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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This study is trying to classify and analyse the Internet shopping mall related studies from 1997 to 2006 in

order to provide comprehensive view about Internet shopping mall. Another aim of this study is to give the future

research themes around this area through consideration of needed research parts. First, we summarise the related

terms,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 of Internet shopping mall itself. Then we classify the studies into two groups

- researches about company behavior and researches about consumer behavior. We review the studies of each

categories and classify them into more detail area. Finally we attempt to give integrated frameworks of each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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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인터넷은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그 가4 5,000

치를 높이고 있다 거의 모든 기업과 산업들은 이와 같은 인터넷의 엄청난 상업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

게 되었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활용한 기업 활동은. e-

비즈니스라는 신조어를 등장시키게 되었는데 이에 관련된 시장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즈니스 중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드러진 활동이 인터넷 쇼핑몰이다 통계청의 사이버쇼e- .

핑몰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년 월 현재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액 규모는 조 억 원 사업2006 11 1 2,453 ,

체 수는 개에 이르고 있다4,524 .

이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점점 많은 연구자들도 연구주제로서 인터넷 쇼핑

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년 이후 관련 연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1996 .

도 전자상거래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 광고 등과 같이 인터넷 비즈니스와 연관된 과목을 강의하는 대, ,

학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쇼핑몰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질적인 면도 함께 보강되고 있지만 중복연구를 피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

몰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연구들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중복연구의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인터넷 쇼핑몰관련 주요 연구1997 2006 10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 향후 인터넷 쇼핑몰 연구에

새로운 주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에서 리뷰과정을 거쳐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인터넷 쇼핑몰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들 연구를 분류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

야 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전공에서 다양한 주제로 인터넷 쇼핑몰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연구를 하나의 기준으로 구분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간의 마케팅 연구 분야에서는 기업.

의 전략적 마케팅 행동에 관심을 두고 있는 소위 전략론자와 심리학을 배경으로 하여 소비자의 행동

에 관심을 두고 있는 소위 소비자행동론자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관련 연구를 일단 크게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업 행동에 관련된 것과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하고 구매하는 사용자의 행동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년에서 년까지. 1997 2006

발표된 인터넷 쇼핑몰관련 연구들을 앞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다,

시 세부적인 범주로 분류한다 그리고 각 연구범주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종합적.

으로 비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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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의 개념과 분류.Ⅱ

인터넷 쇼핑몰의 개념1.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쇼핑몰 사이버 쇼핑몰 가상점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년, , . 2006 11

월말 한국학술정보주 원문검색서비스의 기본 검색에서 제목을 기준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된 검( )

색건수는 건인 반면 전자쇼핑몰에 관련해서 건 사이버 쇼핑몰과 관련해서 건 가상점포에 관321 76 , 38 ,

련해서 건이었다 즉 학술 연구 분야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용어가 거의 표준적인 용어로 정착8 . ,

되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기업 대 개인 간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로 현실 세계의 소매상을 가상공간에 구현한 것 이재규 외“ ”( ,

다양한 영역의 제품을 포함한 온라인 상점들의 집합 인터넷상에서2000), “ ”(Hoffman and Novak, 1996), “

기업과 고객사이의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쇼핑몰 서영호 외 등이 있다”( , 2001) .

즉 인터넷 쇼핑몰이란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소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해놓은 웹 사이트, ‘ ’

를 말한다 인터넷 쇼핑몰과 유사한 개념으로 전자상거래가 있는데 이는 기업 대 소비자뿐 아니라 기.

업 대 기업 기업 대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간의 인터넷 상거래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러, .

므로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분류2.
하나의 소매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품의 전시 주문 대금 결제 배달 등의 기본 기능이 필요하, , ,

다 인터넷 쇼핑몰은 소매거래를 위한 이들 기능을 직접 수행하던지 혹은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인터넷 쇼핑몰은 구축 및 운영주체에 따라 종합중개 백화점 복수백화점중개 전문점 전문중재 광고, , , , ,

지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진수 김진해( , , 1997).

