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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integrated model of customer loyalty in the context of Internet shopping based on a review 

of two competing perspectives - transactional and relational views. The research model suggests that the usability 

and trust associated with an Internet shopping site are key determinants of customer loyalty. In this paper, factors 

such as promotion, ease of use/navigation, and purchase facilitation are posited as major determinants of usability. 

Trust, on the other hand, is assumed to be influenced by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social shopping service, and 

safety level associated with an Internet shopping site.

This paper also asserts that the lack of consideration for individual differences is one of the key reasons for the 

inconsistent and mixed research findings in user acceptance literature. In this regard,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referent theory as it may theoretically explain why a particular information 

technology (IT) related message has varying influences on different adopters. 

The research model comprising 11 hypotheses was derived from and validated through a survey involving 271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al least square(PLS) method was used to test the suitability of the research model and 

its hypotheses. Overall,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usability and trust associated with an Internet shopping site play 

an important role in acquiring loyal customers. In particular, the user's Internet shopping involvement i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customer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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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낮은 환비용(switch-

ing cost)을 특성으로 하는 인터넷 사업의 특성 때

문에 단순히 양 인 트 픽(traffic) 못지않게 거래

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충성고객’의 확보에 많

은 심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은 정보기

술(IT) 응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

넷 쇼핑몰에 한 고객의 충성 행 를 체계 으로 

설명하기 해서는 IT 수용에 한 기존의 연구들

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사

용자의 IT 수용을 설명해주는 표  거이론으

로 이성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28],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6],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26] 

등이 있다. 이들 모형에 따르면 사용자의 IT 수용

은 IT의 핵심 속성들에 한 사용자의 인지(e.g.,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이용편리성), IT 수용에 

한 사용자의 태도, 수용행 와 련된 주  규

범 등의 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 모형은 원래 사용자의 IT 수용을 설명하고 

측할 수 있는 ‘일반론’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

지만, 실제로 많은 IT 연구들에서는 일 되지 못

하거나 상충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를 

들어 IT 수용에 있어 사회  향에 해당하는 주

 규범이 IT 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22, 66]도 있지만,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연구[20, 49]도 혼재해 있다. 한 자상거래

용 웹 사이트의 수용에 한 연구에서 Shang et 

al.[62]은 인지된 유용성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인지된 이용편리성은 유

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하지만 웹 사이트 

이용 경험이 많은 사용자들을 상으로 한 Gefen 

et al.[32]의 연구에서는 인지된 유용성이 인지된 

이용편리성에 비해 구매의도에 강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수용연구에서 연구결과가 상반되거나 불일

치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IT를 수용하고 이용하는 

사용자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T 수용에 있어 사용자의 차이가 

갖는 요성과 의미에 해서는 몇몇 연구들에서 

밝 지고 있다. 를 들어 신확산이론에 따르면 

신성이 높은 조기 수용자들은 신의 상  이

익, 복잡성 등 신의 속성 정보를 해주는 ‘  

매체(mass media)’의 향을 많이 받는데 비해, 

신성향이 낮은 후기 수용자들은 신에 한 소

문이나 신 사용자들의 사용 경험담 등을 해주

는 ‘인간 계 채 (interpersonal channel)’로부터 

더 많은 향을 받는다고 한다[52]. 사용자의 IT 

수용에 있어 IT와 련된 메시지의 향과정이 사

용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다 체계

으로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 ‘정교화 가능성 모

형(elaboration likelihood model：ELM)’을 들 수 

있다[59]. ELM에 따르면 IT의 잠재  수용자가 

IT의 속성정보를 극 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

기부여(motivation)’와 해당 메시지를 상세히 평가

할 수 있는 ‘능력(ability)’이 있을 경우, IT의 효율

성과 효과성을 단할 수 있는 논거들(arguments)

에 한 면 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수용 여부

를 결정한다. 반면, 잠재 수용자가 IT 속성정보를 

면 히, 비평 으로 검토할 만한 동기부여와 능력

이 부족한 경우, IT 개발자의 명성, 신뢰성, 는 

IT 련 주변의 소문이나 고 등 단순한 단서들

에 의존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

터넷 쇼핑몰의 수용에 있어 사용자의 차이를 고려

해야 하는 요한 이론  근거를 ELM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LM을 기반으로 하면서 사용자

의 차이, 즉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와 능력을 나타내는 개

념으로 ‘인터넷 쇼핑 여도(internet shopping in-

volvement)’를 반 한 고객 충성도 모형을 제시하

고자 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

핑몰 고객의 충성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요

인이 ‘사용성’  ‘신뢰성’과 련된 요인임을 문헌

고찰을 통해 논증하고, 도출된 요인들이 고객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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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에 미치는 상 인 향 정도가 인터넷 쇼핑 

여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해 실증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인터넷 쇼핑 사이트의 수용에 한 기존의 연구

들을 종합 으로 비교 검토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 혼재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거

래  (transaction view)으로, 여기서는 인터

넷 쇼핑몰을 ‘IT 기반의 상 ’으로 보고, 특정 쇼

핑몰의 수용여부는 그 상 이 제공하는 비용-편익 

측면을 실용  차원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

된다고 본다. 웹 사이트 혹은 인터넷 쇼핑몰의 ‘사

용성(usability)’을 시하는 연구들이 여기에 속한

다. 둘째는 ‘ 계  (relational view)’으로, 여

기서는 고객이 왜 특정 인터넷 쇼핑몰에 지속 으

로 방문하는가를 이해하기 해서는 쇼핑몰을 단

순히 거래의 비용-편익을 가져다주는 상 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객과 매자간의 ‘신뢰성(trust)’에 

기 한 비즈니스의 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즉 

사용자와 웹 사이트간의 상호작용을 인간 계와 

같은 으로 악하려는 것이다[12, 39]. 

2.1 거래  ：사용성

거래  의 연구자들은 인터넷 쇼핑의 상

 이 (e.g., 시간 약, 가격 비 높은 가치, 주문 

편의성, 거래비용 감소 등)이 사람들로 하여  온

라인 쇼핑을 하도록 하는 핵심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다[43, 44].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를 

유인하고 만족시키기 해서는 온라인 거래를 통

해 사용자에게 경제  이익, 효율성, 효과성 등의 

면에서 ‘사용성(usability)’이 높다는 을 확신시

켜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거래  의 연

구자들은 재 이용하고 있는 쇼핑몰의 사용성에 

한 고객의 만족이 쇼핑몰의 수용뿐만 아니라 해

당 쇼핑몰에 한 고객의 충성도를 결정한다고 보

고 있다[15]. 

인터넷 쇼핑몰도 하나의 정보시스템(혹은 웹 사

이트)이므로,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을 개념화하

기 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사용성에 한 문헌고

찰이 필요하다. 좁은 의미에서 사용성이란 “사용

자가 공식 인 훈련 없이도 정보시스템과 얼마나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하는 정도”를 말한다

[13]. 이보다 구체 으로 Nielsen[55]은 사용성이란 

“정보시스템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느

끼는 경험의 질”이라 하고, 사용성의 지표로 학습

의 용이성, 사용의 효율성, 기억의 용이성(memo-

rability), 오류 발생 빈도, 주  만족 등 5가지를 

제시하 다. 사용성에 한 ISO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제품( ：웹 사이트)이 특정 이용 상황에서 

특정 사용자의 특정 목 을 해 효과 , 효율 , 

그리고 만족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로 다소 

포 으로 정의하 다[38]. Agarwal and Venka-

tesh[5]는 사용성은 객 인 개념이 아니고, 사용

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주  평가이기 때문

에 사용성을 평가할 때는 ‘사용자 만족’을 포함시

키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지 하 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사용성의 개념을 사용자 만족을 

포함하여 폭넓게 정의한 ISO의 정의를 채택하기

로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을 

결정하는 차원을 도출하기 해 ‘기 치 강화 모

형(belief reinforcement model)’이 제시하는 

을 참조하기로 한다. 기 치 강화 모형은 “왜 어떤 

사물의 속성이 그 사물에 한 사람의 태도와 행

동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논거를 제공해 주

는 이론으로, 컨  인터넷 쇼핑몰의 설계속성 

 고객이 요하다고 믿고 있는 ‘핵심 기 치

(salient beliefs)’는 해당 쇼핑몰의 사용성에 한 

고객의 태도에 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구매의

도에 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63]. 이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사물의 속성에 한 핵심 기 치, 태

도, 행동은 각각 인터넷 쇼핑몰의 설계속성에 

한 핵심 기 치, 사용성에 한 태도, 충성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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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잠재고객들이 인터

넷 쇼핑몰에 바라는 ‘핵심 기 치’가 무엇인가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용성에 한 사용자

의 태도를 결정하는 선행변수가 되고, 사용성에 

한 태도는 다시 고객 충성도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에 한 기존의 연구[4, 13, 63]를 

종합해 보면 고객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공통 으

로 바라는 ‘핵심 기 치’는 체로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가격  비가격 요소

를 구비하고 있는가?( 성)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사용  

항해 편의성) 

•제품선택으로부터 주문,  지불, 배송 등 

구매의  과정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가?(구

매 지원성)

인터넷 쇼핑몰의 설계 속성들이 사용자가 바라

는 이러한 핵심 기 치들을 충족시켜 다면 해당 

쇼핑몰의 사용성은 높아질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

을 결정짓는 핵심 설계요소로 성(promotion), 

사용  항해 편의성(easy of use and navigation), 

그리고 구매 지원성(purchase facilitation) 등 3가

지 카테고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2.1.1 성(promotion)

성이란 특정 인터넷 쇼핑몰에서 “좋은 제품

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가?”라는 고객의 기

에 향을 미치는 설계요소이다. 성 카테고

리는 사람들을 특정 인터넷 쇼핑몰로 몰려들도록 

유인하는 요소로, 여기에는 가격 기반 요소와 비

가격 기반 요소가 있다. 가격 기반  요소로는 

가격할인, 가격비교, 쿠폰, 선물제공, 특별할인, 리

베이트 등이 있다. 비가격 진요인으로 신제품 

소개(what’s new), 제품 추천, 신제품에 한 고

성 소식 제공 등이 있다.

