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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의 성장과 이용자 수의 증가는 인터넷이란 매체를 상거래를 한 새로운 장소로 부각시켰으며, 자상거래의 부신 발 을 이끌었다. 

최근 오  마켓의 속한 성장은 이 같은 추세를 나타내는 표 인 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거래는 비 면 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제공해 거래를 성사시키느냐가 사업 성공의 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  마켓에서는 소비

자의 신뢰 형성을 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  마켓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에 한 만족이 실제 구매자의 거래 의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거래를 할 경우, 어떤 정보에 가장 의존하는지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거래 시스템과 련한 정보, 매자 련 정보, 과거 구매자들의 구매 

후기 피드백 정보 등에 한 만족도와 구매자의 거래 의향은 서로 정 인 계에 있었으며, 이들 에서도 거래 시스템 련 정보와 기존 고

객의 피드백 만족도가 매자 련 정보보다 실제 거래 의향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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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the Information’s Satisfaction in the e-Marketplace 

on the Buyer’s Transactions Intention

 Kim, Myoung-Soo†

ABSTRACT

The e-marketplace has emerged as a new place for transactions in the online industry. In the e-marketplace, buyers make transactions 

with whom they have little prior interaction. Thus it makes trus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e-business. There are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to foster customer’s trust in the e-marketplac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the information’s satisfaction on the customer’s transaction inten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atisfaction on the information related to transaction system, individual seller’s information, and buyer’s feedback are all positively 

related with the customer’s transaction intention.

Keywords : e-Marketplace, Transaction System’s Information, Seller’s Information, Buyer’s Feedback, Transaction Intention

1. 서  론 1)

인터넷의 속한 성장으로 인해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새

로운 거래 장소로 각 받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온라인 쇼

핑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3, 6, 21]. 특히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온라인 거래의 장 은 

많은 고객들을 온라인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온라

인 쇼핑 시장은 기존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의 형태와 오  

마켓의 형태로 나 어 볼 수 있으며[1, 5], 두 시장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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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에 있다. 인터넷 종합 쇼핑몰

은 제품원가에 직  웹사이트의 운 자가 마진을 더해 매

한 차익을 수입원으로 하지만 오  마켓의 경우는 매자와 

구매자가 성사한 거래를 바탕으로 거래 수수료를 웹사이트 

운 자의 주 수입원으로 한다[18].

이처럼 시장형성자(웹사이트 운 자)와 개별 매자가 구

분되는 오  마켓이 가진 사업 모델의 특성으로 인해, 매

자는 자신이 직  제품 매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사업에 

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시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매하게 되고 보다 많은 수의 구매자

를 모을 수 있다. 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매자를 손쉽게 만날 수 있다는 장 으로 인

해 오  마켓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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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온라인 상의 거래는 서로 면 이 없는 상태

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충분한 정보 없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기 때문에 ‘신뢰’라는 요소가 성공을 한 필수 인 조건

이 된다[8, 10, 14, 15]. 물론 오  마켓이 성장하게 된 근본

인 이유는 웹사이트라는 고객 창구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신

뢰감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인 오  마

켓의 선도 사업자인 이베이(e-Bay)의 최고 경 자 던 맥 

휘트만은 2004년 액센 어 주최 포럼(Accenture’s Global 

Convergence Forum in April, 2004)에서 이베이가 성공한 

첫 번째 이유는 고객들에게 신뢰(trust)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성공하기 해서는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켓 이스(marketplace)를 만들

기 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오  마켓 사업자

가 제공하는 다양한 략 인 측면들에 해 소비자가 만족

하게 되면, 이는 사업자에 한 신뢰로 이어져 결국 고객은 

실제 거래의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오  마켓 사

업자는 직  제품을 생산하는 입장이 아니라 거래 개자로

서, 그가 행할 수 있는 신뢰 제공의 역할은 한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오  마켓상에서는 개별 매자와 구매자들도 

거래의 신뢰성 형성을 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이런 독특한 구조로 인해 오  마켓에서

의 정보는 거래 성사에 있어서 그 역할  요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5].