표 인터넷 쇼핑몰의 유형< 1>

유형 품질 보증 대금 결제 배달

종합중개 간접 간접 간접

백화점 직접 직접 직접

복수백화점중개 간접 간접 간접

전문점 직접 직접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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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김진수 김진해 을 일부 수정함: , (1997), p. 26

형태별로 특정 상품군을 취급하는 전문몰과 다양한 상품군을 취급하는 종합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약 가 전문몰이며 상품을 다양하게 취급하는 종합몰은 로 전문몰이 압85% 15%

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매출액에 있어서는 종합몰이 온라인 쇼핑몰 전체 매출액의

약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장형유80% ( , 2006, p. 102).

김창수와 김효석 은 판매방식과 취급품목의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종합중개형 종합직판형(1998) , ,

전문중개형 전문직판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인터넷 쇼핑몰 구축 및 운영전략.Ⅲ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기업 행동관련 연구는 다시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소매 웹사이트이므로 제품 진열 기능과 광고 기능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도록 구조가 효과적이고 매력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효과적인 인터넷 쇼핑몰.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구축된 인터넷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하느.

냐에 따라 성과가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의 성공적 운영 전략에 관한 연구를.

하나의 범주로 보고 살펴보려고 한다.

인터넷 쇼핑몰 구축전략1.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는 환경은 웹 으로 멀티미디어형식의 하이퍼텍스트 를 구현(WWW) (hypertext)

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리적 점포의 현실감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리고 비주얼 요소와 텍스트 요소를 얼마만큼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인터넷 쇼핑몰의 표시속도.

와 가독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서용한과 오희선 은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제공되는 가상 모델 코디서비스의 가상모델이 지니(2006)

는 생동감 상호작용성 고객화 등의 특성이 긍정적인 쇼핑경험을 유도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 .

장은영 은 국내 의류관련 인터넷 쇼핑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웹사이트 구성요소를 파악한 후(2005)

유형별 구성요소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의류 쇼핑몰의 유형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중개 간접 직접 간접

광고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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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등 은 시각정보 로딩속도 화면구성 상품구색 결재서비스 도움말 등의 인터넷 패션(2005) , , , , ,

쇼핑몰 환경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시각정보 상품구색 결재서비스 등의. , ,

쇼핑몰 환경 요소들이 구매의도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원일 은 인터넷 쇼핑몰의 하이퍼텍스트 구조가 사용자에 대한 광고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2002)

다고 보고 실험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구조적 하이퍼텍스트형식과 비구조적 하이퍼텍스트형식은 광고회.

상도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손달호와 임선영 의 연구에서는 웹을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일수록 나(2001) bold italic

같은 복잡한 글자체를 싫어하고 깔끔하고 세련된 웹 사이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유성진 은 인터넷 쇼핑몰의 만족 요소 중 하나인 점포디자인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2000)

디자인 차별성 디자인 탐색용이성 디자인 단순성을 제시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 차별, , .

성과 디자인 탐색용이성은 디자인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디자인 단순성은 디자인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자인 차별성과 디자인 단순성은 디자인 탐색용.

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용과 김기수 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의사결정에(1999)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인터넷 쇼핑몰의 구축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건창과 정남호 는 가상현실 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쇼핑몰인 를 구현(1998) VERISA

하고 가 갖는 아바타기능 학습기능 그리고 가상현실 기능 중에서 가상현실 기능이 기존의 인VERISA , ,

터넷 쇼핑몰에 비추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상현실기.

법을 적용한 인터넷 쇼핑몰이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 비해 구매의도를 배 정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2

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요약해서 보면 인터넷 쇼핑몰의 최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감 결여를 충

족시킬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이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용자가 인터넷 쇼핑몰.

을 오프라인 점포와 유사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상호작용적 디자인 요소들은 인터넷 쇼핑몰의

성과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상호작용적 디자인 요소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이 계속해.

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요소들이 인터넷 쇼핑몰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전략2.
잘 구축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운영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는 대다수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례를 분석.

하여 성공 요인을 추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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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호와 엄광렬 은 검색용이성 주문처리의 질 접속속도 업데이트 시스템보안 인지도평판과(2005) , , , , , /

같은 가지 요인이 인터넷 쇼핑몰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업데이트 빈도를6 .