성과 련된 요소들의 요성에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 져 왔다. 컨  가격은 

온라인 고객에게 매우 요한 요소로 지 되고 있

다[35, 45]. 인터넷 마켓은 완 경쟁에 가까운 시장

으로, 소비자는 제품정보와 가격정보를 상 으

로 은 노력과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으로 가격에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17]. 따라서 인지된 가격은 웹 고객의 태도에 

요한 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 인지된 가격

이란 비용 감을 포함해서 낮은 가격에 구매한 정

도를 말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 측면이 요하긴 하지

만 가격만이 고객을 유인하는 요소의 부는 아니

다. 한때 온라인 시장은 끝없는 가격인하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지만, 지 은 믿을 

만한 온라인 업체가 고품질의 제품이나 오 라인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제품을 제공한다

면 높은 가격으로 기꺼이 수용하려는 고객들이 늘

고 있다. 제품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UCC를 이용한 재미있고 독특한 

제품설명, 인기 연 인이나 유명인을 동원한 제품

홍보, e-mail이나 SMS를 이용한 제품홍보나 이벤

트 소개 등도 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2.1.2 사용  항해 편의성(easy of use and 

navigation)

사용  항해 편의성이란 특정 인터넷 쇼핑몰에

서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라는 사

용자의 기 에 향을 주는 설계요소이다. 일반

으로 고객이 온라인 웹 사이트를 처음 방문했을 때

는 별다른 사용지침서가 없는 상태에서 항해하면

서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 고객이 얼마

나 짧은 시간에 웹 사이트를 자신의 통제(control)

하에 두고 쉽게 이용하고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드

느냐 하는 것은 웹 설계의 핵심 포인트이다. 이것

을 ‘인지된 통제감(perceived control)’이라 부르는

데, 이는 계획된 행동이론(TPB：theory o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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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 behavior)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념이다. Ta-

ylor and Todd[67]는 인지된 통제감의 주요 내용

으로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을 제시하 다. 자

기 효능감이란 “어떤 일을 완수하는데 있어 필요

한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을 말한다. 자기 효능

감은 IT 수용 분야에서 표 인 모형인 기술수용

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26]에

서 제시한 ‘인지된 이용편리성’과 같은 개념이다.  

온라인 쇼핑의 장 의 하나인 ‘무한한 진열 

공간(endless shelf space)’은 검색이 어려울 경우 

곧바로 단 으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

게 원하는 제품을 빨리 찾도록 도와주는 ‘손쉬운 

검색엔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요하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은 클릭 횟수와 항해의 편의성은 매우 

요한 설계의 덕목이기 때문이다. 한 웹 사이

트 설계에서 그래픽과 테이블을 활용한 정보 표시, 

칼라를 이용한 정보 표기, 페이지간의 일 성  

통일성 유지 등은 웹 사이트의 이용 편리성을 높

여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3 구매 지원성(purchase facilitation)

구매 지원성이란 특정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선택으로부터 주문,  지불, 배송 등 구매의  

과정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사용자의 기

에 향을 주는 설계요소이다. 따라서 구매 지

원성이란 제품의 탐색으로부터 제품선택,  결

제 등 온라인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

보와 자원을 고객에게 지원해주는 정도를 말한다. 

매체 풍부성이론(media richness theory)에 따르면 

웹 사이트에서 종합 이고, 완 하고, 풍부한 컨텐

츠를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의 제품 선택의 폭을 

넓 주어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게 하는데 가장 

요한 사항이라 하 다[58]. 이미 여러 연구에서 

컨텐츠의 질이 웹 사이트의 사용성을 결정하는 가

장 요한 요인이자 사용자의 재방문 여부를 결정

하는 핵심요인으로 밝 지고 있다[5, 34, 57].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의 것

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이미 품 된 제품, 틀

린 가격정보, 틀린 배송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Lohse 

and Spiller[46]는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재방문하

는 핵심 이유는 련성 높은 정보가 제공되기 때

문이라 하 다. 

Taylor and Todd[66]는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어떤 새로운 사물을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사물에 한 수용자의 통제감(perceived control)

에 크게 의존하며, 통제감을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자원 용이성(resource facilitation)’을 제시하 다. 

자원 용이성이란 “의도하는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진 자원(혹은 장애 요인)이 어느 정도 존

재하는지에 한 인지”를 말한다. 통시장에 비

해 인터넷 마켓에서는 제품에 해 물리  이 

불가능하고 매원과 직 인 상호작용이 어려운 

등 많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원용이성에 

한 사용자의 인지는 매우 요하다. 인터넷 쇼핑 

환경에서 인지된 자원 용이성이란 온라인 구매에 

필요한 자원들(제품 사진, 제품 상세 묘사, 제품 

확 기능, 다양한 지불 옵션, 다양한 배송 옵션, 주

문형 제품 구매, 련 사이트와의 링크 등)의 존재

에 한 인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 자신의 신

체정보를 바탕으로 의류 제품을 ‘미리 입어보기 

기능’ 등 사  테스트 기능은 온라인 거래의 단

인 제품의 가 성을 높여 구매에 한 통제감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이밖에 다양한 고객층에게 

근하기 해 다양한 언어지원, 폰트 크기의 조

, 다양한 결재  배송 옵션을 제공하는 것도 고

객의 통제감 제고를 해 요하다.

2.2 계  ：신뢰성

온라인 거래에서 ‘신뢰의 부족’은 온라인 쇼핑몰

의 수용과 활성화에 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30, 65]. 인터넷 쇼핑에 있어 신뢰성의 요성은 

최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Li et 

al.[42]은 2000년～2004년 동안 온라인 쇼핑에 

해 유력 국제 에 게재된 실증연구 31편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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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많은 연구에서 신뢰성이라는 변수를 사용

하고 있음을 밝혔다. 신뢰성이란 “신뢰 상이 신

뢰할만한가?”라고 하는 일반 인 개념에서부터

[31], 신뢰 상자의 능력(ability), 호의(benevolence), 

투명성(integrity), 측가능성(predictability) 등 

구체 인 하  개념에 한 신뢰자의 믿음(beliefs)

으로 정의하기도 한다[8]. 

인간 계이론(theory of personal relationships)

에 따르면 웹 사이트와 사용자간에 진정한 신뢰 

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양자간에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과 상호작용(interaction)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65]. 사용자는 제품

정보를 수집하거나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등 자

신의 개인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고자 웹 사이

트에 의존하며, 웹 사이트는 자사의 제품을 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피드백, 논평, 검토

의견 등을 수집하기 해 사용자와 상호의존한다.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받는 피드백이나 타

인이 제공하는 리뷰, 온라인 커뮤 티에의 참여, 

실시간 채  등을 통해 웹 사이트와 상호작용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의존과 상호작용

을 통해 양자간에 정 인 신뢰가 형성되기 해

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제되어야 함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쇼핑몰 운 자와 고객간에 이루어지는 의

사소통의 질(communication quality)이 높아야 한

다. 의사소통의 질이란 “당사자 간에 공식 혹은 비

공식 경로를 통해 기에, 빈번하게, 정확하게 정

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웹에서 의사소통의 

질은 FAQ, 도움말 일 제공,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시, 사용자 질문에 기 응답, 채 룸, 기 메시

지 피드백 시스템 등 최신기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쇼핑몰 참여자들간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  쇼핑 

서비스(social shopping service)’ 수 이 높아야 

한다. 사용자와 쇼핑몰 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

용은 과거와 같이 고객과 매자 양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웹 2.0시 에 진입한 오

늘날에는 “상품정보에 한 고객들 상호간의 리뷰

와 비평 정보의 교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쇼핑몰의 신뢰성 향상을 해 더욱 

요한 설계 포인트가 되었다. 

셋째, 쇼핑몰 운 자는 기회주의  행동(oppo-

rtunistic behavior)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회주의

 행동이란 “ 계를 형성하는 일방이 상 방의 

에서 하고도 요구되는 행동을 어기거나 

깨는 행동”으로 신뢰를 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

고 있다[65].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 환경에서 매

자의 기회주의  행동은 주로 온라인 거래의 잠재

 험(e.g.,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사기 매, 배

송 지연 등)을 방치 혹은 유발시키는 행동으로, 이

는 인터넷 쇼핑몰이 표방하고 수하는 ‘안 성’ 

수 과 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

핑몰의 높은 안 성이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요인

으로 본다.

2.2.1 의사소통의 질

인터넷 구매경험자의 반 이상이 구매과정에서 

상치 못했던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고 한다[32].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상거래 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2005년 5,602건, 2006년 9,694건

이던 것이 지난 2007년에는 1만 4223건으로 년 

비 46.7%나 증했다고 한다[2].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요한 것은 문제발생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해 응하는 업체의 태도와 행동이

다. 문제 발생시 온라인 업체의 처능력은 고객

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 요건이라

는 것이다[42]. 보다 극 인 에서 보면 고객

이 불만이 있다는 것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실패로 인

한 고객 불만은 공세 , 사 으로 막고 최소화

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에 해서는 

극 으로 응 해야 한다.

