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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theoretical model for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commitment of trade portal site

6C's. This research is the first to empirical test the causal relationships in Trade portal site. The relationship

commitment for e-Trade portal site are tested here using data from 195 samples.

Research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was mainly survey and questionnaire. Structural equation model

is used in the hypotheses test. the results support all hypotheses involving hypothesis 1 and 6.

The major finding of this paper would be summarized as followed:

1) Perceived relationship commitment of e-Trade site 6C's is positively related to contents, community,

communication, customization in e-trade activity level and activity range of trade practical

2) Perceived commerce of electronic trade site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relationship commitment of

trade companies.

3) Perceived e-trade site in electronic trade connec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re-activity intention. In

examining the relationships commitment of the factors, e-trade potal 6C's show in significantly by Contents,

Community, Communication, Customization, Re-activity intention, but that show in not significantly by

Commerce factor.

Key Words : e-Trade portal site, Relationship Commitment, Contents, Community, Communication,

Customization, Connection, e-trad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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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전자무역은 인터넷 등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정보수집 거래선 발굴에서부터 수, EDI, CALS ,

출상품 해외홍보 오퍼 및 거래협상 등 계약체결에서부터 통관 및 운송 신용조회 등 무역거래의 전, ,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 무역과는 무역절차상의 차이라기 보다는 무역을 진행하는 수.

단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적 방법에 의한 수단을 이용하여 무역진행 절차를. ,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처리한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업무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전자무역의 특징을 보면 무역정책 동향 및 법규검색 해외시장정보, ,

수집 경쟁업체 동향 파악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오퍼등록 및 조회 새로운 거래선의 발굴 거래처 및, , , , ,

기업 신용조사 거래상담 및 협상 물류운송 및 보험정보 신용장 및 대금결제 통관 및 관세업무 의, , , , ,․
견수렴 및 클레임 접수 업무 등에 대한 정보적 기능 및 거래알선 기능 등 무역업무의 전 범위를 포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역업체는 무역업무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무역을 활용하는데 전자무역 사이트 운영자,

들은 다양한 형태의 전자무역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인터넷 상에서 모델을 구현하여 사이트. ,

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무역을 달성하여 무역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는 사이트를. ,

전자무역중개기관 무역포탈사이트 거래알선사이트 마켓플레이스 종합상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 , e- , e-

불리워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무역관련 사이트를 무역지원사이트라고 포괄적인 명칭을.

부여하여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무역업체는 효율적인 전자무역을 실행하고 다양한 무역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무역지원사이트를,

방문하게 된다 물론 무역업체가 이들 사이트를 방문하여 무역업무에 대한 실효성 효율성 및 만족할. ,

만한 기대효과를 얻기 위하여 방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무역지원 사이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무역업무 측면에서 구분하여 무역업체와의 관계결속의 정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 .

구의 모형은 Amstrong & Hagel (1997)Ⅲ 1)와 이수동최주석(2001)․ 2)이 제시한 가상환경에서 대고객간

관계결속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무역업무 측면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야후 창,

시자 제리양에 제시한 컨텐츠 커머스 커뮤니티 커넥션를 전자무역을 중심으로 정리한 이성봉4C's( , , , ) ․
심상렬(2001)3)의 연구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된 커뮤니케이션 고객화에서 응용하여 활2C's( , )

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자무역 지원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는 무역업체가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 대한 효율성과 그리고 성과 등을 측정하여 이들 사이트와 관계결속 정도와 활용의도를 실증적6C's

1) Amstrong A. and Hagel. J , "The Real Value of On-Line Communities",Ⅲ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1997,

pp.112-125.

2) 이수동최주석 가상환경에서 대고객 및 고객간 관계결속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유통연구, “ ", 「․ 」 제 권, 5

제 호 한국유통학회2 , , 2001, pp.1-19.

3) 이성봉심상렬 미국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 ”, 「․ 」 제 권 제 호 한국통상정보학, 1 ,Ⅲ

회, 2001.6, pp.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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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분석을 통하여 전자무역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무.

역 지원사이트의 무역관련 정보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무역업체의 전자무역 활용도를 높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전자무역 와 관계결속의 이론적 연구. 6C'sⅡ

전자무역 의 선행연구1. 6C's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고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가에 대해 James Ho(1997)4)는 상업적인 웹사이트에 대한 효율적인 측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한 연구로 평가되는데 분류기준을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촉진 정보와 데이터의 제공 비즈니스 거래프로세스 등으로 구분하고 가치창출의, ,

차원에서는 적절성 고객중심성 유통성 지각성으로 구분지어 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 , . Abels et.

al.(1997)5)은 인터넷 사이트의 특성들이 사용자의 정보요구와 탐색행동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를 분석한 결과 용이성 내용 구조 연계 외관 독특성 등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 , , , . Olsina

et. al(1999)6)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고객평가의 영향요인으로 기능성 사용용이성 효율성 신뢰성을, , ,

제시했다.

특히 전자무역 포털 사이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과 인터넷 마케팅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등 이른바 내지(Contents), (Community), (Commerce) 3C's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커넥션 고객화 등을 더한 의 관점(Communication), (Connection), (Customization) 6C's

에서 전자무역 거래알선사이트를 분석하고 있다.7) 이것은 얼마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지컨텐츠 얼마나 많은 국내외 무역업체가 참여활용을 하고 있는지커뮤니티 해당 사이( ), ( ),

트를 통해 얼마나 실제로 거래상담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사되는지커머스 얼마나 편리하고 상호작( ),

용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제공되고 있는지커뮤니케이션 국내의 관련 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얼마나( ),

범위 내지 규모의 경제가 구현되고 있는지커넥션 개별 무역업체에 맞는 정보와 서비스가 얼마나 잘( ),

4) J. Ho, “Evaluating the World Wide Web: A Global Study of commercial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June, 1997(http://www, ascusc.org/jcmvol13/issue1/ho.html)

5) Abels, E., M. D. White, and K. Hahn, “Identifying User-Based Criteria for Web Pages,” Internet Research, 7(4), 1997,

pp.252-262.

6) Olsina, L,, D. Godoy, G. J. Lafuente, and G. Rossi, “Specifying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ttributes for Websites,” Paper

Presented and the First ICSE Working on Web Engineering(WebE-99), Los Angeles, USA, 1999.