제외한 가지 요인이 인터넷 쇼핑몰 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

신수연과 김민정 은 개 인터넷 패션 쇼핑몰의 사례조사를 통해 인터넷 패션 쇼핑몰의 마케팅(2004) 5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제품 측면에서는 자주적인 머천다이징을 가격 측면에서는 저가격과 적. ,

립금 제도 활용을 유통 측면에서는 배송의 신뢰성과 신속성 교환환불 프로그램 배송지연 보상프로, , / ,

그램을 촉진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을 제안하였다, CRM .

박상미와 송인숙 은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에 있어서 고객불만처리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보고(2002)

이의 하위 차원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불만처리의 신속성 정보제공성 접근성 공감성과 같은 하위. , , ,

차원을 추출하였다.

김창호와 권영식 은 운영자와 웹마스터를 대상으로 한 전자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2001)

상품 적절한 시스템 운영관리 효과적인 마케팅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 .

김종기 외 는 해외 인터넷 성공사이트의 주요성공요인을 국내 우수 사이버몰로 선정된 삼성몰(2000) ,

인터파크 한솔 롯데 인터넷에 적용하여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주요성공요인을 재 도출하려고 하였, CS,

다 그 결과 제품 고객 서비스 컨텐츠 프로세스 커뮤니티 정보 마케팅 사이버몰 가격 등 개의. , , , , , , , , , 10

성공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

오재인 외 의 연구에서는 당시 의 운영실태를 기반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경쟁력 제고 전(1999) LGmall

략으로 고객유지 전문성 추구 유통전략 등으로 제안하였다, , .

김진수 김진해 는 인터넷 쇼핑몰의 성공요인을 환경적 특성요인 비즈니스 특성요인 시스템, (1997) , ,

특성요인 등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3 .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쇼핑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머천다이징을 포함한 제

품의 구색 신속한 서비스 불만의 신속한 처리 능력 정보제공능력 저렴한 가격 등과 같이 인터넷이, , , ,

지니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함을 알 수 있다 사용자들의 인.

터넷 사용 환경 및 능력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의 성공 요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되므로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 행동.Ⅳ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소비자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고 온라인,

주문이나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인터넷 쇼핑의 이점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

하는 소비자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여건과 함께 그간 소비자행동 중심의 마케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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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향이 결합되어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 행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행동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여기서는 이들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세

부적인 주제들로 구분하여 검토해보려고 한다.

먼저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중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사용자가 구매하게 되는가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 인터넷 쇼핑몰 구매자들이 온라인 구매를 하면서 독특하게 느끼게 되는 지각이나 경험에 관,

한 연구이다 셋째 인터넷 쇼핑몰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이용도 만족도 구매의도의 선행요인에 관. , , ,

한 연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의 기타 심리반응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구매자의 특성1.
김영찬과 이두희 는 인터넷 사용자가 모두 인터넷 구매자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인터넷 사(2002)

용자중 인터넷 구매자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사용자를 사용행태에 따라 세분화.

한 후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구매하거나 구매 가능성이 큰 인터넷 구매자를 확인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 구매자와 비구매자로 나눌 수 있었다 인터넷. .

구매자는 다시 구매에 보다 적극적이고 관여도가 높은 핵심구매자집단과 인터넷 사용은 적으나 인터

넷을 통한 구매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일어나는 차구매자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2 .

리고 비구매자는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낮은 수준으로 일어나는 집단으로 인터넷 사용과 구매도 모두

낮은 집단과 인터넷 사용은 많으나 인터넷 사용이 구매에까지 연결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핵.

심구매자집단은 실제 인터넷 구매가 높은 수준으로 일어나는 집단으로 쇼핑몰 방문경험 구매횟수 구, ,

매경험 구매액이 높으며 저렴한 가격 시간절약 신뢰성 등의 인터넷 구매에 대한 혜택요인을 크게 지, , ,

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보탐색에 적극적이며 탐색 중 포기가 적은 특징을 보여 기업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대상이다.

이승민과 구양숙 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구매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혁신적(2002)

인 소비자일수록 인터넷 구매행동의도구매의도 재방문의도 구전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

이두희와 윤희숙 은 자료를 분석하여 인터넷 사용자를 세분화한 후(2001) KNP(Korea Netizen Profile)

각 세분시장별로 인터넷 사용자 행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세분시장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생활지향형 집단 전문정보지향형 집단 재미지향형 집단 경험지향형 집단 관계지향형 집단 실용성지, , , , ,

향형 집단 적극적 활용형 집단 소극적 활용형 집단과 같은 개의 세분시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 8 .