서비스 복원을 해 가장 요한 것이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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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 

고객이 어떤 문제에 착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

법은 두 가지이다[25]. 우선 FAQ, 온라인 도움말, 

운 자에 e-mail 연결 등 웹 사이트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하는 경우다. 어떤 고객들은 문제해결을 

해 직  사람에게 요구하기를 원한다. 이를 

해서는 365일 24시간 내내 문제 해결 요구에 응해

 수 있는 기술자나 도우미의 배치가 요하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서비스 실패가 발생했을 경

우 문제해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객만족을 

해  보상, 무료 상품 쿠폰 제공과 같은 추가

인 배상과 사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객들은 

매원이 실수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길 원하고, 

매원의 입장에서는 한 보상과 사과가 고객 이

탈로 인한 손실 보다 낮다는 을 인식해야 한다.

2.2.2 사회  쇼핑 서비스

사람들은 쇼핑을 통해 단순히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쇼핑은 사회  상호작용으로 쇼핑의 과정

과 쇼핑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계를 쇼핑 못지않

게 즐기고 있다. ‘사회  쇼핑(social shopping)’은 

한 마디로 의 지혜를 빌어, 쇼핑도 여러 사람

과 함께 공유하면서 쇼핑한다는 뜻이다[3]. 참여와 

개방, 공유를 상징하는 웹 2.0의 기본 개념이 쇼핑

에 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사용자들은 심 

있는 상품을 등록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고, 

리뷰를 작성하고, 추천을 얻고, 제품 구매자의 후

기를 보고, 최근 사람들의 심을 끄는 상품이 무

엇인지 알아내기도 함으로써 쇼핑을 하기 한 모

든 과정에 사용자가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다. 

사회  쇼핑의 요성은 일 이 인간 계 향

(interpersonal influence)에 한 이론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인간 계 향이란 “타인의 행동과 타인

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에 

해 학습하려는 경향”을 말한다[10]. 마  분야에

서는 인 계 향이 소비자 행동을 결정하는 주

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11]. 구매에 있어 타인

의 의견에 의존하고자 하는 심리의 기 에는 제품

구입에 따른 불확실성의 감소, 구매 후 후회의 최

소화, 구매행 에 한 정당성 부여의 동기가 자

리 잡고 있다[7]. 

2.2.3 안 성

오 라인 소비자에 비해 온라인 소비자는 신용

카드 정보유출이나 주문 당시에 원했던 물건을 제

로 배달받지 못할 가능성 등 온라인 쇼핑에 내

재된 험에 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14]. 특히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실물을 확인하기 어렵고, 

구매 결정 시 과 제품 수령 시 간의 시차가 발

생하기 때문에 웹 고객들은 매자의 신뢰성에 

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35]. 

험 인식은 인터넷 쇼핑에 한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35]. 환불보증, 명성 높은 랜드 

구매는 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으

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실증연구에 따르면 환불

보증, 제품보증, 유명 랜드의 제시 등은 온라인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69]. 명성 높은 제 3의 보안회사와 연계되어 개

인의 신용정보가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고객의 불안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한 자신

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다른 업체와 공유되어 스펨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되고 있는지에 해서도 

심이 높다. 이러한 문제에 한 업체와 고객 간의 

묵시  력은 상호신뢰의 기반이 된다. 제품배송

과 련하여 온라인 업체가 유명 배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배송하는 것은 고객의 구매의사결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쇼핑몰 운 자는 인터넷 쇼핑의 안 성과 련

하여 정책과 차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안

성과 련한 정책과 차가 공정하고 웹 사이트

내에 명확히 표 되어 있어 고객들이 문제 발생시 

구체 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를 들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잘

못 배송되었을 경우 반송비를 부담하고 고객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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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상해야 하고, 고객이 반송을 해 취해야 하

는 차를 명확히 알려 주어야 한다. 유명업체들

은 배송받은 제품이 100%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고객들은 얼마든지 반품을 요구할 수 있고, 반품

차와 환불과정에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3 상황변수의 고려：인터넷 쇼핑 여도

지 까지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

성’과 ‘신뢰성’이 고객의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간주하 다. 그러나 사용성과 신뢰성

이 고객의 충성도에 미치는 상  향력 정도가 

사용자의 특성에 계없이 동일할 것인가를 알아

보는 것 한 본 연구의 주된 심사이다. 본 연구

에서는 사용자의 인터넷 쇼핑몰의 수용(충성행 )

에 있어 ‘사용성’과 ‘신뢰성’과 련된 서로 다른 

메시지가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해 ‘정교화 가능성 모형(ela-

boration likelihood model：ELM)’을 거이론으

로 채택하고자 한다. 

ELM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사물(e.g., 인터넷 쇼

핑몰)에 한 수용 태도를 결정하기 해 그 사물

과 련된 메시지(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경

로를 심경로(central route)와 주변경로(periph-

eral route)로 나 고, 사용자가 의존하게 되는 경

로가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해 

설명하고 있다[59]. 이들 두 경로는 메시지(정보) 

처리에 드는 인지  노력 정도, 즉 정교화 정도를 

달리하는데, 심경로에서는 메시지 내용 에서 

인지  평가요소인 논거(arguments)와 련된 사

항에 해 면 한 분석을 통해 태도를 형성한다. 

인터넷 쇼핑몰의 수용 상황에서 논거란 쇼핑몰 수

용에 따른 잠재  이익, 안  쇼핑몰과의 비교, 

쇼핑몰 이용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한 존재여부 

 지원수 , 쇼핑몰 수용에 따른 득실 등이다. 이

에 반해 주변경로에서는 인지  활동을 덜 요구되

는 문가의 보증 여부, 보증인에 한 호감 등 단

순한 단서들(cues)에 의존하여 태도를 형성한다. 

한편 심경로에 의거해 형성된 태도는 주변경로

에 의한 것에 비해 논거들에 해 정교한 심사숙

고를 거친 후에 나타난 것이므로 보다 안정 이고, 

지속 이고, 장기  행동에 한 측력이 높다. 

반면, 주변경로에 의해 유발된 결과는 덜 지속

이고, 반  여론에 더 잘 흔들리며, 장기 인 행

동 유발 효과도 낮다[59].

ELM에 따르면 메시지 수용자가 특정 사물의 수

용과 련된 메시지를 극 으로 처리하고자 하

는 ‘동기부여(motivation)’와 해당 메시지를 상세히 

평가할 수 있는 ‘능력(ability)’이 있을 경우, 주 경

로(central route)를 통한 설득이 이루어진다고 한

다. 반면 메시지 수용자가 메시지 텐츠를 면

히, 비평 으로 검토할 만한 동기부여와 능력이 부

족한 경우 단순한 단서 등에 의존하는 주변  경

로(peripheral route)에 의한 처리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에 있어 사

용자의 동기부여와 능력을 포 하는 개념으로 ‘인

터넷 쇼핑 여도(internet shopping involvement)’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용어는 마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 여도(product in-

volvement)’라는 개념에서 유추한 것으로, 본 연구

에서는 인터넷 쇼핑 여도를 McQuarrie and 

Munson[51]이 제시한 개념을 바탕으로 1) 평소의 

제품탐색이나 구매활동에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얼마나 활용하고 의존하는지(인터넷 쇼핑몰 참여

도)와 2) 인터넷 쇼핑몰에 한 지식과 웹 사이트 

활용능력이 얼마나 높은지(인터넷 쇼핑몰 활용능

력)를 평가하는 척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일상생활

에서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고 인터넷 쇼핑 사이

트의 활용능력이 높다면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보

다 면 하게 검토할 만한 동기부여와 능력이 높은 

고 여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연구의 모형  가설

지 까지의 논의를 토 로 인터넷 쇼핑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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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지원성

이용  항해편리성

성

사회  쇼핑 서비스

안 성

의사소통의 질

사용성

신뢰성

인터넷 쇼핑
여도

충성도

[그림 1]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 충성도 결정모형

한 고객의 충성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도식화 하

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에 

한 고객 충성도는 쇼핑몰의 사용성과 신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과 신뢰성이 고객의 충성도에 향을 미친

다는 논거는 사회심리학 분야의 ‘투자모형(the in-

vestment model)’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인간

계의 형성과 유지를 설명해 주는 투자모형에 따

르면, 어떤 상에 한 만족이 그에 한 애착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있다[60]. 이 이론에서 핵심 개

념인 애착(commitment)은 “장기  시각에서 참여

와 심리  호감 등을 포함하여 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므로, 애착은 본 연구의 고객 충

성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61]. 한 이 

모형에서 만족(satisfaction)은 “ 계에 한 정

 감정 혹은 이끌림”으로, 사람들은 어떤 계에

서 얻어지는 보상이 지속 으로 비용 보다 높고, 

기  보다 높을 때 그 계에 해 만족하게 된다

고 하 다[60]. 인터넷 쇼핑몰에 한 사용자의 만

족은 쇼핑몰의 ‘사용성’과 ‘신뢰성’이 높을 때 나타

나는 감성  반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

과 ‘신뢰성’이 높을수록 고객 충성도가 높아진다고 

측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과 신뢰성의 결정요인은 

이미 본 연구의 이론  배경에서 검토한 바와 같

다. 요컨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은 쇼핑몰 사

이트의 성, 이용  항해의 편리성, 그리고 구

매지원성 정도에 향을 받으며, 쇼핑몰의 사용성

이 높을수록 고객이 평가하는 쇼핑몰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쇼핑몰 사이트의 사용성은 신뢰성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즉 어떤 쇼핑몰 사이트의 사

용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웹 사이트 운 자가 사

용자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

직하게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호의성

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8]. 한 사

용성이 높으면 웹 사이트에 게재된 컨텐츠 뿐만 

아니라, 주문이나 지불과정 등 구매과정에 한 

사용자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사용과정에서의 오류

나 실수의 가능성이 어들 것이다[54]. 이는 해당 

웹 사이트에 사용자의 통제감과 안 성에 한 확

신을 높여 해당 웹 사이트에 한 기술  능력에 

한 신뢰감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37]. 실제

로 Kim and Moon[41]의 연구에 따르면 사용성

(usability)은 웹 사이트에 한 신뢰성을 높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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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용성

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객 충성도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신뢰성을 매개로 

하여 간 으로 고객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설정하 다. 쇼핑몰의 신뢰성은 의사소통의 

질, 사회  쇼핑 서비스, 안 성이 높을수록 높아

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로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가설 1-a：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이 높을수록 

고객 충성도가 높아진다.