오  마켓에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신뢰 요소를 보다 세

부 으로 살펴보면, 크게 거래 시스템과 련된 하드웨어

인 측면의 신뢰와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으로 형성되는 소

트웨어 인 신뢰가 있다. 하드웨어 인 측면의 신뢰는 거래

를 한 시스템, 즉 제품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 자체

가 주 내용이 되는 부분으로 거래를 한 편리한 화면 구성, 

개인 정보 처리의 안 성, 결제에 한 보안성 등을 통해 

구매자에게 신뢰를 제공한다. 이와는 상 으로 소 트웨

어 인 측면의 신뢰로는 오  마켓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의

한 것으로, 정보의 질에 의해 고객의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다[6]. 표 인 로는 상품과 련된 정보가 있으며, 매

자의 매실 에 따른 등 이라든지, 매자 연락처, 그리고 

기존 고객들의 구매후기(피드백) 정보 등에 의해 구매자가 

가지게 되는 신뢰감이 있다. 즉 거래 시스템, 하드웨어에 

한 신뢰와 구매자가 제공받는 여러 가지의 정보에 한 신

뢰가 히 균형을 이루어야만 해당 사이트에 한 구매자

의 신뢰가 형성되게 되고 결국은 실제 구매로 연결될 수 있

는 것이다[18, 19].

그러나, 자의 거래 시스템에 한 신뢰 여부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소수의 거래 경험에 의해서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지만, 후자의 정보에 의한 신뢰 여부는 매번 거래마다 바

뀔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래하는 물품, 매자 등에 

따라 하는 정보 내용이 달라져 개별 매자에 한 신뢰의 

정도는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따라서 오  마켓 

상에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이란 측면은 거래 

성사를 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자 즉 시장형성자의 

입장에서는 주요 리 상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오  마켓상에서의 정보에 한 요성이 높아지

고 있는 직 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게 오  마켓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는 제공 주체

가 구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첫째는 시장형성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로 거래 시스

템 련 정보(거래 련 규칙이나 서비스 이용법, 결제 안

성에 한 정보 등)가 있으며, 둘째로 개별 매자에 의해 

제공되는 매자 련 정보(상품 설명, 매자의 연락처, 

매자 등 에 한 정보 등)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

매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구매자의 피드백, 거래 추천 정

보 등)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다양하게 제공되는 정보들

이 구매자의 거래 의향에 실제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이들 정보들에 한 고객 신뢰의 선행 변수로 고객의 

각 정보들에 한 만족도와 거래 의향과의 계를 분석하

다. 연구 모형 설정에 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한 이러한 정보들 가운데 소비자의 거래 의향에 가

장 큰 향력을 미치는 정보는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구매자가 거래 성사에 있어 요시 

여기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악해 으로써 사업자 입장에

서의 략 수립에 유용한 함의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 련 연구 Review

온라인 상에서의 거래와 련된 연구들은 부분이 온라

인 쇼핑몰의 구매자를 상으로 한 연구들로 구매자의 만족

이나 신뢰, 거래의도 등의 변수, 즉 실제 구매결정 직  단

계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선행 요인을 밝히는 내용에 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구매

자의 거래 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와 다른 은 그 분석 상이 통 인 

온라인 종합 쇼핑몰(시장운 자와 매자가 동일)이 아니라 

오  마켓(시장운 자와 매자가 독립 으로 존재)이라는 

과 구매자 거래 의향의 선행 요소 한 오  마켓 상에서 

제공되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구매자

의 거래 의향과 련된 연구들과 온라인 상에서의 정보가 

거래 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심으로 문헌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거래 의향 는 거래 의도는 소비자의 계획된 행동을 의

미하는 것으로 신념이나 태도가 실제 행동으로 연결될 확률

을 말한다[11]. 일반 인 사회과학에서 이러한 행동에 한 

의도는 구매행 를 직 으로 결정하는 요소로 제시되며 

그 주요 근거는 Fishbein & Ajzen[12]의 이론에 바탕을 두

고 있다[4]. 따라서 기존의 온라인 상에서의 거래 련 연구

들은 소비자의 거래 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분석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표 인 연구들을 요인별로 정리해 보면, 자상거래의 

환경 하에서 거래 의향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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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시스템 정보 만족도