7) 정재승 전자무역 거래알선사이트의 현황과 발전방향 통상정보연구, “ ,” 「 」 제 권 제 호 한국통상정보학회, 5 1 , , 2003,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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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고 있는지커스터마이제이션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로서 전자무역 거래알선사이트( ) .

운영주체가 과연 장기적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등 전자무역 거래알선사이트의 성공적인,

평가기준이 될 것이다.8)

표 전자무역 의 영향변수< -1> 6C'sⅡ

평가기준

6C's
일반적 Web Site 전자무역 지원 Site

컨텐츠

정보 와 디렉토리 및 서치 제품정보와:Articles Archive( ),∙

카탈로그 쇼핑에이전트 쉐어웨어 경품행사 사은행사, , , , ,

세일 등 각종 이벤트 안내 정보서비스뉴스 주가 부, ( , ,

동산 웹정보검색 등 또는 전문가상담, ), Q&A FAQ,

웹사이트 이용지원사이트 맵 사용자 이용규약: ,∙

비즈니스사용자 등록 온라인주문 거래처리 거래처리: , , ,∙

에 대한 안내 등

정보특성 무역정보자료실 운영 업데이트 정: ,∙

도 무역뉴스제공 창업정보제공 전자우편, , ,

운영 국제적 신인도Club ,

기술특성자료다운 및 전송속도 파워검색사: , (∙

업상품회사지역별 홈페이지 제공 개인적, , , ), ,

구축 가능DB

커머스
쇼핑몰 경매 부동산 등과 같이 인터넷 중개가 주류를, ,∙

이루고 있음

사이트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 여부 거래알:∙

선유무 다양성 및 개수, offer to sell & buy( ),

상품광고게시 가능 무역업무실행 가능범위, ,

중소기업지원 유무료여부 링크사이트의, ,․
유형 및 수

커뮤니티

메일링 리스트 뉴스그룹 등을 활용한 동호회 게시판, ,∙

등의 형태로 각 사이트 내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이들

을 직접 커머스에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이 많이 사용

되고 있음

회원간의 접촉을 지원하는 지원도구가 잘 마∙

련되어 있는지 여부 동호회 및 클럽개설 지: ,

역대상범위 무역관련 강좌교육 대상지역( ), ( ),

커뮤니케이션
인스턴트 메신저 통합 메시징 서비스 등을 주e-Mail, ,∙

로 사용

얼마나 편리하고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 수∙

단이 제공되고 있는지

커스터마이제

이션

개인적 필요에 따른 맞춤형 홈페이지 작성지원∙

개체화신 작성지원∙ ․
개인화된 웹사이트 경험제공∙

개인적인 관심사에 따른 정보제공∙

개인화된 공동체 형성∙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

쇼핑지원을 통한 개인화∙

개인홈페이지 작성∙

개별 무역업체에 맞는 정보와 서비스가 얼마∙

나 잘 제공되고 있는지

커넥션

트래픽이 많아도 접속이 빠르고 안정적인지 여부 검색:∙

엔진에서 검색 및 배너광고연결 운영자와의 연결 편리,

성 질문에 대한 응답일자,

국내외 관련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얼마나∙

범위 내지 규모의 경제가 구현되는지

자료 이성봉심상렬 미국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 “ ”, 「․ 」 제 권 제 호 한국통상정, 1 ,Ⅲ

보학회 최홍섭최헌 의 운영과 병원 전략의 탐색적 접근 한국마케팅관리학, 2001.6, p.228.; , “Web Site e-business ”,․
회 추계학술발표회 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2000.11.11, pp.10-12. .

또한 김철호이양기(2002)․ 9)는 웹 사이트의 주요 평가요소로 웹 사이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8) 심상렬 사이버무역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례분석 통상정보연구, “ ,” 「 」 제 권 제 호 한국통상정보학회, 3 2 , , 2001,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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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리고 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의 연구에서는4C's , Contents, Commerce, Community Connection .

무역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측면에서는 자료실의 운영 관련정보의 제공 커머스 측면, ,

에서는 회사소개 제품광고 웹상에서의 상품조회 및 판매 등 무역업무 수행정도 및 관련 사이트 링크, ,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언어 기타 유용한 정보의, ,

제공을 동호회 등 사이버 커뮤니티 형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커넥션 측면에서는 사이트 맵. , Q&A

및 등의 운영 운영자와 연결의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업입장에서 웹 사이FAQ , .

트의 역할은 자사에 대한 이미지의 제고 및 취급제품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거래성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짜임새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컨텐츠1) (Contents)

컨텐츠는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문장 그림 영상 음성 아이디어 오락 등 구성요소 하나 하나가, , , , ,

컨텐츠다 또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를 통칭하는 말로서 각종 미디어에 담긴.

내용물 즉 다양하고 신속한 매체들을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

Huizingh(2000)10)는 컨텐츠의 특징을 정보 거래 오락성으로 구분하고 디자인을 항해 구조 탐색기능, , , , ,

컨텐츠의 보안 항해구조의 질 이미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웹 사이트 질 평가에 관한 기존연구, , .

(Aldwanin and Plavia, 2002; Ranganathan and Ganapathy, 2002; Liu and Arnett 2000)11)에서는 컨텐츠의 질

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유용성 완전성 명확성 시의적절성 간결성 정확성 등을 들고 있다, , , , , .

Dholakia & Rego(1998)12)은 상업적 웹 사이트의 정보 컨텐츠 평가기준으로 가격가치 구성요소컨텐/ , /

츠 성과 품질 이용가능성 제품 다양성 사용안내 특별 제안프리미엄컨테스트 포장형태 보증 안, , , , , , / / , / , ,

전관련 특성 건강가치 독립적 조사 경쟁사 대비 구체적 장점 보증기관의 제품서비스 인증 및 웹 페, , , , /

이지 인증 새로운 컨셉 개발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고 웹 사이트 설계의 두가지 대안으로서 명확한, ,

웹 사이트와 기능적 컨텐츠에 초점을 두는 웹 사이트를 제시하였다.

커뮤니티2) (Community)

커뮤니티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주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공통내용으로서 공동이용 및 관심사에 대

9) 김철호이양기 우리나라 무역기업의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실태분석 국제무역연구, “ ”, 「․ 」 제 권 제 호 국제무역학, 8 1 ,

회, 2002.4, pp.433-457.

10) Huizingh, E. K. R. E., “The Content and Design of Web Sites : An Empirical Study,” Information & Management, Vol.37,

2000, pp.123-134.