가설 1-b：인터넷 쇼핑몰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고객 충성도가 높아진다.

가설 1-c：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이 높을수록 

신뢰성이 높아진다.

가설 2-a：인터넷 쇼핑몰의 성이 높을수록 

사용성이 높아진다.

가설 2-b：인터넷 쇼핑몰의 이용  항해 편의

성이 높을수록 사용성이 높아진다.

가설 2-c：인터넷 쇼핑몰의 구매지원성이 높을

수록 사용성이 높아진다.

가설 3-a：인터넷 쇼핑몰의 의사소통의 질이 높

을수록 신뢰성이 높아진다.

가설 3-b：인터넷 쇼핑몰의 사회  쇼핑 서비스 

수 이 높을수록 신뢰성이 높아진다.

가설 3-c：인터넷 쇼핑몰의 안 성이 높을수록 

신뢰성이 높아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ELM이 제시하는 논거에 

따라 사용자의 인터넷 쇼핑 여도에 따라 쇼핑몰

의 사용성과 신뢰성이 고객의 충성도에 향을 미

치는 상  향 정도가 다를 것으로 가정하 다. 

ELM의 경우 사회심리 분야나 마  분야에서 

많은 실증  연구가 있었지만, 정보시스템(IS) 분

야에서도 으나마 몇몇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를 들어 Mak et al.[48]은 문가 시스템에서 추

천하는 권고의 수용도와 시스템 설계에서 사용자 

참여의 효과를 ELM을 이용하여 분석하 는데, 

그 결과 참여도가 낮은 사람들은 시스템 개발자

의 명성(즉 주변단서)에 의해 향을 많이 받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의사결정 상황의 모호

성(즉 논거의 질)에 보다 많은 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Bhattacherjee and Sanford[16]는 문서 리 시스

템 수용에 한 연구에서 1) 논거의 질(e.g., 문서

리시스템의 정보제공능력, 도움이 되는 정도, 가

치 있는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정도)이 시스템의 유

용성에 정의 향을 미치고, 2) 이들간의 계는 

직무 련성(e.g., 문서 리 시스템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데 요한 정도, 련되는 정도)과 사용자 

문성(e-mail, 워드 로세서, 컴퓨터 등 3가지에 

한 문성 정도)이 높을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

났으며, 3) 시스템 개발자의 신뢰성(e.g., 시스템 

개발자의 지식, 문성, 믿을만한 정도)이 시스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치지만, 이들 간의 계

는 사용자 문성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IT 수용에 있어 높은 작업 련성과 

IT 문성이 높은 사람들은 IT 수용에 있어 ‘ 앙

경로(논거의 질)’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작업

련성이 낮고, IT 문성이 낮은 경우 ‘주변경로(출

처의 신뢰성)’에 더욱 의존함을 밝혔다.

ELM에 기반한 이들 연구들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과 신뢰성이 고객 충성도에 미치

는 향은 사용자의 ‘인터넷 쇼핑 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우선 쇼핑몰 

사이트에 한 경험과 지식이 은 ‘ 여자’가 

은 지  노력(cognitive efforts)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은 “웹 사이트를 얼마나 효율 ,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사용성’과 계

된 사항일 것이다. Venkatesh et al.[70]에 따르면 

웹 경험이 은 사람들은 웹을 피상 으로 평가하

기 때문에 고 경험자에 비해 미래의 사용의도를 

결정함에 있어 ‘이용편리성’을 더욱 시한다고 주

장하 다. Castaneda et al.[18]은 무료 컨텐츠 사

이트의 수용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고 경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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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경험자에게는 ‘이용편리성’이 상 으로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 으로 보여주었

다. 그러나 사용자의 인터넷 쇼핑 여도가 높아 

감에 따라 인터넷 쇼핑 경험과 지식이 많아서 쇼

핑 사이트를 효율 , 효과 으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 여 

사용자에게 사용성은 ELM의 주변경로가 단하

는 단순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웹 사

이트 이용 경험이 많은 사용자들을 상으로 한 

Gefen et al.[32]의 연구에서는 인지된 이용편리성

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요컨  고경험자들은 보자들에 비

해 웹 사이트의 성과( ：안 하게 원했던 물건을 

약속된 날짜에 배달받음)에 높은 심을 갖고 있

는 반면, 경험이 은 보자들은 웹 사이트를 피

상 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용편리성’과 같은 도

구  믿음(instrumental beliefs)을 더욱 시할 것

이다. 이용편리성은 본 연구의 사용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용성의 요성이 차 낮아질 것으로 측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의 인터넷 쇼핑 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뢰성의 요성은 높아질 것이다. 즉 쇼핑 

사이트에 한 경험과 문성이 높은 ‘고 여자’일

수록 해당 사이트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가를 더욱 

시하고 여기에 해 더욱 몰입을 할 것으로 측

된다. 인터넷 쇼핑몰의 신뢰성이란 “인터넷 쇼핑몰

(운 자)의 능력, 호의성, 투명성, 측가능성 정도”

를 말하는 것인 바[8], 이러한 신뢰성에 해 웹 인

터페이스를 통해 간 으로 단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는 인터넷 쇼핑 보자(

여자) 보다 문  사용자(고 여자)가 더욱 정확

히 평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요컨  인터넷 

쇼핑의 고 여자는 ELM의 앙경로를 통해 쇼핑

몰 사이트의 신뢰성에 해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따라서 신뢰성이 

충성도에 미치는 향정도는 여도가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사용자가 경험과 지식을 축 해감에 따라 수용

상에 한 평가기 이 달라짐을 설명해주는  

다른 이론으로 직 -체계 모형(heuristic-system-

atic model)을 들 수 있다[21]. 직 -체계 모형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 으로 ‘최소 노력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사

용자는 기에 수용 상(쇼핑몰 사이트)을 최소한

의 노력으로 평가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이 평가

하기가 쉬운 측면(편의성)에 근거하여 직 으로 

평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쇼핑몰 사이트를 자발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잠재 수용자는 웹 

사이트의 유용성과 수용여부를 단하기 해 우

선 몇 가지 기본  기능에 해 탐색  이용단계

를 거치게 되고, 이 단계에서 이용편리성은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19, 47]. 따라서 탐색  이용단

계에 있는 여자는 고 여자에 비해 웹 사이트 

수용의 제로 사용성에 보다 크게 의존할 것이다.

하지만 나 에 쇼핑 사이트에 한 충분한 경험

과 지식을 갖춘 고 여자는 수용 상이 갖고 있는 

보다 복잡한 측면(신뢰성)에 해 보다 체계 으

로 평가하려 할 것이다. Hoffman and Novak[33]

은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 경험이 은 사람들은 

탐색  행 를 보이는 반면, 유경험자들은 목표지

향 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 다. 따라서 탐색  

행 를 추구하는 능력 사용자는 웹 사이트의 사

용성에 높은 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웹 사이

트 사용에 필요한 충분한 기능과 지식을 갖춘 고

여자는 웹 사이트의 본질  기능(신뢰성)에 높

은 심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단된다.

McKnight et al.[50]은 소비자가 웹에서 상업  

거래를 본격 으로 하기 이 에 사  탐색 단계를 

극복해야만 한다고 하 다. 탐색단계에서 웹 사이

트에 한 직 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웹 사이

트의 신뢰성은 인지  명성, 제 3의 유명 기 으로

부터의 보증 등을 통해 형성된다. 이 단계가 극복

되면 웹상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등의 험수용 행

를 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참여단계(commit-

ment stage)라 한다. 참여단계에서는 개인이 실제



12 서 건 수

<표 1> 응답자 특성

구  분 응답란 빈 도 비율(%)

성별

남 143 52.8 

여 128 47.2 

계 271 100.0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1시간 미만 50 18.5

1시간～3시간 미만 169 62.4

3시간～5시간 미만 39 14.4

5시간 이상 13 4.8

계 271 100

인터넷 
이용 목
(복수응답)

인터넷 뉴스 보기 107 39.5 

게임 65 24.0 

인터넷 쇼핑 94 34.7 

블로그(개인홈피) 리 81 29.9 

메신 /채 /e-mail 82 30.3 

학교(회사) 홈페이지 이용 15 5.5 

인터넷 까페(동호회) 활동 19 7.0 

음악, 동 상 등 감상 60 22.1 

기타 7 2.6 

인터넷 
쇼핑몰

방문 주기

거의 매일 48 17.7 

1주일에 한 두번 122 45.0 

한달에 한 두번 79 29.2 

1년에 한 두번 9 3.3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13 4.8 

계 271 100.0

인터넷 
쇼핑몰

주요 구매 
물품

의류  장신구 177 65.8 

가 31 11.5 

도서 30 11.2 

컴퓨터  부품 8 3.0 

문구 잡화 8 3.0 

로 경험한 사실들에 입각하여 웹 사이트에 한 

신뢰성 정도를 결정한다. McKnight et al.[50]에 

따르면 탐색단계에서 형성된 신뢰는 피상 이고 

불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신뢰가 재이용의도(충

성도)에 미치는 향은 상 으로 낮은 반면, 고

수 의 사용자가 단하는 신뢰는 많은 직  경험

과 지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신뢰의 구체성이 

높고, 따라서 이들의 신뢰정도는 향후 측정 사이

트를 계속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큰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

시하고자 한다.