• 서비스 이용법
• 배송 현황 정보
• 거래 보안성

판매자 관련 정보 만족도

• 제품 정보
• 판매자 등급 정보
• 판매자 연락처 정보

고객 피드백 정보 만족도

• 구매 후 평가 정보
• 거래 추천 정보

구매자의
거래 의향

통제 변수

• 성별
• 나이
• 사이트 이용기간

(그림 1) 연구 모형

만족(Satisfaction)과 신뢰(Trust)를 들 수 있으며, 만족에 

한 향 요인으로 Jarvenpaa & Todd[16]는 제품 련 요소

(가격, 품질, 다양성)와 쇼핑 경험 련 요소(노력, 놀이성, 

친화력), 고객서비스 련 요소(확신성, 유형성, 응답성, 신뢰

성, 공감성), 소비자가 인지하는 험 요인(경제  험, 사회

 험, 기능  험, 라이버시 험)을 제시하고 있다. 이

들 요소  제품 련 요소의 다양성과 쇼핑 경험 련 요소

의 놀이성, 노력 등은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경제  험, 기능  험 등의 험 련 

요소는 만족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Hoffman et al.[14]은 웹사이트에 한 만족을 통해 온라

인 상에서의 구매의도를 증 하기 해서는 즐거움과 흥미

의 요소를 지닌 로우(Flow)를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온라인 상거래가 오 라인에 비해 

우 를 하기 해서는 컴퓨터라는 미디어를 통해 인간에

게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따져 보고, 가장 경

쟁력 있는 요인을 강조해야 하는데, 이들 요인  표 인 

것이 웹사이트라는  창구를 통해 달할 수 있는 오락

성과 흥미, 도 감 등의 의미를 내포한 로우라는 것이다.

온라인 상거래와 련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뢰의 

선행 요인은 크게 선천  요인, 거래 상 의 특성, 웹사이트

의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천 인 요인으로는 구

매자 개인이 가진 신뢰 성향(Proposition to trust)있다. 이는 

선천 으로 상 방을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마

다 같은 상 와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매자 개인의 

성격이나 자란 환경 등에 따라 그 상 를 믿는 정도가 선천

으로 차이가 남을 가리킨다[7]. 그리고 거래 상 의 특성

으로는 주로 거래 상이 풍기는 이미지나 외모를 나타내지

만[23], 온라인 상의 거래에서 거래 상 의 특성은 웹사이트

의 시각 인 특성을 가리키며 주로 웹사이트의 디자인 인 

요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웹사이트의 시각 인 측면 한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주요 요인으로 웹사이트의 

특성이 있으며, 주요 요인으로 서비스 이용법의 용이성, 시

스템의 안정성  기능의 우수성, 거래에서의 보안성 등이 

있다[9]. 자상거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들 웹사이

트의 특성은 거래와 직결된 주문, 결제 시스템과 매우 높은 

련성을 지닌 요소들로 제도  신뢰(Institutional trust) 요

소라고도 한다[27, 28]. 온라인 상에서의 정보가 거래 의향에 

미치는 연구로 조 희[5]는 상품 정보(상품평, 정보정확성, 

정보충분성)와 매자 정보( 매자 등 )이 고객의 만족과 

신뢰에 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구매 의도

로 연결된다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온라인 상의 거

래 련 연구들의 분석 상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

자로, 시장형성자와 매자가 따로 존재함으로써 기존의 쇼

핑몰과는 다른 개념인 오  마켓을 상으로 한 보다 활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연구된 오  마

켓 이용자의 거래 의향과 련한 연구에서는 주로 거시  

에서 오  마켓 고객들의 만족이나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분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  마켓 이용자를 분석 상으

로 하고 기존의 연구보다는 미시 인 에서 이들의 거래 

의향에 향을 미치는 정보의 측면에 을 두었다. 즉 기

존 연구에서 소비자의 만족이나 구매 의도의 선행 변수로 

제시되었던 웹사이트의 구조  디자인이나 보안 시스템, 

사업자의 명성  이미지 등과 같은 변수보다는 오  마켓

상에서 제공되고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 의사 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들의 향을 거래 의향의 선행 변수로 보고자 

한다. 오  마켓상의 거래는 면 이 없는 상황에서 이

루어지는 상거래이므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오  마켓 상

에서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정보 내용에 의존할 수 밖에 없

는데, 이런 에서 어떤 정보가 소비자의 거래 의향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모형  가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오  마켓 