11) Aladwani, A. M., and P. C. Palvia, “Developing and Validating an Instrument for Measuring User-Perceived Web Quality,”

Information & Management, Vol.39, 2002, pp.467-476.; Ranganathan, C. and S. Ganapathy, “Key Dimensions of Business to

Consumer Web Sites,” Information & Management, Vol. 39, 2002, pp.457-465.; Liu C., and K. P. Arnett, “Exploring the

Factors Associated with Web Site Success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Information & Management, Vol.38,

2000, pp.23-33.

12) Dholakia Utpal M. & Lopo L, Rego, “What Makes Commercial Web Pages Popular?,”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32, No.7/8, 1998, pp.72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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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론표현 등 하나의 모임체이다 가상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는 유머 요리 오락 컴. , , ,

퓨터 학술 여행 철학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자발적으, , , .

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말한다.13)

커뮤니티에 따른 관계결속에 관한 연구로서 이수동최주석(2001)․ 14)은 최근 가상환경의 교환관계에

대한 논의 중에서 및 즉 고객과 고객간의 관계를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가상환경에BtoB BtoC, CtoC , .

서는 이러한 고객간 관계를 기업이 보다 잘 통제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상환경의 가장 큰 특.

징 중의 하나는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들간에 정보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커머스3) (Commerce)

커머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유형무형의 상품을 팔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통한 쇼핑은, .․
소비자의 쇼핑에 있어서 시간적공간적 장벽을 없애주고 다양한 선택대안을 제공하며 이러한 선택대,․
안 중에서 최적을 대안을 찾는 것을 지원하여 보다 효과적인 쇼핑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처럼 인터넷.

을 통한 쇼핑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대안과 소비자가 최선의 선택이나 서비스를 선정하는데 도움

이 되는 제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한다(Hanson 2000).15) Bell,

H(1998)16)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개의 사업분야로 나누었는 데 즉 전자상거래 오락과 여가 재무6 , , ,

및 은행서비스 정보서비스 소매업 여행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기업이 어떻게 인터넷을 업무의 경쟁, , ,

적 무기로서 사용하는 가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연구하였다.

무역측면에서 정재승(2003)17)은 전통적인 무역이 물리적 재화의 국제적 거래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면 전자무역은 전자무역거래알선사이트 무역자동화 기업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무역의“ , ,

활성화를 도모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무역정보 비즈니스 모델 소프트웨어 솔루션 컨텐츠 등, , , ,

을 국제적으로 매매하는 것 이라고 하고 있다” .

커뮤니케이션4) (Communication)

전자상거래 사이트 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고객 및 사용자들이 일대일 일대 다수 다수대 다수를, ,

연결해주는 매개체적인 역할을 해준다 이에. John Eighmey(1997)18)는 상업적 웹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13) 구본철 전자상거래, 「 」 박영사, , 2001, pp.45.

14) 이수동최주석 가상환경에서 대 고객 및 고객간 관계결속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유통연구, " ", 「․ 」 제, 5

권 제 호 한국유통학회2 , , 2001, pp.1-19.

15) Hanson Ward, “Principles of Internet Marketing,”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 2000.

16) Bell, H., and Tang, N.K.H., “The Effectiveness of Commercial Internet Web sites: Marketplaces,” Management Science,

Vol.43, No.12(December), 1998, pp.1676-1692.

17) 정재승 전자무역 거래알선사이트의 현황과 발전방향 통상정보연구, “ ”, 「 」 제 권 제 호 한국통상정보학회, 1 , , 2003,Ⅴ

pp.181-202.

18) Eighmey. J., “Profiling User Response to Commercial Web Site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May-June, 1997, pp.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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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해 마케팅 지각 오락적인 가치 정보가치 사용의 편리성 신뢰, , , ,

성 상호작용서의 가지 항목을 이용하였으며 장대련, 6 , (1998)19)인터넷의 특징은 다수 대 다수의 커뮤니

케이션 실시간 정보갱신 거대한 정보로의 손쉬운 접근성 시간과 공간의 무제한성 멀티미디어 정보, , ,

등으로 이는 인터넷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Eighmey et al(1997)20)는 상업적 인터넷 사이트와

소비자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해 마케팅 지각 오락 정보가치 사용의 편리성 신뢰성, , , , ,

상호작용성 등의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6 .

커넥션5) (Connection)

커넥션은 김철호이양기(2002)․ 21)에 의하면 사이트 맵 및 등의 운영 운영자와 연결의, Q&A FAQ ,

편의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Lohse and Spiller(1999)22)은 인터넷 소매점을 상품 서비스 촉진 네비게, , ,

이션 등 네가지 기능과 인터페이스 변수에 따라 평가하여 서비스를 포함시켰지만 서비스 품질이 아닌

구체적인 서비스 사항들 즉 선물서비스 기업정보 각 제품을 설명하는 라인의 수 판매원 접촉, , FAQ, , ,

방법 제시 피드백 가능성 추가적 정보 등 주로 정보서비스를 서비스 요소에 포함시켜 이들이 트래픽, ,

이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Misic and Johnson(1999)23)은 웹의 질과 관련한 기준으로 접촉 정보 즉 전화 우편주소, e-mail, ,

등을 찾는 것 메인페이지를 찾는 것 속도 기능의 독창성 항해의 용이성 시의적절성 표현 색상과, , , , , , ,

스타일 등을 제시하였고 은 웹 사이트 디자인 측면에서 빠른 웹 페이지 다운로드 웹페이, Levin(1999) ,

지의 상호작용성 시의적절한 컨텐츠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들의 요인들이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

커넥션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고객화6) (Customization)

고객화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객만족이라 할 수 있다 만족은 다른 상대방과의 관계속에서 상대방.

의 모든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라고 정의되어 진다(Anderson and Narus; 1984).24) 그리고

Anderson and Narus(1990)25)는 조직간의 교환모형에서 만족이 상대방과의 파트너쉽 관계를 형성하는데

19) 장대련 인터넷 광고의 포지셔닝과 효과 인터넷광고가 기존 매체 광고에 미치는 경쟁적인 영향 및 대처방안 방, “ : ,” 「

송광고연구총서」, 14, 1998, pp.289-565.

20) Eighmey, John and Lola McCord, “Adding Value in the Information Age: Uses and Gratifications of Sites on the World

Wide Web,”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1(March), 1998, pp.187-194.