들 집단은 인터넷 상거래 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김상용과 박성용 은 인터넷 제품 구매집단이 비구매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기간과(1999)

하루 사용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이것이 다시 구매의도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온라인 구매의 특성상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의 구매행동을 예측하기 쉽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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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의 대부분은 구매가 아니라 정보획득이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

다 앞으로도 어떤 특징을 지닌 사용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제로 구매하게 될지에 관한 연구는 지.

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구매자들의 지각 경험2. ,
김구성 등 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본 사람과 구매는 하지 않고 탐색만 해본 사람간의 인터넷(2004)

쇼핑몰 모 기업 신뢰와 구매의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탐색경험자의 경우 구매의도에 직접적.

인 영향이 나타났지만 구매경험자의 경우에는 구매만족이 이루어질 때 재구매의도에 간접적인 영향만

이 나타남으로써 구매경험이 인터넷 쇼핑몰 모 기업에 대한 신뢰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박혜정 은 구매경험자와 무경험자간의 대행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해외 패션제품 구매의도 차이(2003)

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일수록 구매가능성이 높다고 보.

고하고 있다.

김시월과 박배진 은 인터넷 쇼핑몰의 효익 인식이 구매경험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2002)

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요구하는 편익은 가격이나 편의성보다 정보를 더 유.

용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영신과 강정석 은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과 쇼핑몰을 어떻게 지각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구체(2000) .

적으로 인터넷 쇼핑과 쇼핑몰 지각의 개인차를 컴퓨터 친숙도와 쇼핑오리엔테이션이라는 심리적 특성

으로 보고 인터넷 쇼핑과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과 구매행동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쇼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신용카드 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다소 불안해하며 이런 불안은 구매경험이 많을수록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검색방식은 쇼핑몰 주소 입력이며 이 방식. ,

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쇼핑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소의 지향성에 따라 쇼핑몰에 대한 지각 내용이 서로 달랐다 그리.

고 인터넷에서 쇼핑하는 것으로 앞선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생각할수록 인터넷 쇼핑의도와 추천의도가

높았으며 방문한 인터넷 쇼핑몰의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그곳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의도가 높았다.

반면 그 인터넷 쇼핑몰을 다시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요인은 쇼핑몰의 디자인이 얼마나 미적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유동근 서영호 조임현 은 소비자가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필요, , (1999)

한 비용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러한 비용요소들을 전통적 시장과 비교하여 인터넷 상거래 시장,

이 전통적 시장보다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상거래와 인터넷 상거.

래 사이의 원가 요인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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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들을 요약해보면 소비자들은 인터넷 상거래의 경험이 적을수록 보안에 대한 위험을 느

끼고 있으며 그 경험이 증가할수록 지각된 위험 수준이 낮아지면서 구매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은 구매장소로 인식되기보다는 전자 카탈로그와 같은.

정보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이용도 만족도 구매의도의 선행요인3. , ,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방문의도 만족도의 선행요인 연구가 점포 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소비자,

의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대별되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 쇼핑몰의 성과변수인 이용도 만,

족도 구매의도 등에 대한 선행요인도 크게 인터넷 쇼핑몰 특성 측면과 소비자의 인지 혹은 지각 측면,

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 특성1)

안광호 이윤주 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객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점포이미지변수를, (2002)

파악하고 소비자의 구매동기에 따라 점포이미지변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은 남녀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는 실용적 쇼핑가치를 여자는 쾌락적 쇼핑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소비자, .

집단에 대해서는 신뢰도 제품구색 편리성 고객서비스 사이트 분위기 등의 개 이미지변수가 모두, , , , 5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쾌락적 소비자집단의 경우 신뢰성과 사이트.