상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제공 주체가 구냐에 따라 세 가

지로 구분하고 이들 정보에 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고객의 

거래 의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오  마켓상의 제공 정보에 한 만족도가 해당 오  마

켓 사이트에 한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결국은 구매자의 거

래 의향과 연결된다는 논리 인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구매

자의 구매 직  단계에서의 최종변수 즉, 거래 의향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정보는 어떤 것인지를 알기 해 각

종 정보에 한 만족도와 거래 의향과의 계를 분석하기 

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추가 인 이유로, 고객의 신

뢰를 측정하기 해서는 신뢰라는 변수 개념을 재설정해야 

할 뿐 아니라 재도 신뢰의 개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는 여 히 학계에서 논란 인 연구[8]라 본 연구 모형에서

는 신뢰 변수를 생략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독립 변수인 제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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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한 각각의 만족도 변수 이외에 고객의 거래 의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로, 이용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을 비롯한 인구 통계학 인 변수와 해당 오  마켓 사이

트 이용 기간 등의 이용자 특성 변수를 통제 변수(Control 

variable)로 설정함으로써 이들 통제 변수가 고객의 거래 의

향에 미치는 향력을 따로 분석하 다.

3.1 시장형성자가 제공하는 거래 시스템 정보

오  마켓의 시장형성자가 소비자에게 직 으로 제공하

는 정보에는 웹사이트 상에서의 서비스 이용법과 주문한 제

품의 배송과 련한 배송 황 정보, 그리고 거래와 직결된 

보안성과 련된 내용들이 포함되며 이들 정보들은 모두 소

비자가 실제 제품을 주문해서 배송 받기까지의 과정과 련

된 정보들이다. 특히, 배송 정보는 매자가 주문 받은 물품

을 택배 등을 비롯한 물류 운송 회사에 보내게 되면, 주문자

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재 물품의 배송 상태와 언제쯤 배송 

받을 수 있을 지에 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거래의 

보안성과 련된 내용으로는 해당 웹사이트에서의 거래는 안

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씰 로그램(Seal program: 인지

도가 높은 보안 련 연구소나 기 의 마크를 웹사이트에 표

시함으로써 ‘우리 웹사이트는 OOO기 으로부터 보안성 련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를 달하는 제도)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웹사이트의 서비스 이용법과 배송  보안 

련 정보 등은 소비자에게 해당 사이트에 한 신뢰감을 제

공하게 되고, 이러한 신뢰감으로 인해 소비자의 거래 의향

에는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20, 24]. 특히, 배송 정보

는 고객에게 주문 과정 상의 많은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어 

오  마켓을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에 큰 향을 미칠 것이

며[5, 13] 이는 거래 의도와 많은 연 성을 가지게 될 것이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오  마켓 상에서 제공되는 거래 시스템 정보에 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거래 의향은 높아질 것이다. 

3.2 매자가 제공하는 정보

온라인 상거래에서 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주로 상품

과 련된 정보가 주를 이룬다. 상품 정보에는 상품명을 비

롯한 가격과 상품에 한 세부 인 설명, 성능, 사용법, 규

격, 성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5]. 기존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 연구에서는 상품에 한 풍부한 정보가 사용자에게 만족

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4]. 

그리고 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매자의 등 과 

련된 정보가 있다. 오  마켓을 비롯한 온라인 거래에서는 

면 이 이루어지지 않는 계로 개별 매자와 직

으로 연 된 정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상품 정보가 상세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해 오  

마켓에서는 개별 매자에 한 기존 고객들의 평가 수, 

매자가 성공 으로 완료한 거래 건수 등을 바탕으로 매

자 등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5]. 따라서 매자의 등  정

보는 해당 매자로부터 구매경험이 있는 기존 고객의 평가

가 반 되므로, 그 매자의 제품에 한 문성을 비롯해 

다양한 고객들로부터의 평 과 이미지 련 내용들을 포함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매자 련 정보들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최종 으로는 거래 의향

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19].

한 매자는 매하는 제품과 련해 소비자가 궁 해

하는 이 있거나, 배송과 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운

하고 있는 포명, 주소 등을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하고 있

다. 이로써 매자는 소비자를 상으로 신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궁극 으로 거래 의향에도 정 인 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 오  마켓 상에서 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만족도

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거래 의향은 높아질 것이다.