21) 김철호이양기 우리나라 무역기업의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실태분석 국제무역연구, “ ”, 「․ 」 제 권 제 호 국제무역학, 8 1 ,

회, 2002.4, pp.433-457.

22) Lohse Gerald L, & Peter Spiller, “Internet Retail Store Design : How the User Interface Influences Traffic

and Sal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5(2 December), 1999.

23) Misic, M.M, and K. Johnson, “Benchmarking : A Tool for Web Site Evaluation and Improvement,” Internet Research, Vol.9,

No.5, 1999, pp.383-392.

24) Anderson, james C. and James A. Narus, “A Model of Distributor's Perspective of Distributor-Manufacturer Working

Relationship,” Journal of Marketing, 48(Fall), 1984, pp.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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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만족이 인지된 효과성에 대한 상당한 대리효과를 나타

낼 뿐만 아니라 만족을 통해서 상대방의 미래 행동에 대해 보다 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Syzmanski and Kise(2000)26)는 비즈니스 상에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편리성 제품정보 사e , ,

이트 디자인 재무적 안전 등을 언급하고 있다, .

또한 고객화에 있어서 김소영한상만박세환(2002)․ ․ 27)은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웹 사이트

마케팅 담당자는 효과적인 웹 사이트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고객가치에 의한 고객세분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고객가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개별고객이 갖는 가치를 의미하며 고객의 기업. ,

수익기여도라고 할 수 있다 상거래 사이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익원천인 구매관련 자료구매액 구. ( ,

매빈도 등를 토대로 고객가치에 의한 세분화가 가능하지만 커뮤니티 사이트 검색사이트 및 기업홍보) , ,

용 사이트의 경우에는 반복방문과 웹사이트 밀착도 같은 고객의 웹 사이트 방문행동 충성도가 기업의

수익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가상환경에서의 관계결속2.
관계결속에 관한 연구에서 Gundlach, Achrol, & Mentzer(1995)28)는 장기적인 관계교환을 통제하고 기

회주의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간주되고 있는 지배의 사회규범 발전에 대한 기초를 제공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관계결속은 결국 교환구성원간에 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나 욕망으로 함.

축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관계결속은 구매자공급자 관계의 지속성이나 미래 안정성을 대변해 주는. -

지표라고 할 수 있다.29)

권준희오세조박진용(2001)․ ․ 30)에 의하면 관계지향성의 기초원리는 고객들이 기업과의 지속적인 애

호관계에 관련됨으로써 선택대안을 감소시키려 한다는 현상 내지는 의향을 의미한다 이는 지속적인.

거래관계와 기업과의 계속되는 관련성 유지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가 시장의 여러 대안

들을 시험해보기 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일정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기업을 지지하고자 하는 결정의

25) Anderson, James C. and James A. Narus, “A Model of Distributor Firm and Manufacturer Firm Working Partnerships,”

Journal of Marketing, 54(January), 1990, p.42-58.

26) Syzmanski, David M. and Richard T. Hise, “e-Satisfaction: An Initial Examination,” Journal of Retailing, 76(3), 2000,

pp.309-332.

27) 김소영한상만박세환 웹 사이트 평가요인과 고객방문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 ," 「․ ․ 」 제 권 제 호, 31 2 ,

한국경영학회, 2002, p.486.

28) Gundlach, Gregory T., Ravi S. Achrol and John T. Mentzer, "The Structure of Commitment in Exchange," Journal of

Marketing, 59(1), 1995, pp.78-92.

29) 이수동최주석 가상환경에서 대 고객 및 고객간 관계결속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유, " ", 「․
통연구」 제 권 제 호 한국유통학회, 5 2 , , 2001, p.5.

30) 권준희오세조박진용 관계지향성에 대한 고객만족과 거래성향의 영향에 관한 연구 유통연구, " ," 「․ ․ 」 제 권 제 호, 5 2 ,

한국유통학회, 2001,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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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타난다 소비자가 이러한 형태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들은 같은 기업과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고 같은 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게 된다.

Garbarino & Johnson(1999)31)은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관계결속을 기업과 관계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심리적 애착 충성도 등과 같은 소비자행동변수를 도입개념화하였다 즉 소비자(attachment), (Loyalty) . ,․
들도 편리한 의사결정과 위험감소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특정기업에 대한 충성도나 애

착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객의 특정기업에 대한 관계결속은 무수히 많은 사이트가 형성되어 있.

는 가상환경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32)

가상환경에서 발생하는 의 사업모형은 교환관계를 통하여 그들 사이에 관계결속이BtoB, BtoC, CtoC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기업과 고객의 교환관계에 대해 연구한. Sheth &

Parvatiyar(1995)33)에 나타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기업과 지속적인 충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선택대.

안을 줄이고 소비자의 관계행동의 목적이 의사결정의 능률화 정보처리과업의 감소 인지적 일관성, , , ,

선택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는 기대결과와 교환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욕구에 기초하여 관계결속 및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환관계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Ⅲ

연구모형1.
본 연구의 모형은 이수동최주석 의 가상환경하에서 고객간 관계Amstrong & Hagel (1997), (2001)Ⅲ ․

결속에 관한 선행연구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전자무역 의 관한 요인은 이성봉심상렬 최홍. 6C's (2001),․
섭최헌 김철호이양기 정재승 이제홍(2000), (2002), (2003), (2004)․ ․ 34) 등이 연구한 요인들을 설정한 후

전자무역 포털사이트의 관계결속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들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 Contents,

이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치Community, Commerce, Communication, Customization, Connection

고 또한 관계결속이 전자무역 포털사이트의 이용후 활용에 따른 재활용의도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

하였다.

31) Garbarino E. and Johnson M. S., "The Different Roles of Satisfaction, Trust, And Commitment in Customer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63(2), 1999, pp. 70-87.

32) 이수동최주석 가상환경에서 대 고객 및 고객간 관계결속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유통연구, " ", 「․ 」 제, 5

권 제 호 한국유통학회2 , , 2001, pp.1-19.

33) Sheth, Jagdish N., and Atul Parvatiyar, "Relationship Marketing in Consumer Market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3(4), 1995, pp.255-271.

