .690
H2 .745 .772 .047 15.955
H3 .912 .848 .049 18.656
H4 .944 .807 .055 17.152

UV

U1 1.000 .869

.927 .761
U2 1.012 .887 .050 20.279
U3 1.040 .860 .054 19.148
U5 1.057 .874 .054 19.733

L
L1 1.000 .762

.869 .689L2 1.128 .882 .077 14.725
L3 1.122 .841 .079 14.224

(p) = 378.330(.002), df = 303, x²/df = 1.249, GFI = .912, CFI = .984, TLI = 982, IFI = .984, RMSEA = .030
PS : Product Specifications, RQ : Recommended quality, BS : Benefit Service, CS : Community Service, HV : Hedonic Value, UV : Utilitarian 
Value, L : Loyalty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탐색적 요인 분석은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서로 유사한 변수들을 묶어주는 분석방법이다. 이를 통해
각 변수의 구조 파악, 요인에 반응하지 않은 변수의 제거, 
측정 도구의 타당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
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요인 간에 교차 혹은 부합되거나
이론적 차원과는 다른 요인에 적재되거나, 적재치가 낮아
타당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하였고 베리맥스 회전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검증하였다. 
SPSS24를 이용하여 온라인쇼핑몰 특성, 온라인 쇼핑 가치, 
소비자 충성도에 관한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의 Cronbach’s 
α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분석결과 KMO의
표본 적합성 역시 0.893으로 적합하게 제시되었고 Bartlett
의 구형성 검증에서 p값이 0으로 나타나 ‘변수 간 상관계
수가 0이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또한 요인들의
아이겐 값은 2.211~3.243 사이로 나타났고 총 분산설명력
은 76.076%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모든 항목에 대한 요인
의 적재량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본연구에서사용된항목 요인의설문문항
들이 적절하게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2> 참조).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개념들은 모두 0.7 이상의 CR값
과 0.5 이상의 AVE값을 나타내고 있어 내적 일관성에 문
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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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nalysis and Validation of Discrimination

Variable AVE 1 2 3 4 5 6 7

PS .723 1
RQ .569 .160** 1
BS .616 .217** .391** 1
CS .646 .040 .233** .263** 1
HV .690 .206** .518** .417** .162** 1
UV .761 .255** .406** .463** .307** .448** 1
L .689 .236** .450** .489** .320** .461** .494** 1

*p < 0.05, **p < 0.01
PS : Product Specifications, RQ : Recommended quality, BS : Benefit 
Service, CS : Community Service, HV: Hedonic Value,UV: Utilitrian 
Value, L: Loyalty

X1 : Product Specifications, X2 : Recommended quality, X3 : Benefit Service, X4 : Community Service, M1 : Hedonic Value, M2 : Utilitarian Value, Y : Loyalty
<Figure 2> Structural Model Analysis

4.3 상관관계분석 및 판별 타당성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고, 각 변수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Table 4>와 같이 나타
났다. 각 요인의 추출된 평균 분산(AVE)의 값이 각 상관
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면 판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
로 간주한다. 확인적 요인 분석표의 AVE값을 활용해
AVE 값과 상관계수 제곱 값을 대조 및 작성하여 비교해
보면, AVE 값이 상관계수 제곱 값 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변수의 판별타당성이 충
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구조모형분석 및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전체적 구조모형은 χ²(p) = 421.706(.000), df 
= 308, x²/df = 1.369, GFI = .903, CFI = .976, TLI = .973, 
IFI = .976, RMSEA = .036을 갖는 최적모형이 도출되었

음으로 전체적인 적합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Amos24를 이용하여 <Figure 2>과 같이 설정된 구조 모형에
따라 가설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이, 우선, 가설 1-1에 대한 검증에서 제품 특성은 쾌락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1은 기각되었다(표준화 경로계수 = .096, p > 0.05). 다음
으로 추천 품질은 쾌락적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2는 채택되었다(표준화 경
로계수 = .482, p < 0.001). 혜택서비스는 쾌락적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3은
채택되었다(표준화경로계수 = .249, p < 0.001). 커뮤니티
서비스는 쾌락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4는 기각되었다(표준화 경로계수 = -.007, 
p > 0.05). 가설 1-2에 대한 검증에서 제품 특성은 실용적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1은 채택되었다(표준화 경로계수 = .151, p < 0.01). 추천
품질은 쾌락적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1-2-2는 채택되었다(표준화 경로계수 = 
.268, p < 0.001). 혜택서비스는 쾌락적 가치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3은 채택되었다
(표준화경로계수 = .325, p < 0.001). 커뮤니티 서비스는
쾌락적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1-2-4는 채택되었다(표준화 경로계수 = .335, p < 
0.01). 가설 2에 대한 검증에서 쾌락적 가치는 충성도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채택
되었다(표준화 경로계수 = .354, p < 0.001). 실용적 가치는
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2-2는 채택되었다(표준화 경로계수 = .400,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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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Hypothesis 
route

path Coeffici

t-v p-v AdoptNon-
Standardized

Standardized

H1-1-1 .077 .096 1.754 .079 Reject
H1-1-2 .535 .482 6.815 .000*** Adopt
H1-1-3 .234 .249 3.720 .000*** Adopt
H1-1-4 -.009 -.007 -.129 .897 Reject
H1-2-1 .134 .151 2.770 .006** Adopt
H1-2-2 .328 .268 4.055 .000*** Adopt
H1-2-3 .335 .325 4.788 .000*** Adopt
H1-2-4 .223 .166 2.854 .004** Adopt
H2-1 .274 .354 5.538 .000*** Adopt
H2-2 .281 .400 6.190 .000*** Adopt