3.3 구매자가 제공하는 피드백 정보

구매자의 입 소문(Word of mouth)에 한 향력은 이미 

오 라인 상에서의 많은 연구들로부터 검증받고 있다. 그러

나 실제 면 이 없는 온라인 상에서의 거래에 있어 구

효과는 그 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오  마켓에

서는 구매자들의 구매 후기를 소비자들간에 공유할 수 있도

록 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이러한 피드백

의 구체 인 내용에는 상품을 배송 받고 난 후, 체 으로 

제품의 수 이나 배송 서비스 등에 한 만족도를 평가해 

표기할 수 있다. 한 왜 이 제품이 좋은지, 는 왜 마음에 

들지 않는지, 사용후기 사례 등에 한 구체 인 내용을 기

입하도록 해 잠재 구매자들에게 제품 구매를 권유할 수도 

있으며, 구매를 만류하는 내용들을 달할 수도 있다. 체

로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정보들에 기

반해 구매를 결정하는 신 한 태도를 견지하려고 하며, 여

러 정보들 가운데서도 기존에 구매 경험이 있는 다른 구매

자들의 의견을 통해 그 사람들의 과거 경험을 살펴 으로써 

거래 상 방에 한 신뢰를 형성하려고 한다[5, 25]. 따라서 

구매자들이 제공하는 제품 구매 련 피드백 정보들은 다른 

소비자들에게 해당 매자와 그 제품에 한 신뢰감을 형성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결국은 소비자의 거래 의

향에 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 오  마켓 상에서 구매자가 제공하는 피드백 정보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거래 의향은 높아

질 것이다.

4. 자료 수집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정을 해 국내 표 인 오  마켓

인 ‘옥션’의 구매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모든 

설문 문항은 리커트 7  척도로 구성하 으며, 기존 련 

문헌의 내용과 오  마켓 실무자와의 토의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다. 총 5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무성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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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수(명) 비 (%)

성별
남 250 54.0

여 213 46.0

합계 463 100

연령

10 7 1.5

20 429 92.7

30 21 4.5

40 5 1.1

50  이상 1 0.2

합계 463 100

사이트 이용 기간

6개월 미만 97 21.0

6개월～1년 미만 80 17.3

1년～2년 미만 147 31.7

2년～3년 미만 97 21.0

3년～4년 미만 36 7.8

4년 이상 6 1.3

합계 463 100

<표 2> 각 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명 측정 항목 Cronbach’s α 참고 문헌

거래 시스템 정보에 한 만족도

서비스 이용법 정보에 한 만족도

.728
Mcknight & Chervany, 2002

Roy et al, 2001
제품 배송 황 정보에 한 만족도

거래 보안성 련 정보에 한 만족도

매자 련 정보에 한 만족도

상품 상세 정보에 한 만족도

.742 조 희, 2007매자 등  정보에 한 만족도

매자 연락처 정보에 한 만족도

피드백 정보에 한 만족도
구매 후 평가 정보에 한 만족도

.684 조 희, 2007
거래 추천 정보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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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에 한 의존성

<표 1> 표본의 특성

응답이나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는 표본을 제외한 463명의 

자료를 최종 으로 분석에 이용하 다. 분석에 이용된 표본

들의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남녀 성별비는 서로 비슷한 편이며, 연령층은 20 가 표

본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트 이용기간에 

있어서는 1년～2년 사이의 이용자가 약 3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는 6개월 미만의 신규 가입자와 2

년～3년 정도의 이용기간을 가진 이용자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련 정보  매자 련 정보, 구

매자 피드백 정보에 한 만족도, 구매자의 거래 의향을 측

정하기 해 각각 3개, 3개, 2개, 3개의 문항을 기존 연구  

실무자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도출했으며 이들 문항들에 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아래 <표 2>에 나타나 있다. 