34) 이제홍 전자무역 신뢰도의 결정요인과 활용의도에 관한 실증적 분석 비즈니스연구 제 권 제 호 국제 비즈, , e- , 5 2 , e-⌜ ⌟
니스학회, 2004,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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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의 모형[ -1]Ⅲ

5C ’s5C ’s 1C ’s(관계결속 )1C ’s(관계결속 ) 이용 후 행동이용 후 행동

재활용 의도재활용 의도Connec tion
(C omm itm en t)

C onnec tion
(C omm itm en t)

Con ten ts
(컨 텐츠 )

Con ten ts
(컨 텐츠 )

Comm un ity
(커뮤니티 )

Comm un ity
(커뮤니티 )

Comm erce
(커 머스 )

Comm erce
(커 머스 )

Comm un ica tion
(커 뮤니케이션 )

Comm un ica tion
(커 뮤니케이션 )

Custom iza tion
(고 객화 )

Custom iza tion
(고 객화 )

가설설정2.
전자무역을 하는 무역업체가 무역정보제공 포탈사이트의 구성내용인 를 활용함으로써 관계결속6C's

과 관계결속에 따른 재활용 의도의 반응도를 분석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만족도를 분석.

하여 나타난 결과의 선행연구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특히 황경연김이태 는 무역포탈사이. , (2002)․
트에 대한 컨텐츠의 질과 만족간의 관계에서 무역포탈 사이트 이용자의 만족수준은 높아지고 향후 이,

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으며 관계결속에 대한 연구에서(+) , Morgan & Hunt(1994)35)는

파트너로부터의 관계이익이 높은 기업은 그 파트너와의 관계에 더 몰입하게 된다고 했다.

컨텐츠1) (contents)

고일상김정희(2001)․ 36) 이는 쇼핑몰 컨텐츠가 상품정보에 대한 유용한 컨텐츠 쉽고 매력적인 사용,

자 인터페이스 편리한 사용자 서비스 등을 갖추고 있어야만 쇼핑몰 사용고객에게 만족을 가져다주고,

그 만족이 곧 쇼핑몰에서의 제품 구매로 이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황경연김이태(2002)․ 37)은 웹 사이트가 유용할수록 웹의 질이 높아진다(Bell and Tang, 1998)38)는 연

35) Morgan, Robert M. and Shelby D. Hunt, "The Commitment-Trust Theory of Relationship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53, 1994, pp.20-38.

36) 고일상김정희 인터넷 쇼핑몰 컨텐츠 특성이 사용자 만족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즈니스연, " ," e-「․
구」 제 권 제 호 국제 비즈니스학회, 2 1 , e- , 2001, p.126.

37) 황경연김이태 무역포탈사이트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발표논문집, “ ,” 「․ 」 한국무역학회, ,

2002.8, pp.149-159.

38) Bell, H. and N. K. H. Tang, "The Effectiveness of Commercial Internet Web Site: A User's Perspective," Interne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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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기초로 하여 컨텐츠의 질과 만족간의 연구에서 무역포탈사이트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무역포탈 사이트 이용자의 만족수준은 높아질 것이라 했다.

전자무역 사이트의 컨텐츠가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1 : .

커뮤니티2) (community)

이수동최주석(2001)․ 39)은 가상환경에서 고객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 가상공동체를 형성하여 고

객간의 관계결속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객간의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면 회원 및.

회원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사이트에 대한 호감과 필요성을 크게 느끼며 강한 소속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전자무역 사이트의 커뮤니티가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2 : .

커머스3) (commerce)

Liao and Cheung(2001)40)은 거래안전 제품가격 쇼핑경험 상품품질 교육 인터넷 사용도 네트워크, , , , IT , ,

속도 등의 요인들이 인터넷 쇼핑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Mathwick et al(2001)41)은 시각

적 호소 경제적 가치 효율성 오락적 가치 등이 사이트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 , .

전자무역 사이트의 커머스가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3 : .

커뮤니케이션4) (communication)

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시간과 지리적 제한을 극복함으로써Poon and Swatman(1997)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 기능 다매체 커뮤니케이션 기능 수단 등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

상호작용성은 무역업체의 애로사항이나 무역업무의 커뮤니케이션의 즉각적인 대응 및 업무의 지원

성을 표현하고 있다 무역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호작용성은 무역업체 중심의 정보제공과 외국바이어. e-

그리고 관련 사이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제공해 주는가를 말한다.

전자무역 사이트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4 : .

Electronic Networking Applications and Policy, Vol.8, No.3, 1998, pp.219-228.

39) 이수동최주석 가상환경에서 대 고객 및 고객간 관계결속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유통연구, " ", 「․ 」 제, 5

권 제 호 한국유통학회2 , , 2001, pp.1-19.

40) Liao, Ziqi and Michael Tow Cheung, "Internet Based E-Shopping and Consumer Attitudes: An Empirical Study," Information

and Management, 38(5), 2001, pp.299-306.

41) Mathwick, Charla, Naresh Malhotra, and Edward Rigdon, “Experiential Value: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Application in the Catalog and Internet Shopping Environment,” Journal of Retailing, 77(1), 2001, pp.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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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화5) (customization)

황경연김이태 무역포탈사이트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은 무역포탈사이트에서 약속한 서비스를(2002)․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배병렬과 김종채 김계수, . (2001),

(2002)42) 등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쇼핑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뢰성은 쇼핑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전자무역 사이트의 고객화가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5 : .

전자무역 관계결속과 활용의도6)

Mark and Kelsey(1999)43)은 기능성과 항해 컨텐츠와 스타일 접촉정보 등이 고객 반응에 영향을 미, ,

친다고 제시하였으며, Garbarino & Johnson(1999)44)은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에 관한 연구의 가장 중

요한 이슈는 평가의 구성개념이 소비자의 미래의도를 가장 잘 예측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

하며 그들 연구의 관계결속의 결과변수로서 미래의도를 측정하였다, .

아울러 배병렬과 김종채 고일상김정희 등은 인터넷 쇼핑몰을Mark and Kelsey(1999), (2001), (2001)․
통한 쇼핑만족은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계수 는 고객만족은. (2002)

포털사이트 기존 이용자의 재방문과 타인추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무역 관계결속에 따라 전자무역 사이트의 재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6 : .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Ⅳ

표본설계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1)

본 연구는 전자무역 포탈사이트의 의 관계결속에 따른 재 활용의도의 영향정도를 분석하기 위6C's

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의 설문조사를 위해 관련문헌을 검토하고 무역관련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참. ,

고하여 무역포털 사이트 구성요소를, Contents, Community, Commerce, Communication, Customization,

42) 김계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서비스 품질전략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 「 」 한국경영학회, 31(1), , 2002, pp.193-194.