분위기만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용적 소비자집단의 경우 사이트

분위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 변수들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근 김상봉 은 상품구색 서비스 촉진 기타 점포관련변수 인터페이스 쇼핑경험 거래 후, (2001) , , , , , ,

만족과 같은 점포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품구색 촉진 인터. , ,

페이스 쇼핑 경험 거래 후 만족 등의 변수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안준모와 한상록 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쇼핑몰 구성디자인의 특성과 마케(1999)

팅 기능특성이 쇼핑몰 이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보면 인터넷 쇼핑몰의 다양한 특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영향력이 큰 변수로 상품구색 서비스가 보고되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의 점, .

포 속성을 유추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속성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인지 및 지각2)

배상욱 등 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 정보 보증 명성 과 같은 위험감소단서와 소비자의 친(2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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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이 쇼핑몰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가격 지각된 제품품질 친숙도가. , ,

쇼핑몰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과 최동춘 은 관계효익의 개념을 중심으로 심리적 효익 경제적 효익 고객화 효익이 만(2006) , ,

족 신뢰 관계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관계효익의 요소 중 심리적 효익 경제적 효, , . ,

익이 고객만족과 신뢰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고객만족은 고객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조철호 는 중소 인터넷쇼핑몰에서 고객만족이 구매결정요인과 초기신뢰에 매개되. (2006)

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방환복 등 은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대학생 데(2003)

이터로 검증하였다 김시월과 박배진 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사용자의 효익 인식이 구매경험 및. (2002)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격 정보 편의성 등의 인터넷 쇼핑몰. , ,

효익에 대한 인식이 구매경험과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박준철과 윤만희 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관계품질과 고객만족을 인터넷 쇼핑몰이 회원고객에(2002)

제공하는 편의성 제품다양성 제품정보 쇼핑몰디자인 서비스품질 요인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 결, , , , .

과 편의성 제품다양성 쇼핑몰디자인 서비스품질은 고객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 ,

며 고객만족은 다시 관계품질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수 박용재 는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용이성 문제해결성 보안성 등과 같, (2001) , , , , , , ,

은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형성. ,

응답성 문제해결성 보안성의 서비스품질 요인이 소비자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강재정 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쇼핑몰 이용만족과 쇼핑몰 재이(2001)

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사용의 편리성 결제 및 환불의 용이성 보안 및 신뢰성 고객지원서, , ,

비스 제품특성을 제시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쇼핑몰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

인으로는 제품특성 시스템에 대한 보안과 신뢰성 쇼핑몰의 이용편리성 결제 및 환불용이성 고객지, , , ,

원서비스의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쇼핑몰의 재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쇼핑몰의 만.

족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고객지원서비스 제품특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박유식과 한명희 는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했거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2000) ,

몰에서 제공하는 보증에 대한 신뢰성 제공하는 정보의 양 그리고 소비자의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 지,

각된 위험과 지각된 품질 그리고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험지각은 구, .

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증에 대한 신뢰성은 품질지각과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품.

질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지식수준이 위험지각에는. ( )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매의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철 은 인터넷 정보탐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쾌락과 효용의 개 차원으로 나누고 이(2000) 2

들 차원이 인터넷 정보탐색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인터넷 쇼핑몰 방문빈도에 어떠한 영향을



인터넷 쇼핑몰관련 연구의 유형 분류와 내용 분석 31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정보탐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쾌락과 효용의. 2

개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차원은 인터넷 정보탐색의 전반적 유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방문빈도에 대해서는 효용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인터넷 정보탐색의 전반적인 유용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인터넷 쇼핑몰 방문빈도는 높게.

나왔으며 인터넷 쇼핑몰 방문빈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쇼핑몰 구매의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공혜숙 외 는 인터넷 쇼핑몰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쇼핑몰의 유형에 따라 외형(2000)

성 다양한 제품 분류 신뢰성 전략적 마케팅 효과 요인의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 ,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임종원 외 는 인터넷 쇼핑몰 선택 요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를 구매할 경우에는 제품 가(2000) . PC

치와 고객서비스가 점포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를 구매할 경우에는 점포 친숙성과 구매CD

경험 및 고객서비스가 점포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효원과 염창선 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1999)

미치는 요인 즉 인터넷 상품 품질 인터넷 상품 가격 상품정보제공제공정보의 종류 제공정보의 품, , , ( ,

질 제품 분류구조 주문위험성결제방식의 위험성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 주문 편리성주문시간의, ), ( , ), (

편리성 주문취소의 편리성 배달방식의 편리성 반품처리의 용이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터, ), , .