가설 4-a：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이 고객의 충

성도에 미치는 향은 인터넷 쇼핑 

여도가 낮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가설 4-b：인터넷 쇼핑몰의 신뢰성이 고객의 충

성도에 미치는 향은 인터넷 쇼핑 

여도가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4. 연구방법론

4.1 연구의 표본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한 표본을 국내 S

학에 재학 인 남녀 학생 300명을 상으로 

하여 직  설문서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집하 다. 우리나라 학생은 부분 인터넷과 

인터넷 쇼핑에 친숙하고 생활화된 측면이 강하고, 

미래의 B2C 자상거래의 핵심 주체가 될 집단이

라는 에서 의미 있는 표본이라 생각된다. 학

생의 경우 체로 경제  자립도가 낮아 인터넷을 

통한 고가 제품의 구매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요 품목이 의류  장신구, 도서, 자부품 등 

부분 가 제품에 치우쳐 있다는 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1]. 특히 표본을 

학생으로 국한함으로써 본 연구의 최종 종속변수

인 고객충성도 에 잠재 으로 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는 연령, 직업, 소득 수  등 사회통계학  변

수들을 통제하는 효과를 부수 으로 얻을 수 있다.

회수된 총 300부의 설문 에서 무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단되는 29부를 제외한 총 

271부를 가설검증을 한 자료로 사용하 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남녀 비율을 각

각 53%, 47%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체 으로 

응답자의 62.4%가 하루 평균 인터넷을 1시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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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와 항목

연구 변수 조작  정의와 항목 련 연구

성

인터넷 쇼핑몰에 고객들이 몰려들도록 유인하는 가격  비가격요소를 

구비한 정도：

PRO1：다른 사이트와의 가격비교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 주고 있다.
PRO2：가격 할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곳에서 확실히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확신을 다.

PRO3：신제품에 한 소개를 에 띄게 해 주어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PRO4：베스트셀러나 인기제품의 매순  정보를 에 띄게 제공해 주고 

있다.

PRO5：제품에 한 문가나 유명인의 추천정보를 상세히 제공해 주고 
있다.

PRO6：제품홍보를 해 UCC, SMS, e-mail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Agarwal and Venka-
tesh[5];

Nielsen et al.[56];

Song and Zahedi[63]

이용  

항해편리성

짧은 시간에 은 노력으로 쇼핑 사이트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쉽게 

이용하고 항해할 수 있는 정도：
EOU1： 은 클릭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EOU2：마이 페이지(my page) 등 나에게 맞춤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EOU3：다양한 자색, 그래픽, 테이블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한 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EOU4：제품검색, 주문, 주문확인 등 원하는 명령을 언제라도 쉽게 할 수 

있다.
EOU5：내가 원하는 곳으로 직 인 항해를 할 수 있다.

Tam and Ho[64];

Taylor and Todd[66]

구매 지원성

쇼핑몰에서 행하는 온라인 구매과정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도：

PUR1：제품에 한 최신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PUR2：제품에 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PUR3：선명하고 실감나는 제품 그림을 볼 수 있다. 

PUR4：제품 그림은 확 하여 볼 수 있도록 해 다.
PUR5：제품의 기능이나 내용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해 다. 

PUR6：다양한  지불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PUR7：다양한 제품 배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PUR8： 련 제품에 한 소개와 링크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다

PUR9：제품을 내 취향에 맞도록 맞춤형 주문을 할 수 있다. 

Nielsen et al.[56];

Palmer[58]

시간 사용하는 인터넷 생활계층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의 인터넷 이용 목 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 뉴스 보기(39.5%), 인터넷 쇼

핑(34.7%), 메신 /채 /e-mail와 같은 커뮤니 이

션 활동(30.3%), 블로그(개인홈피) 리(29.9%) 등

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목 으로 인터넷 쇼핑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 응답자들의 

인터넷 쇼핑몰 방문주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이 체의 62.7%나 차지할 만큼 극 으로 활용

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쇼핑품목은 의류  장

신구(65.8%)에 집 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가

(11.5%), 도서(11.2%)가 그 뒤를 이었다.

4.2 연구변수의 측정방법

본 연구의 분석단 는 특정 ‘인터넷 쇼핑몰’이므

로, 설문의 응답자로 하여  자신이 지 까지 이

용해본 인터넷 쇼핑몰 에서 가장 최근에 방문한 

이 있는 쇼핑몰 사이트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후, 해당 쇼핑몰에 한 사용자의 의견을 5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

구변수들에 한 조작  정의  측정항목은 <표 

2>에서 요약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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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와 항목(계속)

연구 변수 조작  정의와 항목 련 연구

사용성

인터넷 쇼핑몰이 온라인 제품탐색과 구매를 해 효과 , 효율 , 그리고 
만족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
USA1：내가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USA2： 은 노력과 비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USA3：내가 원하는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
USA4：여기서 물건을 사면 후회하지 않게 될 것 같다.
USA5：나는 이 쇼핑몰의 이용 편리성에 만족한다.
USA6：나는 이 쇼핑몰에 해 반 으로 만족한다.

Karat[38]

의사소통의 질

쇼핑몰 사이트와 사용자간에 의미있는 정보를 기에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
COM1：나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이고 반 하고 있다.
COM2：새로운 제품정보나 나에게 유리한 구매 기회가 있을 때 e-mail이나 

SMS를 통해 제때 잘 알려 다.
COM3：이용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잘 알려주고 해결해 다.
COM4：이용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쇼핑몰 운 자와 쉽게 

통화하거나 메신  등으로 화할 수 있다.

Morgan and 
Hunt[53]

사회
쇼핑 서비스

상품에 한 추천  평가 과정에서 고객들이 참여하고 공유가 이루어지는 
정도：
SOS1：제품에 한 나의 의견을 쉽게 올릴 수 있다.
SOS2：원한다면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다.
SOS3：제품에 한 다른 사람들의 이용후기나 품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SOS4：제품에 한 다른 사람들의 이용후기나 품평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SOS5：제품에 한 다른 사람들의 이용후기나 품평은 객 이어서 

믿을만하다.

Song and Zahedi 
[63]

안 성

쇼핑몰 사이트가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불안요소 
(개인정보 유출, 보안, 사기, 배달사고, 환불  반품거부 등)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정도：
SAF1：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잘 명시되어 있다.
SAF2：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잘 수하고 있다.
SAF3：유명 보안업체와 연계하는 등 보안상 안심하고 거래할 있다.
SAF4：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환불이나 반품을 쉽게 할 수 있다.
SAF5：주문한 제품은 제때 안 하게 받을 수 있다.
SAF6：주문시 선택한 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다.

Bhattacherjee and
Sanford[16];
Javenpaa and
Todd[35]

신뢰성

인터넷 쇼핑몰 (운 자)의 능력, 호의성, 투명성, 측 가능성에 해 
확신이 가는 정도：
CRA1：이 쇼핑몰은 믿음이 간다.
CRA2：나는 이 쇼핑몰에서 매하는 제품을 믿을 수 있다.
CRA3：이 쇼핑몰 사이트는 보안, 수수, 배송 등 주요정책을 투명하게 

운 하고 있다.
CRA4：이 쇼핑몰 업체의 쇼핑몰 사이트 운 능력이 높다.
CRA5：이 쇼핑몰 업체는 고객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고 있다.

Ba and Pavlou[8]

인터넷 쇼핑 
여도

평소의 제품탐색  구매활동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참여도가 높고 
쇼핑몰 사이트의 활용능력이 높은 정도：
INV1：나는 평소 제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다.
INV2：나는 웬만하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다.
INV3：나는 인터넷 쇼핑에 익숙하다.
INV4：내 생활에서 인터넷 쇼핑은 요한 한 부분이다.
INV5：나는 인터넷 쇼핑몰을 문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INV6：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인터넷 쇼핑몰의 활용능력이 높다.

McQuarrie and
Munson[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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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와 항목(계속)

연구 변수 조작  정의와 항목 련 연구

충성도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향후에도 지속 으로 방문, 사용, 그곳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정도：
LOY1：나는 앞으로도 다른 유사 쇼핑몰에 우선하여 이 쇼핑몰 사이트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LOY2：물건에 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할 것이다. 
LOY3：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일이 있으면 이 쇼핑몰을 이용할 것이다.

Rusbult et al.[61]

4.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이론  연구모형과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해 PLS(Partial Least Square：

Graph ver. 3.0)를 이용하 다. PLS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한 한 방법으로, 다층  구조

로 된 다수의 변수가 포함된 이론모형과 측정모형

의 합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래

에 들어 경 정보학 분야의 연구방법론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통계학  측면에서 PLS는 주성분 요인분석, 경

로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함께 사용하는 통계분

석 방법이다[71]. 따라서 측정항목의 재치는 주

성분 요인분석의 재치와 동일하게 해석되며, 모

형의 경로계수는 회귀분석의 표 회귀계수와 같이 

해석된다.