43) Mark M. Music and Kelsey L. Johnson, “Benchmarking: A Tool for Website Evaluation and Improvement,” Electronic

Networking Applications and Policy, 9(5), 1999, pp.383-392.

44) Garbarino E. and Johnson M. S., "The Different Roles of Satisfaction, Trust, And Commitment in Customer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63(2), 1999, pp. 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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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여 요인을 구성하였다 그 중에서 을 관계결속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향Connection . Connection

후 활용의도에 관한 영향정도를 보았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 .

발된 설문지는 무역업체에 종사자의 사전 조사를 통해 응답이 어려운 질문을 수정한 다음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각 항목에 대하여 리커트 점 척도로 하고 만족도에 전혀 그렇지 않다 의 경우. 5 , “ ”

는 점 매우 그렇다 의 경우는 점으로 하였다1 , “ ” 5 .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는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년 월부. 2004 9

터 월까지 배포회수하였으며 배포는 부를 배포하여 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에11 , 500 220 .․
서 내용분석에 유용성이 없거나 응답에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개의 설문지로 분석 대상에 이용하195

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SPSS 10.1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 검증에 앞서 특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크로바하 알파의 내적일관성 검사를 하였다 변수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

을 하였다.

표본의 일반사항2)

본 연구는 전자무역 포탈 사이트의 를 활용하고 있는 무역업체를 중심으로 를 통한 관계결6C's 6C's

속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무역업체를 표본의 대상으로 하였다 표 참조(< -1> ).Ⅳ

명목척도로 구성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조사대상 기업 개 업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조사무195 ,

역업체의 업태를 살펴보면 수출에 종사하는 무역업체가 개 업체 수입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100 (51.3%),

개 업체 수출입겸업 무역업체가 개 업체 가 응답하였다30 (15.4%), 65 (33.3%) .

둘째 전자무역 활용에 응답한 무역업체의 형태는 제조업겸 무역업체가 개업체 순수무역업, 79 (40.5%),

체가 개업체 로 나타났다116 (59.5%) .

셋째 전자무역 활용 무역업체의 업종으로는 의류패션업체가 개업체 전기전자업체가, 40 (20.5%),․ ․
개업체 일반기계 및 장비류업체가 개업체 철강금속업체가 개업체 섬유37 (19.0%, 28 (14.4%), 26 (13.3%),․
업체가 개업체 의 순으로 나타났다17 (8.7%) .

넷째 각각의 무역업체가 전체 무역업무 중에서 전자무역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응답에서는 무역업무,

실행의 전자무역의 비중 측면은 정도 전자무역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개업체로20-30% 77

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 개업체 로 나타났다(38.5%) , 40-50% 68 (34.9%) .

다섯째 무역업체가 전자무역 활용을 통한 수출입성공도를 살펴보면 전자무역을 통하여 무역을 달, ,

성했다고 하는 업체가 전제 응답 기업의 가 성공했다고 개업체 가 성공했다고10-20% 54 (27.7%), 30-40%

응답한 기업은 개업체 미만은 개업체 가 전자무역을 통하여 무역을 달성했다고52 (26.7%), 10% 33 (16.9%)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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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전자무역의 활용수단으로는 개업체 가 전자메일 을 활용한다고 응답했으며, 68 (34.9%) (e-mail) ,

그 다음으로 무역알선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기업이 개업체 그리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전자51 (26.2%)

무역을 한다는 업체가 개업체 의 순으로 응답했다40 (20.5%) .

표 일반 사항< -1>Ⅳ

구분 유형 빈도 %

업체

수출업 100 51.3

수입업 30 15.4

수출입겸업 65 33.3

무역업형태
제조업겸 무역업 79 40.5

순수무역업체 116 59.5

업종

전기전자․ 37 19.0

철강금속․ 26 13.3

섬유 17 8.7

석유화학․ 11 5.6

의류패션․ 40 20.5

농수산물 17 8.7

일반기계 및 장비류 28 14.4

전자무역활용도

0%-10% 20 10.3

20%-30% 75 38.5

40%-50% 68 34.9

60%-70% 23 11.8

80-100% 9 4.6

전자무역성공도

0% 13 6.7

미만10% 33 16.9

10%-20% 54 27.7

30%-40% 52 26.7

50%-60% 23 11.8

이상60% 20 10.3

전자무역활용수단

홈페이지 40 20.5

무역알선사이트 51 26.2

e-mail 68 34.9

팩스인터넷 폰․ 8 4.1

검색엔진 등록 17 8.7

전자무역활용사이트

ec21.com 47 24.1

ecplaza.com 37 19.0

kotra.or.kr 48 24.6

e-trader.com 16 8.2

findkorea.com 13 6.7

silkroad21.com 11 5.6

samsungcorp.com 2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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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전자무역 활용사이트를 살펴보면 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개업체, , Kotra.or.kr 48 (24.6%),

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개업체 그리고 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개업체ec21.com 47 (24.1) ecpalza.com 37

의 순으로 응답했다(19.9%) .

여덟째 전자무역을 활용하고 있는 무역업체의 홈페이지 구축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구축한 업체가,

개업체 미구축한 업체가 로 나타났다130 (66.7%), 65(33.3%) .

변수의 조작적 정의2.
본 연구에서는 무역포탈 사이트의 관계결속 및 재활용 의도의 영향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위해서 각

각의 측정 항목들을 기존 문헌에서 참고하여 추출하고 이를 무역업무 특성에 따라 변형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이수동최주석 의 가상환경하에서 고객간 관계Amstrong & Hagel (1997), (2001)Ⅲ ․
결속에 관한 선행연구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전자무역 의 관한 요인은 이성봉심상렬 최홍. 6C's (2001),․
섭최헌 김철호이양기 정재승 등이 연구한(2000), (2002), (2003) Contents, Community, Commerce,․ ․

등의 요인들을 설정한 후 전자무역 포털사이트의 관계결속에Communication, Customization, Connection

대한 변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무역 포털사이트의 변수들은 이강빈 송우용 윤광운장명. ( , 2001; , 2000; ․
진 최장우김연숙 장명진윤광운 등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역포털 사이, 2000), (2002), ( , 2000)․ ․
트의 구성요소인 매도 및 매수오퍼 오퍼등록 및 검색과 같은 거래알선 서비스뿐만 아니라 웹호스팅,

서비스 사이버 전시 해외바이어 정보 환율 및 통상정보 여행 및 숙박정보 등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 , ,

공 거래상담 및 협상 물류운송 및 보험정보 신용장 및 대금결제 통관 및 관세업무 지원 등 정보적, , , ,

기능 등을 참고로 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요인을 추출하여 무역 포털사이트의 특성 요인에 맞추어,

의 요인을 구분하였다 무역 포털 사이트 구성요소의 차별적 특성으로 기존 문헌에서 추출한 항목6C's .