넷 쇼핑몰의 인터넷 상품의 품질 제공정보의 종류 제공정보의 품질 주문시간의 편리성 주문취소의, , , ,

편리성이 인터넷 쇼핑몰의 만족과 유의적인 정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 상품(+) .

의 가격요인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은 유의적인 부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상의 연구에서 인터넷 쇼핑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열거하면 지각된 제

품품질 친숙도 심리적 효익 경제적 효익 고객만족 효익인식 관계품질 서비스품질 사용의 편리성, , , , , , , , ,

결제 및 환불의 용이성 보안 및 신뢰성 고객지원서비스 등이다 이들 변수의 대부분은 오프라인 점포, , .

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온라인 점포에 특유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에서 경험하게 되는 특유한 심리적 반응과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의 기타 심리반응4.
신뢰1)

마케팅에 있어서 신뢰 개념은 시장관계를 형성하고 개발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 즉. ,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나 고객보유와 충성도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신뢰를 매개로 형성되며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개발하며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경험적 변수이다장형유 한편( , 2006, p.104).

온라인 쇼핑몰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요소와 인터넷의 특성 그 자체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신뢰 개념에는 이들 요소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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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도 등 은 공정성이론에 기반을 두고 인터넷 쇼핑몰 고객의 불만이 신뢰 및 결속에 미치는(2006)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상품 및 쇼핑몰관련 불만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공정성이 확보된 경우 이러한 부정적 관계가 대체로 완화된다고 하였다.

손달호와 차영한 은 신뢰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들 개념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2006) .

과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용자들의 개인적 신뢰성향이 제도적 신뢰특성 신뢰신념 및 신뢰,

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훈 등 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구매 시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려고(2005)

하였다 연구결과 제품관련 요인들과 거래관련 요인들이 모두 소비자 신뢰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호작용성은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용균과 이민우 는 외향성 긍정성 신중성 개방성 등과 같은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이 인터넷(2005) , , ,

쇼핑몰 이용에 대한 만족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외향성만이 소비자만족.

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소비자만족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균. (2003)

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호의성과 지각된 정직성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용수 는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 요인이 고객(2001)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에 대한 친숙도를 제외한 개인정.

보누출 거래안정성 과거경험 구전효과 등의 요인이 인터넷 쇼핑몰의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 ,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 강병구 는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001)

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확인접촉 안전보호 홍보이미지 편리즐거움 환불배달 등의 요인이. , , , / , /

인터넷 쇼핑몰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쇼핑몰 신뢰도는 다시 인터넷 쇼핑몰

만족 수용 방문빈도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윤성준 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의 형성과 역할에(2000)

대한 모델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그 모델의 유효성을 시뮬레이션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였다 전.

자상거래에서 점차 중시되고 있는 신뢰도에 대한 개념을 웹사이트 만족도와 온라인 구매의향과 연관

하여 파악함으로써 신뢰도의 원천과 영향력에 대한 실체이고 현실성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애호도 충성도2) ,

장기적 거래를 중요시하는 관계마케팅 개념이 대두된 이후 분야를 막론하고 애호도 또는 충성도를

의미 있는 마케팅 성과로 간주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연구 분야에서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고.

객만족 및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 및 몰입관계구축을 통한 고객 충성도 증진을 위한 지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장형유 의 연구에 따르면 고객만족이 고객태도 신뢰형성 관계몰입 고객애호도에 유의한 영향(2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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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며 고객태도 신뢰형성 관계몰입은 고객만족과 고객애호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장형유와 정기한 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고객만족 개념을 재검토하고 이를 신뢰 형성의 주요(2005)

한 전략 변수로 도입하고 이들 구성개념의 관계가 고객애호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하였다 연.

구 결과에 의하면 고객만족은 고객애호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신뢰형성(+)

이라든지 관계몰입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일상과 최수정 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정 인터넷(2005)

쇼핑몰에 대한 고객신뢰와 구매 및 이용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친밀감이 있다고 보고 이들 구성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 모두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김철민과 조광행 은 상품가치 서비스 품질 및 상호작용성은 쇼핑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치(2004) , (+)

며 쇼핑만족도는 인지적 감정적 의도적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환비용, , , .