PLS는 이론 으로 설정된 구조모형과 측정모형

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에서 LISREL과 비슷

하나 라미터 추정 방식이 다르다. 즉 LISREL은 

측된 변수의 공분산 행렬에 가장 근 한 공분산 

행렬과 상 되는 라미터를 도출하는 반면, PLS

는 내생변수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PLS를 이용한 통계분석 방법에서는 

일반 으로 모형의 합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PLS가 갖는 최 의 장 은 LISREL 등 다른 구

조방정식 분석법에 비해 표본의 분포가 정규 임

을 요구하지 않으며, 표본수와 잔차분포에 해 

하다는 이며, 이 때문에 엄격한 이론모형의 

검증보다는 본 연구와 같은 탐색  연구모형에 

한 분석을 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23].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해 합한 검증기법을 찾기 

해 방 한 문헌고찰과 다양한 모형추정기법 비교 

실험을 수행한 Chin et al.[24]의 연구 결론에 따르

면 1) 연구모형에 포함된 측정항목의 수가 40～50

개를 넘는 복잡한 모형의 경우 LISREL과 같은 공

분산 기반 기법은 라메타 추정에 기술 인 어려

움이 가 되고, 추정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킬 가

능성이 높아 PLS 기법이 더욱 합하며 2) 조 효

과를 분석하기 해 련변수의 측정항목간의 곱

항목(product terms)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려는 연구의 경우 다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과 같은 엄격한 데이터요건을 요구하는 

LISREL 보다 PLS가 하다고 하 다. 본 연구

의 경우, 앞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개의 

연구변수를 측정하기 한 항목이 55개나 되고, 

인터넷 쇼핑 여도의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해 

추가 으로 포함해야 하는 상호작용 항목이 66개

(사용성과의 상호작용 항목= 36개, 신용성과의 상

호작용 항목= 30개)가 되는 등 복잡한 모형이기 

때문에 LISREL과 같은 공분산 기반의 기법보다 

PLS가 당한 것으로 단된다. 

5. 연구결과

5.1 연구변수의 신뢰도과 타당도 분석

먼  연구모형의 각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설문

항목들이 통계 으로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지 확

인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 요인

의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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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변수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측정 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요인 10

신뢰성

TRU1 0.854 0.165 0.173 0.044 0.096 0.075 0.046 0.026 0.229 0.037

TRU2 0.867 0.088 0.254 0.037 0.045 0.176 -0.011 0.392 -0.013 0.162

TRU3 0.756 0.208 0.024 0.100 0.041 -0.115 0.322 0.362 0.014 0.151

TRU5 0.814 -0.025 0.041 0.074 0.055 0.244 0.241 0.325 0.094 0.089

충성도

LOY1 0.073 0.861 0.08 0.075 0.093 0.023 0.264 0.108 0.142 0.025

LOY2 0.084 0.797 0.075 0.088 0.087 0.01 0.243 0.143 0.15 0.088

LOY3 0.036 0.766 -0.014 0.122 0.111 0.082 0.181 0.064 0.002 0.239

안 성

SAF3 0.198 0.262 0.711 0.175 0.139 0.027 -0.017 0.066 0.056 0.216

SAF5 0.085 0.097 0.786 0.036 0.021 -0.035 0.126 -0.165 0.222 0.217

SAF6 0.158 0.063 0.792 -0.008 -0.046 0.229 0.296 0.169 0.046 0.047

이용  
항해편리성

EOU1 0.14 0.405 0.19 0.709 -0.061 -0.013 0.235 0.242 0.173 0.054

EOU4 0.263 0.158 0.215 0.636 0.177 0.014 -0.076 0.243 -0.052 0.098

EOU5 0.409 0.256 0.061 0.774 0.147 -0.076 0.094 -0.063 0.241 0.191

구매
지원성

컨텐츠
의 질

PUR1 0.142 0.362 0.122 0.302 0.737 0.14 0.108 0.116 0.131 0.146

PUR2 0.15 0.172 0.062 0.201 0.741 0.081 0.063 0.152 0.139 0.128

PUR3 0.402 0.234 0.014 0.088 0.751 0.187 0.1 -0.071 0.082 0.064

맞춤식
구매

PUR6 0.175 0.082 -0.033 0.091 -0.002 0.751 0.207 0.168 -0.058 0.21

PUR7 0.123 0.14 0.152 0.022 0.252 0.782 0.031 -0.021 0.198 0.184

PUR9 0.298 0.109 0.162 0.025 0.105 0.717 0.153 0.228 0.085 0.006

사용성

USA1 0.351 0.325 -0.138 0.32 0.249 0.178 0.617 0.086 0.158 0.175

USA5 0.217 0.288 -0.114 0.142 0.19 0.093 0.705 -0.008 0.14 0.089

USA6 0.153 0.239 -0.082 0.15 0.081 0.117 0.635 0.015 0.063 0.077

의사소통의 질

COM1 0.096 0.216 0.159 0.002 0.198 0.049 0.173 0.603 0.009 0.173

COM3 0.345 0.225 0.039 0.175 -0.012 0.073 -0.002 0.776 0.209 0.136

COM4 0.041 0.122 -0.029 0.123 -0.04 0.216 -0.179 0.602 0.219 0.061

사회  쇼핑 
서비스

SOS1 -0.005 0.229 -0.023 0.298 -0.024 -0.005 0.065 0.029 0.601 0.076

SOS3 0.435 0.273 0.116 0.151 0.149 0.035 0.086 0.096 0.651 0.047

SOS4 0.052 0.163 0.197 0.019 0.237 0.052 0.176 0.206 0.506 0.103

성

PRO1 0.172 0.154 0.015 0.162 0.162 0.172 -0.003 0.024 0.228 0.501

PRO2 0.396 0.167 0.041 0.108 0.151 0.174 0.017 0.091 0.211 0.618

PRO5 0.045 0.207 0.131 0.117 0.089 0.128 0.153 0.114 0.108 0.511

고유치 5.973 4.378 3.219 2.825 2.678 2.543 2.276 2.217 1.884 1.308

설명분산(%) 12.19 8.935 6.568 5.766 5.465 5.189 4.645 4.525 3.844 2.669

analysis)을 이용하 고, 요인의 회 방법은 배리

맥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 다. 이때 수렴타당

도를 확인하는 평가기 으로서 고유치(eigenvalue)

가 1.0이상인 요인들이 선정되도록 하 으며, 요인 

재치(factor loading)가 0.5이상이면 유의한 것으

로 간주하 다[36].

<표 3>은 각 요인 재치가 0.5미만인 측정항목

을 제거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표 3>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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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변수의 신뢰도  타당도 분석결과

변수  항목 표 화 재치 t-값 ICR AVE

 성 0.742 0.494

 PRO1 0.612 4.213 

 PRO2 0.834 16.469

 PRO5 0.615 5.516

 이용  항해편리성 0.803 0.576

 EOU1 0.741 15.891 

 EOU4 0.726 13.152 

 EOU5 0.807 29.197 

 컨텐츠의 질 0.859 0.672

 PUR1 0.823 12.194 

 PUR2 0.894 55.547 

 PUR3 0.734 13.427 

 맞춤식 구매 0.851 0.657

 PUR6 0.812 12.194 

 PUR7 0.889 45.547 

 PUR9 0.721 11.427 

 의사소통의질 0.809 0.586

 COM1 0.692 13.287 

 COM3 0.823 26.149 

 COM4 0.776 12.231 

 사회  쇼핑 서비스 0.847 0.649

 SOS1 0.769 15.750 

 SOS3 0.856 35.254 

 SOS4 0.789 16.897 

 안 성 0.824 0.611

 SAF3 0.678 12.399

 SAF5 0.812 24.734

 SAF6 0.845 47.887

 사용성 0.834 0.631

 USA1 0.656 12.249 

 USA5 0.818 23.632 

 USA6 0.890 46.513 

 신뢰성 0.875 0.639

 CRA1 0.865 46.683 

 CRA2 0.894 78.501 

 CRA3 0.712 15.472 

 CRA5 0.708 15.369 

 충성도 0.919 0.792

 LOY1 0.899 69.582 

 LOY2 0.877 47.120 

 LOY3 0.849 19.478

 인터넷 쇼핑 여도  0.918 0.690 

 INV2 0.834 26.756

 INV3 0.871 43.129

 INV4 0.816 41.436

 INV5 0.774 11.235

 INV6 0.856 18.156

주 1) ICR：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내  일 성).

2)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추출된 평

균분산값).

바와 같이, 일부 측정항목들이 제거되기는 하 지

만 체로 3～4개의 측정항목들이 각 연구변수의 

개념을 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서 특이한 은 ‘구매지원성’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단일 차원이 아니라 두개의 하부차원(sub-dimen-

sion)으로 나뉘어졌다는 이다. 이 게 나 어진 

하부차원들의 구성항목들을 살펴보면, 각각 1) 컨

텐츠의 질(quality of contents：‘제품에 한 최신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제품에 한 상세한 정보

가 제공되고 있다’, ‘선명하고 실감나는 제품 그림

을 볼 수 있다’)과 2) 맞춤식 구매(customized pu-

rchasing：‘다양한  지불 방법을 선택할 수 있

다’, ‘다양한 제품 배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

품을 내 취향에 맞도록 맞춤형 주문을 할 수 있다’)

로 명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하의 분석에서는 

‘구매지원성’이라는 변수 신 ‘컨텐츠의 질’  ‘맞

춤식 구매’라는 새로운 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항목들에 한 

신뢰도 검증을 해 크론바 알 (Cronbach Alpha) 

값과 유사한 내  일 성(ICR：Internal Consis-

tency Reliability)값을 구하 다. 일반 으로 ICR 

값이 0.7이상이면 변수의 측정이 내 으로 일 성

이 있다고 단된다[29]. 본 연구에서는 한 신

뢰도를 확보하기 해서 각 연구변수의 측정항목

 신뢰도를 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연구변수의 ICR 값이 

0.7이상인 항목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잠재변수에 해 다  측정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집 타당도(convergent va-

lidity)의 평가는 요인 재량과 표 오차의 검토

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표 화 재치가 0.6이상

이면서 유의 (t > 2.00)이면 집 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9].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연구변수의 표 화 재치가 0.6이상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변수의 집 타당도가 있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 변수의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각 요인의 추출된 평균 분산값(AVE：Average 



18 서 건 수

<표 5> 연구변수간 상 계수  별타당성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 성 0.703

2. 이용  항해편리성 0.280 0.759 

3. 컨텐츠의 질 0.131 0.071 0.820 

4. 맞춤식 구매 0.238 0.210 0.534 0.810

5. 의사소통의 질 0.133 0.189 0.300 0.201 0.766

6. 사회  쇼핑서비스 0.208 0.308 0.327 0.471 0.293 0.800

7. 안 성 0.217 0.358 0.382 0.112 0.427 0.303 0.782

8. 사용성 0.268 0.561 0.478 0.523 0.336 0.321 0.512 0.794

9. 신뢰성 0.241 0.440 0.110 0.234 0.457 0.358 0.699 0.602 0.799

10. 충성도 0.246 0.492 0.448 0.311 0.323 0.414 0.434 0.593 0.624 0.890

11. 여도 0.229 0.281 0.251 0.309 0.186 0.215 0.222 0.251 0.237 0.267 0.830 

주) 각선의 굵은 표기 수치는 각 변수의 AVE의 제 근 값임.