들을 다음 가지 개념들로 차별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6 . Contents(7), Community(8), Commerce(6),

등을 추출변형하여 무역 포탈사이트의 관계결속에Communication(5), Customization(6), Connection(4) ․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요인분석타당성을 통하여 각 항목의 요인항목에 유의하지 않는 변수들을. ( )

제거한 결과 등으로 변수를Contents(4), Community(3), Commerce(3), Communication(3), Customization(3)

홈페이지 구축여부
미구축 65 33.3

구축 130 66.7

전자무역활용횟수

매일방문 68 34.9

일주기 방문2 22 11.3

일주기 방문3 36 18.5

일주일 주기방문 48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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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고 관계결속 변수인 은 문항 관계결속 후에 따른 반응도로서 무역 포탈사이트의 재, Connection 2 ,

활용의도 문항로 본 연구의 변수를 조작한 뒤 본 연구를 실증 분석하였다(1 ) .

표 연구 변수의 선행변수 및 결과변수< -2>Ⅳ

요 인 변 수 변수항목

선행변수

(5C's)

컨텐츠Contents( ) 개항목4

커뮤니티Community( ) 개항목3

커머스Commerce( ) 개항목3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 개항목3

고객화Customization( ) 개항목3

매개변수(1C's) 커넥션 및 관계결속Connection( ) 개항목3

결과변수 이용후 행동재활용 의도( ) 개항목1

신뢰성 및 요인분석 타당성3. ( )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크론바하 알파를 이용해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신뢰

도를 검증했다 신뢰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

는 측정도구를 동일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신뢰성.

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설문지 분석Cronbach's Alpha ,

에서 신뢰도 계수가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인정한다0.60 .

또한 타당성요인 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요인을 제거한 분석을 위한 요인을 추출해 냈다 타당성( ) .

검토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도구이다 타당성.

분석의 방식에 있어서 주성분 분석 방식을 이용하였고 회전방식은(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값이 이하인Varimax . Eigenvalues 1.000

항목을 제외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항목이 많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수의 요인을 수를 줄이기 위,

해 요인의 수를 개로 제한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5 .

요인분석 결과 전자무역의 관계결속을 증진시키기 위한 를 결정하는 개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6C's 6

구분하였다 선행요인은 문항 문항 문항 문항. Contents(4 ), Community(3 ), Commerce(3 ), Communication(3 ),

문항 그리고 매개요인으로 관계결속 변수인 은 문항 관계결속 후에 따른 반Customization(3 ) Connection 2 ,

응도로서 무역 포탈사이트의 재활용의도 문항으로 본 연구의 변수를 조작한 뒤 본 연구를 실증 분석(1 )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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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신뢰성 및 요인 타당성 분석< -3> ( )Ⅳ

요인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Contents

무역업체들이 자유롭게 오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서
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599 -.335 .183 -.200

해외시장정보 및 거래대상업체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595 .203 .505

홈페이지 제작기능 전자카탈로그 및 휍 호스팅 서비,

스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91 -.252 -.330 -.237 -.175

웹 디렉토리에 등록하여 기업홍보 및 제품광고를 하
도록 지원하고 있다.

.568 -.408 .122 .165 .352

Initial Eigenvalues : 10.346, Alpha=0.8356

Community

무역업체에게 해외거래정보 및 해외거래선 이 검색할
수 있도록 등록시켜주고 있다.

.402 .528 -.136 -.250

자사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무역업체에게 해외 표적
고객에게 무료로 홍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13 -.503 -.218 -.137 -.264

등록된 무역업체에게 무역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358 .498 -.164 -.192 .355

Initial Eigenvalues : 4.694, Alpha=0.9156

Commerce

수출입 상품의 품질 및 가격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284 .143 .628 .245 -.133 -.255

수출입물품의 국내처분에 관한 정보를 잘 제공해 주
고 있다.

..139 .583 .220 .387

전자무역을 통하여 실제로 무역거래가 잘 이루어지도
록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

.260 .183 -.443 .179 .164 -.422

Initial Eigenvalues : 3.393, Alpha=0.7695

Communication

바이어와 셀러간 거래협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63 -.494 .505 .163

고객의 욕구 및 제품 특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상
호작용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381 -.293 .430 .203

무역업체에게 해외의 거래업체와 편리하고 상호작용
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285 -.159 .103 .366 .314

Initial Eigenvalues : 2.744, Alpha=0.8566

Customization

국내외 무역업체게 맞는 정보와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158 -.175 .507

전자무역은 무역업체에게 해외거래업체와 상품에 대
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471 .112 .294 .476

무역업체에게 다국어 홈페이지 서비스와 해외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404 -.105 .142 -.405 .452 -.288

Initial Eigenvalues : 2.450, Alpha=0.8357

Connection

해외고객과의 거래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시장에 접,

근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368 -.307 .221 -.503

전자무역실무 차원에서 수출입업무를 지원해주고 있으
며 무역관련 기관과의 연계지원을 잘해 주고 있다, .

.244 .446 .183 .207 -.319 .458

무역업체의 요구사항 무역상담을 실시간으로 서비스,

를 제공해 주고 있다.
.425 .452 .117 -.131 -.531

Initial Eigenvalues : 2.421, Alpha=0.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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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4.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을 활용하고 있는 무역업체에 대해 전자무역 포털사이트의 활용에 따6C‘s

른 고객간의 관계결속과 관계결속 후의 재활용 의도의 영향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개의 요인을 선행5

연구를 통해 추출하여 관계결속 요인인 개의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해, 1 , 5

서 이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때 독립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규

명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 매개변수인 관계결속 요인과 재활용 의도간의 영향 정도.

를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치를 산출해 내었다.