은 의도적 충성도에만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인지적 감정적 의도적 충성도는 상호 순차적인 영향관, ,

계가 나타났지만 행위적 충성도는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종호와 신용섭 는 쇼핑몰 특성 전형성 충성도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각각 유의한 정 의(2004) -> -> (+)

영향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박준철 은 만족이 신뢰 충성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신뢰와 몰입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2003) , ,

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족은 신뢰 충성 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치며 신뢰는 몰입에 정 의. , , (+) (+)

영향을 미치고 몰입은 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뢰는 충성도에 유의한(+) .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현 오상현 은 시스템 품질 제품인식 명성 보장 고객배려 커뮤니티 등과 같은 인터넷 쇼, (2002) , , , , ,

핑몰 공급자 특성이 인터넷 쇼핑몰의 만족도 신뢰도 및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

김소영 주영혁 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경험은 다시 체류시간, (2001) flow flow ,

방문빈도와 같은 웹사이트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안준모 이국희 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치, (2001)

는 요인으로 쇼핑몰시스템품질정보품질 사용편리성 마케팅기능제품품질 제품가격 유통 및 사후( , ), ( , ,

서비스 판촉활동 고객만족도전반적인 고객만족정도를 제시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시스, ), ( ) .

템의 품질 중 정보품질 사용편리성과 같은 품질 요인이 고객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관리 요소,

로 나타났지만 시스템의 디자인 혹은 구성에 따른 기술적 요인은 고객충성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마케팅 기능요소는 고객충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제품의 가격적인.

요인이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쇼.

핑몰 환경에서 고객만족도가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만큼 유의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우 등 은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고객 인터페(2001)

이스 상품가치 명성 이미지 다양성 추구 경향 위험지각 플로우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고객애호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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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품가치 이미지 다양성 추구 경향 플로우는 고객애호도와. , , ,

정 의 관계에 있었으며 위험지각은 부 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 (-) .

감정반응3)

서문식과 김상희 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서비스스케(2004) ‘e-

이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 개념의 차원을 규명하고 이들 하위 차원들이 고객의 감정적 반응 및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미성 주변요소 공간기능성과 같은 가지 서비스스. , , 3 e-

케이프 차원을 규명하였으며 이들 차원은 긍정 환기 부정 통제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

나타났다.

서문식과 김상희 는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이 사용자의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2002)

였다 그 결과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가 경험하게 되는 감정 반응의 차원은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 ,

환기의 개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성 컨텐츠 시간 상호작용성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특성은 사용3 , , ,

자의 긍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신뢰성 고객서비스 보안결재와 같은 특성은 부정적 감정에 영향, ,

을 미치며 신뢰성 컨텐츠 제품과 같은 특성은 환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상호작용성4)

인터넷이 전통적인 매체와 구분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상호작용성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

객은 제공되는 컨텐츠를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된다 구매에 이르는 과정.

에 쇼핑몰 담당자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소,

비자간 의견 교류의 장을 통해 기업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성이 인터넷 쇼핑몰의 효과성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호작용성의 개념 및 측정에 대한 복잡성 문제는 피하지 못하고 있다.

박성연과 심지미 는 기업과 소비자간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소비자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몰에(2006)

대한 관계몰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구매의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두희와 구지은 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호작용성과 그 효과에 대해 문헌 고찰하고 상호작(2001)

용성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상호작용성 척도는 기업활동의 개인화 소비자 참여에. ,

대한 기업의 반응 개인정보 제공의지 마케팅 활동 참여의지 공동체의 일반적인 활동수준 거래공동, , , ,

체 활동수준 이해공동체 활동수준 관계공동체 활동수준 거래공동체 참여의지 이해공동체 참여의지, , , , ,

관계공동체 참여의지와 같은 개의 차원에 총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1 25

김소영과 주영혁 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대인적 상호작용성과 메시지 상호작용성으로 구분하고(2001)

기업의 홍보 사이트를 대상으로 상호작용성의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지각하

는 상호작용성은웹사이트 충성도에직접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이아니라 웹사이트에대한 소비자의유쾌