Variance Extracted)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데, 일반 으로 각 요인(잠재변수)의 AVE 값이 0.5

이상이면 별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한다[29]. 이는 

각 요인내 측정항목의 50% 이상의 분산이 해당 

요인에 속한 항목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분석결과 <표 4>에서 보듯이 ‘ 성’을 제외

한 모든 연구변수의 AVE가 0.5를 상회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성의 AVE는 기 치에 모자란 

0.494로 나타나 별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의 AVE 값을 높이기 해 표

화 재치가 가장 낮은 변수(PRO1)를 제거한 이

후의 AVE 값은 0.635로 증가하 으나, 이 경우 잠

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항목의 수가 2개에 불과하

여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통상 으로 요구하는 최

소 항목수 3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의 AVE 기

을 약간 희생하는 신 <표 4>에 있는 3개의 

항목 모두를 성의 구성항목으로 사용하 다.

한 PLS를 이용한 분석에서 연구변수의 별

타당성은 측정항목의 분산이 련되지 않은(요인 

간) 변수의 분산보다 련된(요인 내) 변수의 분산

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선에 표기된 각 

변수의 AVE의 제곱근이 그 값의 좌측과 하단에 

표기된 각 변수간의 상 계수보다 클 때 존재한다

[29]. 본 연구변수의 경우 AVE의 제곱근의 최소값

(0.703)이 변수 간의 상 계수  최 값(0.699) 보

다 크므로 변수 간의 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5.2 가설 검증  해석

PLS를 이용한 구조모형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크기, 부로, 통계  유의성, 그리고 선행변수들로 

설명되는 최종 종속변수의 분산값( ) 등으로 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  모형에 한 

PLS 검증 결과는 [그림 2]와 [그림 3]에 표기된 바

와 같다. 여기서 [그림 2]는 사용자의 ‘인터넷 쇼핑 

여도’의 조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결과이

고, [그림 3]은 해당 변수의 조 효과를 반 한 분

석결과이다.

우선,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선행변수들의 종속

변수에 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사용성의   =

0432, 신뢰성의   = 0.593으로 나왔으며. 최종 종

속변수인 충성도에 한  는 인터넷 쇼핑 여

도의 포함여부에 따라 각각 0.499  0.508으로 나

왔다. 본 연구모형에서 각 종속변수에 한 선행

변수의 수가 3개 내외인 을 감안하면 선행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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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질

이용  항해편리성

성

사회  쇼핑 서비스

안 성

의사소통의 질

사용성

신뢰성

충성도

0.084
ns

0.382***

0.256
***

0.135***

0.084
ns

0.290***
0.347

***

0.441
***

R2 = 0.432

  = 0.593

  = 0.499

맞춤식 구매 

0.293
***

0.467***
  

 주) 유의수 ：
*
 p < 0.1,  

**
 p < 0.05,  

***
 p < 0.01, ns = nonsignificant.

[그림 2] 연구모형의 검증결과(인터넷 쇼핑 여도의 조 효과 미고려)

컨텐츠의 질

이용  항해편리성

성

사회  쇼핑 서비스

안 성

의사소통의 질

사용성

신뢰성

충성도

0.084
ns

0.382***

0.256***

0.135***

0.084
ns

0.290***

0.217
ns

  = 0.432

  = 0.593

  = 0.508

맞춤식 구매 

0.293***

0.467***

0.484***

인터넷 쇼핑
여도

-0.357
ns

0.454**

 주) 유의수 ：
*
 p < 0.1,  

**
 p < 0.05,  

***
 p < 0.01, ns = nonsignificant.

[그림 3] 연구모형의 검증결과(인터넷 쇼핑 여도의 조 효과 고려)

의 설명력은 비교  높은 것으로 단되며, 이는 

본 연구의 모형이 하게 설정되었음을 말해주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가설들에 한 검증은 

변수간의 경로계수의 값, 부호, 그리고 통계  유

의성을 보고 단하게 된다. 이하 각 가설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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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 충성도는 사용성

과 신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 1-a～가설 

1-c는 통계 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

성과 충성도간의 경로계수는 0.347(p < 0.01), 인터

넷 쇼핑몰의 신뢰성과 충성도간의 경로계수는 0.441 

(p < 0.01), 그리고 사용성과 신뢰성간의 경로계수

는 0.290(p < 0.01)으로 각각 나타나 유의수  1%

에서 모두 유의한 정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가설 1-a, 가설 1-b, 가설 1-c는 

모두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은 성, 이용 

 항해 편의성, 구매지원성(분석에서는 ‘컨텐츠의 

질’, ‘맞춤식 구매’로 나 어 분석함)에 의해 결정

된다.”는 가설 2-a～가설 2-c는 부분 으로 지지

되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쇼핑

몰의 이용  항해편리성과 사용성간의 경로계수

는 0.382(p < 0.01), 컨텐츠의 질과 사용성간의 경

로계수는 0.293(p < 0.01), 그리고 맞춤식 구매와 

사용성간의 경로계수는 0.256(p < 0.01)으로 각각 

유의수  1%에서 유의한 정의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성과 

사용성간의 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가설 2-b와 가설 2-c는 채택되었으

나 가설 2-a는 기각되었다. 

셋째, “인터넷 쇼핑몰의 신뢰성은 커뮤니 이션

의 질, 사회  쇼핑 서비스, 안 성에 의해 결정된

다.”고 한 가설 3-a～가설 3-c도 부분 으로 채택

되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쇼핑

몰의 의사소통의 질과 신뢰성간의 경로계수는 

0.135(p < 0.01), 안 성과 신뢰성간의 경로계수

는 0.467(p < 0.01)로 나타나 모두 유의수  1%에

서 유의한 정의 계를 보 으나, 사회  쇼핑 서

비스와 신뢰성간의 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a와 가설 3-c는 채택되

었으나 가설 3-b는 기각되었다.

넷째, “인터넷 쇼핑 여도에 따라 사용성과 신

뢰성이 고객의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상  

향 정도가 다르다.”고 한 가설 4-a～가설 4-b는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우선 고객 충성도에 한 

인터넷 쇼핑 여도와 사용성과의 상호작용 효과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

터넷 쇼핑몰의 사용성이 고객의 충성도에 미치는 

향은 인터넷 쇼핑 여도가 낮을수록 강하게 나

타난다.”고 한 가설 4-a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고

객 충성도에 한 인터넷 쇼핑 여도와 신뢰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는 경로계수 값은 0.454(p

< 0.01)로 나와 유의수  1%에서 정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쇼핑

몰의 신뢰성이 고객의 충성도에 미치는 향은 인

터넷 쇼핑 여도가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는 가설 4-b와 일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가설

은 채택되었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분의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일부 가설의 경우 

다르게 나와 이에 한 해석이 요구된다. 분석결

과 채택되지 못한 가설들에 한 해석과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쇼핑몰의 성은 사용성에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a). 인터

넷 쇼핑몰의 성이란 인터넷 쇼핑몰에 고객들

이 몰려들도록 유인하는 가격  비가격요소를 구

비한 정도로, “가격 할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

곳에서 확실히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확신을 

다”거나 “제품에 한 문가나 유명인의 추천정

보를 상세히 제공해 주고 있다”등의 항목으로 측

정하 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그 자체로서

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 으로 부분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모두 공통 으로 제공하는 정보

이기 때문에 정보의 존재가 사이트 사용성의 

한계가치(marginal value)를 높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요컨  정보의 제공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항목이겠지만, 그것 자체가 사이트의 사

용성 가치를 높여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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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터넷 쇼핑몰이 제공하는 사회  쇼핑 

서비스가 그 사이트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3-b). 사회  쇼핑

서비스란 상품에 한 추천  평가 과정에서 고

객들이 참여하고 공유가 이루어지는 정도로 웹 2.0 

시 를 맞이한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에서 매우 

요한 덕목이다. 실제로 아마존의 성장과 명성 

이면에는 체계 인 도서 추천 시스템과 풍부한 서

평정보의 제공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 이러한 사회  쇼핑 서비스 수 이 인터넷 쇼