전자무역 와 관계결속 분석1) 6C's

무역업체가 전자무역을 활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무역포탈 사이트의 와 관계결속을 분석하기 전6C's

자무역 의 선행변수인 을 독립변수로6C's Contents, Community, Commerce, Communication, Customization

하고 이들의 요인을 결속하는 관계결속을 종속변수로 하여 전자무역 가 전자무역 관, Connection( ) , 6C's

계결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이는 독립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독립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와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를 이용하였다 값이 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VIF(Varinace Inflaction Factor) . VIF 10 .

그러나 값이 이상일 경우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배 이상으로 커져 다중공선성으로VIF 3 3

인한 회귀계수의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45)

이와 같은 기본 근거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전자무역 의 관계결속에 대한 실증분석을 보면 제. 6C's R

곱은 으로 가 표본회귀선에 적합하고 값이 으로 설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0.460 46% , F 32.206 .

각각의 요인에 따른 마켓플레이스 만족도에 따른 가설을 검증해 보기로 한다e- .

첫째 전자무역 사이트의 컨텐츠가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 가설에 따른 검, “ .”

증을 보면 유의성이 로 에서 유의하며 가 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0.001 p<0.01 , VIF 1.456 .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둘째 전자무역 사이트의 커뮤니티가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 가설에 따른, “ .”

검증을 보면 유의성이 로 에서 유의하며 가 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0.000 p<0.00 VIF 1.262 .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셋째 전자무역 사이트의 커머스가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 가설에 따른 검, “ .”

증을 보면 유의성이 로 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가 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0.190 p<0.001 , VIF 1.723

45) 김계수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아카데미, AMOS , :SPSS , 2004, p.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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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따라서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 .

넷째 전자무역 사이트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 가설에, “ .”

따른 검증을 보면 유의성이 으로 의 수준에서 유의하며 가 이므로 다중공선성이0.000 p<0.000 , VIF 1.309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

다섯째 전자무역 사이트의 고객화가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 가설에 따른, “ .”

검증을 보면 유의성이 으로 에서 유의하며 가 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0.000 p<0.000 , VIF 1.680

는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

즉 연구의 가설이 채택된 요인들은 전자무역 의 요인이 전자무역 활용업체의 관계결속에 선형, 6C's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의 관계결속 회귀분석< -4> 6C'sⅣ

비 표준화된 상관계수 표준화된 상관계수
t 유의도 VIF

B 표준오차 Beta

상수constant( )

커넥션Connection( )
.678 .268 .2.532 .012

컨텐츠Contents( ) -.234 .072 -.210 -3.260 .001** 1.456

커뮤니티Community( ) .277 .065 .255 4.249 .000** 1.262

커머스Commerce( ) -8.0E-02 .061 -.082 -1.314 .190 1.366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
.402 .060 .407 6.653 .000** 1.309

Customization

고객화( )
.392 .075 .361 5.218 .000** 1.680

종속변수 관계결속: (Connection)

수정된R2=.460, R2=.446, F=32.206, Sig F=0.000

*p<0.05, **p<0.01

재활용 의도2)

무역업체가 전자무역을 활용함으로써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이 재활용의도의 영향도 분석을 위해

의 관계결속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무역업체의 재활용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6C's ,

하였다.

전자무역 의 관계결속에 따른 재활용 의도에 따른 실증분석을 보면 제곱은 으로 가6C's R 0.383 38%

표본회귀선에 적합하고 값이 으로 설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자무역 관계결속에 따, F 17.480 .

른 재활용의도의 반응도 분석에 따른 가설을 검증해 보기로 한다.

전자무역 관계결속에 따라 전자무역 사이트의 재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 가설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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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보면 유의성이 로 에서 유의하며 가 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0.000 p<0.00 VIF 1.000 .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관계결속에 따른 재활용의도 회귀분석< -5>Ⅳ

비 표준화된 상관계수 표준화된 상관계수
t 유의도 VIF

B 표준오차 Beta

상수constant( )

Connection

관계결속( )

2.766 .204 13.549 .000

재활용 의도 .262 .063 .288 4.181 .000** 1.000

종속변수 재활용 의도:

수정된R2=.383, R2=.378, F=17.480, Sig F=.000

*p<0.05, **p<0.01

결 론.Ⅴ

무역업체는 상에서 무역정보를 획득하고 무역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on-off line , .

히 요즘처럼 전자무역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무역 알선사이트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제공 서비스들은 사이버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사이트를 방문하는 무. ,

역업체들은 무역정보제공의 편익을 제공받고 실제로 무역을 달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

Moe and Fader(2001)46)에 따르면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소비자들이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수집 대안평가 등의 활동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사이트에서 적극적 정보, ,

수집 대안평가 등을 통해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전자상거래 사이트 사용자들은 처음부터 사, . ,

이트를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정보수집 대안평가 구매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이트를 보고, ,

그 사이트를 평가한 후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탐색하고 구매하는 행동단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무역업체가 전자무역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무역 포탈 사이트가 제공하는 구성,

요소로는 등으로 구분하여Contents, Community, Commerce, Communication, Customization, Connection ,

무역업체들이 얼마나 전자무역을 활용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관계결속이라는 변수로서 분석함으로써

무역업체에 재활용성 영향정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자무역 사이트의 컨텐츠가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째, “ , ,

46) Moe, Wendy w. and Peter S. Fader, “Uncovering Patterns in Cybershopping,”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3(4), 2001,

pp.1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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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사이트의 커뮤니티가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셋째 전자무역“ . , “

사이트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넷째 전자무역 사이트의 고, , “

객화가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검증하였다 이들의 가설에 검증은 모두 채택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무역 사이트의 커머스가 무역업체의 관계결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 “

는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자무역 관계결속에 따라 전자무역 사이트의 재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

설은 채택되었다.

이상과 같은 검증결과에 따른 무역업체는 전자무역 포탈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구 사이트 구

성요소인 와 관계결속에 따라 재활용의도에 영향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6C'S ,

국제간 무역거래 즉 국제간 상거래가 유의하지 않아 이들 요인은 관계결속에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업체가 무역포탈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실제적인 상거래가 발생하지. ,

않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 포탈 사이트는 전자무역을 활용하는 무역업체에게 가격인하 및 거래의 용이성만이

아닌 공급업체와 구매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기존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제품 및 고객분석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오프라인을 무시해.

서는 안 되며 구매자와 공급업체가 프로세스상의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및 정보를 끊,

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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