한 경험 을 증대시키고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웹사이트 충성도가 증가한다고 했다(f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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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결과의 요약< 2>

대분류 소분류 연구목록

전 략 지 향

연구

인터넷 쇼핑몰 구축전략

서용한과 오희선 장은영 박은주 등(2006), (2005), (2005),

곽원일 손달호와 임선영 유성진 김(2002), (2001), (2000),

광용과 김기수 이건창과 정남호(1999), (1998)

인터넷 쇼핑몰 운영 전략

김치호와 엄광렬 신수연과 김민정 박상미(2005), (2004),

와 송인숙 김창호와 권영식 김종기 외(2002), (2001),

오재인 외 김진수 김진해(2000), (1999), , (1997)

소비자행동

지향 연구

인터넷 쇼핑몰 구매자의 특성
김영찬과 이두희 이승민과 구양숙 이두희(2002), (2002),

와 윤희숙 김상용과 박성용(2001), (1999)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구매자들

의 지각 경험,

김구성 등 박혜정 김시월과 박배진(2004), (2003), (2002),

성영신과 강정석 유동근 서영호 조임현(2000), , , (1999)

인터넷 쇼핑몰

에 대한 이용도,

만족도 구매의,

도의 선행요인

인터넷 쇼핑몰

특성

안광호 이윤주 정인근 김상봉 안준모와, (2002), , (2001),

한상록(1999)

소비자의 인지

및 지각

배상욱 등 박종원과 최동춘 조철호(2006), (2006), (2006),

방환복 등 박준철과 윤만희 정경수 박용(2003), (2002), ,

재 강재정 박유식과 한명희 박철(2001), (2001), (2000),

사공혜숙 외 임종원 외 지효원과(2000), (2000), (2000),

염창선(1999)

인터넷 쇼핑몰

에 대한 대한

소비자의 기타

심리 반응

신뢰

박경도 등 손달호와 차영한 박종훈 등(2006), (2006),

이용균과 이민우 이용균 강용수(2005), (2005), (2003),

박철 강병구 윤성준(2001), , (2001), (2000)

애호도,

충성도

장형유 장형유와 정기한 고일상과 최수정(2006), (2005),

김철민과 조광행 김종호와 신용섭(2005), (2004), (2004),

박준철 김상현 오상현 김소영 주영혁(2003), , (2002), ,

안준모 이국희 이장우 등(2001), , (2001), (2001)

감정반응 서문식과 김상희 서문식과 김상희(2004), (2002)

상호작용성
박성연과 심지미 이두희와 구지은 김소영(2006), (2001),

과 주영혁(2001)

결 론V.

앞서 인터넷 쇼핑몰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분류하고 요약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쇼핑몰관련.

국내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종합 비판을 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쇼핑몰관련 국내 연구가 편중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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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려는 사업자에게 실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은 구체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

하는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인터넷 쇼핑몰 연구의 주류는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의 행동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 행동 연구에 있어서 조사대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 .

넷 쇼핑몰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자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모두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라고 해서 모두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인 것은 아

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 행동 연구에서 모집단을 제대로 규정하기 위한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 행동 연구에 있어서 자료수집방법의 문제이다 인터넷 쇼핑몰관련 연구, .

에서는 그 특성상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전자우편 설문조사와 같은 인터넷기반의 자료수집방법을,

사용하기 쉽다 하지만 인터넷 기반의 자료수집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그 유효.

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넷째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 행동 연구에 있어서 인터넷 쇼핑몰의 개념 문제이다 다수의 인터넷 쇼, .

핑몰관련 연구에서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사용자들의 경험이나

인지를 설문지로 측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의 인터넷 쇼핑몰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 많은 외생변수들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다섯째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 행동 연구에 있어서 성과변수의 타당성 문제이다 다수의 인터넷 쇼, .

핑몰관련 연구에서 성과변수로 구매의도와 만족을 사용하고 있다 대개 인터넷 쇼핑몰에는 많은 상품.

이 게시되어 있는데 사용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의도나 만족도를 질문하면 어떤 상품에 대

한 구매의도나 만족도인지를 사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다.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가 다양한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를 본 연구자

들이 만든 틀에 의해 분류하다보니 누락된 연구들이 다소 있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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