핑몰의 신뢰성과 무 하게 나온 것은 우리나라 인

터넷 문화와 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제

품에 한 소비자의 품평정보나 이용 후기는 객

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익명의 

네티즌들이 평가한 댓 성 정보에 해 신뢰하지 

못하는 풍토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더구나 제품에 한 평가나 이용 후기에 

해 쇼핑몰 운 자가 직간 으로 개입하거나, 

네티즌이 올린 부정  품평정보를 삭제하는 사례

가 있는 것도 사회  쇼핑 서비스 발 을 해하

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셋째,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과 고객 충성도간

의 계에 있어 사용자의 인터넷 쇼핑 여도가 유

의한 조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b). 인터넷 쇼핑 여도란 평소의 제품탐

색  구매활동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한 경험이 

많고 쇼핑몰 사이트의 활용능력이 높은 정도를 말

한다. 따라서 (가설 4-b)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인

터넷 쇼핑 경험(능력)이 낮은 사용자가 문  사

용자에 비해 인터넷 쇼핑 사이트의 사용성을 더욱 

요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

과가 나타나는 것은 본 연구의 표본집단( 학생

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의 인터넷 쇼핑 사이

트가 일정수  이상의 사용성을 보이고 있어 보

 사용자라도 사용성 자체의 문제로 인해 웹 사

용에 상 으로 큰 장애를 느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6. 결론  시사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수용에 한 기

존 문헌에서의 양  인 거래  (transac-

tion view)과 계  (relational view)에서 제

시하는 요인들을 통합 으로 반 하는 고객 충성

도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 으로 검증하 다. 거래

 하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수용여

부는 그 상 이 제공하는 비용-편익 측면을 실용

 차원에서 평가한 결과인 ‘사용성(usability)’을 

시하는 연구들이고, ‘ 계  (relational view)’

에서는 고객과 매자간의 ‘신뢰성’을 시하는 연

구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고객 충

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함에 있어 이들 

두 가지 에서 요시 하는 ‘사용성’과 ‘신뢰성’ 

모두를 통합 으로 반 하는 모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성의 결정요인으로 인터넷 쇼

핑몰의 성, 이용  항해 편리성, 구매지원성

을 설정하 다. 인터넷 쇼핑몰의 신뢰성은 의사소

통의 질, 사회  쇼핑 서비스, 안 성이 향을 미

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아울러 사용성과 신뢰성

은 고객의 충성도에 직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

로 보았다. 한 사용성은 신뢰성에 향을 미침

으로써 충성도에 간 으로도 향을 미칠 수 있

다고 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IT 련 연구에서 

많은 연구결과들이 상충되거나 혼재된 이유가 사

용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고, 정

교화 가능성 모형(ELM)을 거이론으로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와 능력을 나타내는 ‘인터넷 쇼핑 여도

(internet shopping involvement)’라는 사용자의 차

이를 반 한 고객 충성도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에 해 PLS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검증결과 나타난 주요 연구

결과에 해서 각각의 이론 , 실무  의미와 함

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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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은 고객 충성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성은 고객 충성도에 직 으로도 향을 미

치지만, 신뢰성에 향을 미침으로써 간 으로

도 고객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용성과 고객 충성도  신뢰

성간의 계는 사용자의 인터넷 쇼핑 여도에 

계없이 일 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이 높을수록 해당 쇼핑몰

을 재방문하고자 하는 경향은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지 않는 보자나 인터넷 쇼핑을 자주하는 문

 사용자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

터넷 쇼핑몰 운 자는 자사 사이트로 하여  온라

인 제품탐색과 구매를 해 효과 , 효율 , 그리

고 만족스럽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사용자

의 수 에 계없이 신뢰성을 높이고 충성고객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터넷 쇼핑몰의 신뢰성과 고객 충성도간

의 계는 사용자의 인터넷 쇼핑 여도가 높을수

록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

몰의 신뢰성이란 인터넷 쇼핑몰(운 자)의 능력, 

호의성, 투명성, 측가능성 정도를 말하는 것으

로, 이러한 신뢰성에 해서는 인터넷 쇼핑 보

자 보다 인터넷 쇼핑을 자주하는 문  사용자가 

더욱 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를 ‘정교화 가능성 모형(elaboration like-

lihood model：ELM)’에 입각하여 설명하면, 인터

넷 쇼핑몰의 신뢰성에 한 사용자의 평가는 주변

경로(peripheral route)가 아니라 심경로(central 

route)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쇼핑몰 사이트의 신뢰성에 한 평가는 단순한 소

문이나 명성 등의 단서(cues)에 입각한 주변경로

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운

자)의 능력, 호의성, 투명성, 측가능성 정도 등 

신뢰성 련 요소들에 해 심경로에서 면 한 

인지  평가를 거쳐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

터넷 쇼핑 여도가 높은 사용자일수록 인터넷 쇼

핑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배송지연, 반품 거부, 선

택한 제품과 다른 물건이 배달되는 등의 경우를 

당했을 때 , 정신  손실을 겪어야 함을 보

다 구체 이고 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쇼핑몰의 

신뢰성에 해 면 하고 신 한 검토를 하고자 하

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

몰 업체가 인터넷 쇼핑 문 메니아들로부터 신뢰

성을 인정받기 해서는 최신 보안기법의 도입 등

을 통한 운 자의 기술  능력을 구체 으로 입증

해 보여주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도 호의성

과 측 가능한 응  노력을 충실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은 쇼핑몰 사이트

의 이용  항해 편의성, 컨텐츠의 질, 맞춤식 구

매에 의해 유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항해 편의성이란 사용자가 짧은 시간에 

은 노력으로 쇼핑 사이트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쉽게 이용하고 항해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

는 것으로, 이를 해서는 쇼핑몰 사이트 운 자

는 사용자로 하여  은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제품검색, 주문, 주문확

인 등 원하는 명령을 언제라도 쉽고 직 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사용성이 제고된다고 할 수 있다. 컨텐츠의 

질이란 쇼핑몰 사이트에서 제품에 한 최신 정보

와 상세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품에 한 

선명하고 실감나는 제품 묘사를 통해 온라인 구매

의 단 이 비가 성을 여주는 것으로 이는 쇼핑

몰 사이트의 사용성 제고를 해 지속 인 갱신과 

보강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맞춤식 구

매란 고객으로 하여  다양한  지불 방법, 다

양한 제품 배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제품

을 자신의 취향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주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들은 웹의 사

용성 제고를 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신뢰성은 의사소

통의 질과 안 성에 유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질이란 쇼핑몰 사이트와 사

용자 간에 의미 있는 정보를 기에 주고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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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도로, 구체 으로 쇼핑몰 사용자의 요구사

항을 잘 받아들이고 반 하며, 이용과정에서 의문

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쇼핑몰 운 자와 쉽게 통

화하거나 메신  등으로 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신뢰성 제고를 해 필요하

다는 것이 밝 졌다. 특히 쇼핑몰 사이트의 안

성은 신뢰성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안 성이란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불안요소(개인정보 유출, 보안, 사기, 배

달사고, 환불  반품거부 등)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고 확신을 주는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안

성을 높이기 해서는 쇼핑몰 운 자는 유명 보안

업체와 연계하는 등 보안상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주문한 제품을 

제때 안 하게 받을 수 있고, 주문 당시에 선택한 

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음을 

보증하는 정책을 명확히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 

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의 충성고객 확보를 해 필요한 요인들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들 발견에 한 이론 , 실천  

시사 을 검토하고 제시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몇 가지 방법론 인 

취약 으로 인한 한계를 가지며, 이러한 한계를 염

두에 두고 결과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한 표본을 학

생 집단으로 하 는데, 학생 집단이 인터넷 쇼

핑의 주 고객층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우리나라 

체 인터넷 쇼핑 고객을 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2007년 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이용자 

6백 63명과 인터넷 쇼핑몰 30개사를 상으로 실

시한 조사 결과 20～30세 의 구매력이 인터넷쇼

핑몰 체 매출액의 반(49.2%)가량을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의 응답자인 20  학생이 어느 정도 인터넷 

소비자층을 변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향후의 

연구에서는 30  이상의 성인 응답자들을 50% 이

상 반 하는 것이 보다 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구변수(잠재변수)를 

반 지표(reflective indicators)로 보고 측정하 으

나, 일부 변수의 경우 오히려 형성지표(formative 

indicators)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지 않은지에 

해 의문이 남는다. 일반 으로 잠재변수(latent 

variable)가 반 지표로 구성되기 한 요건으로 

① 잠재변수가 측정 변수들의 원인이 되어야 하며, 

② 어떤 측정변수이든 잠재변수를 표할 수 있어

야 하고, ③ 측정변수 간에 높은 상 계수가 존재

하고 있어야 한다[28]. 그러나 일부 개념의 경우 

측정변수가 이론  잠재변수의 경험  결과(반 )

으로 보는 것 보다 오히려 반 로 측정 변수가 잠

재변수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사회경

제  신분’이라는 잠재변수는 교육, 소득, 직업, 주

거 치 등의 측정변수의 결합에 의한 형성지표로 

보는 것이 그 표 인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수 에서 특히 인

터넷 쇼핑몰의 성, 사용성 등은 반 지표로 

볼 것이 아니라 세부 설계항목(측정변수)의 결합

에 의해 결정되는 형성지표로도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잠재변수를 반 지표로 

보고, 일정 수  이상의 신뢰도와 타당성(집 타당

성, 별타당성) 확보를 해 다수의 측정 변수를 

제거하게 되었다. 만약 잠재변수를 변하는 다수

의 유의미한 측정항목이 제거되면 통계 인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은 확보되더라도 해당 변수의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크게 훼손당하게 

된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연구변수들에 

한 보다 바람직한 지표구성 방식에 한 보다 명

확한 기 과 논거를 제시한 후 분석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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