**p < 0.01, ***p < 0.001

5. 결  론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 경험자의 충성도에 미치는 영
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을 두고 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과 쾌락적 가치 간의 영향

관계에서 제품 특성과 커뮤니티 요인은 쾌락적 가치에
유의하지 않다고 분석되었지만 온라인 추천 품질과 혜택
서비스는 쾌락적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특성, 추천 품질, 
혜택서비스와 커뮤니티 4개 특성 요인이 모두 소비자의
실용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셋
째,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는 소비자 충성도에 정(+)
의 영향 관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온라인 쇼핑몰특성
과 쇼핑 가치 목적 및 소비자 충성도에 인과관계 모델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제품특성이 실용적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지만 쾌락적 가치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다는 분석 결
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현재 중국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이 증가하고 동일한 제품이 여러 쇼핑몰에 유통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의 일치성과 동시에 제품에
대한 악성 가격 경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이로 인
해 쇼핑 경험자는 온라인 쇼핑의 실용적인 목적을 더 쉽
게 지각할 수 있다. 단, 제품 품질, 배송 품질 및 애프터
서비스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쇼핑 경험자에게 더 이상
즐거운 쇼핑 가치가 창출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쇼핑몰
에 유통하는 제품에 최저가 방법을 고려한다면 제품의
유통비용을 최저가로 해야 된다. 또한 제품 업체가 동일
한 가격정책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유통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은 신뢰 할 수 있는 배송 업체와 제

휴함으로써 배송 능력 및 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다. 온
라인 쇼핑몰 운영자 또는 미래 잠재 사업자들은 소비자
의 쾌락적 쇼핑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커뮤니티 서비스가 실용적 가치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쳤지만 쾌락적 가치에는 기각한 분석 결과가 있다. 
즉, 현재 중국 온라인 쇼핑산업이 20년 동안 발전함으로
서 쇼핑경험자가 온라인 쇼핑몰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
해서 많은 상품정보나 문제해결 등 서비스 기능이 실용
적인 목적으로 쉽게 지각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쾌락적
쇼핑목적은 인식이 낮다. 따라서 향후에 온라인 쇼핑몰
을 혁신할 때 실용적 목적을 향상할 수 있는 전략을 지
속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오락성과 재미성
같은 쾌락적 쇼핑가치 목적도 달성 할 수 있도록 유의해
야 한다. 
셋째, 최근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나 과거의 인터넷 행적을 바탕으로 개발 된 추
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천 서비스를 널
리 사용하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검색하는 시간을 크
게 절약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평소보다 더 높은 품
질 또는 더 흥미로운 제품, 광고 등 정보를 찾을 수 있
다. 이는 쇼핑경험자의 온라인 쇼핑에 대한 실용적 가치
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쇼핑과정에서 체험하
게 되는 쾌락적 가치를 증가시킨다. 조사 결과를 보면
85.81%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은 저녁 18:00 이후에 실
현되었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소비자가 일상적인 직장
생활을 마친 후 온라인 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
음을 반영하므로 온라인 쇼핑의 적시성 또한 소비자의
요구가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 쇼핑몰이 쇼
핑 경험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인적 맞춤화 서비스를 개발
과 실행해야 된다. 특히 추천서비스의 추천 정확성 향상
을 위해 소비자의 기본적 개인정보, 쇼핑 행적, 외부환경
정보(날씨, 헬스, 계절 등) 등을 IT기술 전문 업체와 적극
적으로 연결하고 협조해야 된다. 
넷째, 동시에, 혜택서비스가 쇼핑 경험자의 쇼핑 가치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들이 전
통적 할인이벤트, 포인트 등 혜택 서비스들이 소비자에
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쇼핑몰의 테마 이벤트나 저비용
으로 추가적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번들 혜택
(Bundle benefits)도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
몰이 더 좋은 혜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 이 온
라인 쇼핑몰 경험자의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쇼핑 가치
를 향상으로 시킬 것이다.
다섯째, 경험자의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가 온라

인 쇼핑몰에 대한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
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소비자의 오락성, 재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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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이벤트,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 제품 등 요인을 충
족시키면 더 좋은 쇼핑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경험자들이 해당하는 쇼핑몰에 대한 재구매나, 추천, 
재사용 등 행동을 유발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또

는 신규 진입자의 마케팅활동의 기획에 있어 유용한 정
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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