시스템 련 정보의 경우, Roy et al.[26]의 연구에서 제시

한 서비스 이용의 용이성 정도와 Mcknight과 Chervany[21]

가 제시한 온라인 거래 시스템의 안 성에 한 항목을 참

고하 으며, 오  마켓에서의 제품 배송 황 정보에 한 

항목은 실무자와의 회의를 통해 소비자가 요시하는 거래 

시스템 련 정보 의 하나로 도출하 다. 매자 련 정

보는 조 희[5]의 연구에서 이용한 상품의 상세 설명 정보에 

한 항목과 매자의 신원과 련한 정보  매자의 

매 실 에 따른 매 등 에 한 항목을 참고로 도출하

다. 구매자의 피드백과 련한 항목은 역시 조 희[5]의 연

구를 참고하여 반 인 상품평에 한 항목과 해당 제품을 

타인에게 추천하는 정도와 련한 항목으로 나 어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 거래 의향 련 항목들은 가까운 미래에 다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에 한 의사와 제품을 구입해야 할 

경우에 해당 사이트를 우선 으로 고려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다른 종류의 제품도 구매할 의향은 있는지에 

한 것으로 Jarvenpaa와 Todd[16]의 연구  박유식 외[2]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도출하 다. 모든 변수의 측정 항목들은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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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Component

1 2 3 4

서비스 이용 정보 .674 .205 .057 .224

배송 황 정보 .795 .183 .081 .139

거래 보안성 정보 .794 .095 .103 .217

상품 상세 정보 .115 .751 .220 .036

매자 등  정보 .286 .740 .049 .177

매자 연락처 정보 .113 .795 .210 .171

구매 후기 평가 정보 .251 .186 .776 .196

거래 추천 정보 -.017 .229 .860 .133

타 제품 구매의사 .126 .246 .070 .824

가까운 시일 내 재이용의사 .229 .201 .171 .796

해당 사이트에 한 의존성 .286 -.043 .168 .747

<표 3> 요인 분석 결과

가설 내용 β  t-value 유의수 기각/채택여부

H1 시스템 정보  거래 의향** .339 8.623 .000 채택

H2 매자 정보  거래 의향 .122 2.289 .005 채택

H3 피드백 정보  거래 의향 .224 5.957 .000 채택

 *R2 : .350

**종속변수: 구매자의 거래 의향

<표 5> 통제 변수 분석 결과

내용 β  t-value 유의수  

성별  거래 의향 .077 1.039 .300

연령  거래 의향 .164 1.580 .115

사이트 이용기간  거래 의향 -.044 -1.594 .112

<표 4> 회귀 분석 결과*

변수의 신뢰성에 있어 큰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 각 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한 요인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의 성분 행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변수의 측

정 항목들의 요인 재량이 모두 0.6 이상으로 높은 재량

을 보이고 있어 측정 지표로서 갖추어야 할 타당성을 가지

고 있다고 단할 수 있었다.

5. 분석 결과 

오  마켓에서의 제공 정보 만족도가 구매자의 거래 의향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회귀식(Regression Model)

을 이용했으며, 연구 모형에서의 독립변수, 즉 시장형성자가 

제공하는 거래 시스템 련 정보  매자가 제공하는 정

보, 기존의 다른 구매자들이 제공하는 정보, 각각에 한 구

매자의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오  마켓에서의 구매자 

거래 의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분석하 다.

다음의 <표 4>는 회귀 분석 결과를 통한 가설 검정의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 분석 결과, 모형의 

합성을 나타내는 R2 값은 .342 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가설들이 모두 채택(p<.01)되었다. 다시 말해, 오

 마켓상에서 제공되는 시스템 련 정보(서비스 이용법, 

배송 황, 보안 련 정보)는 시장형성자가 운 하는 거래 

시스템에 한 내용으로 고객의 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부분이며, 매자에 한 정보( 매자 연락처  등

, 상품 정보)는 거래 상 에 한 직 인 정보로 고객이 

거래에 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고객들의 피드백 정보  거래 

추천 정보 한 고객이 자신의 거래에 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요 정보로 소비자의 거래 의향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추가 으로 이들 세 가

지 유형의 정보들  고객의 거래 의향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거래 시스템 련 정보(배송 황, 거래 보안성 

등) 으며 다음으로 기존 고객들의 실제 구매 후기와 련

된 피드백 정보임을 알 수 있었다.

추가 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 사이트 이용기간

을 통제 변수로 보고 이들이 거래 의향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해 보았다. 다음의 <표 5>는 통제 변수에 한 분석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연

령, 사이트 이용기간 등과 소비자의 거래 의향과의 회귀 분

석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실제 이들 이

용자 특성 변수에 의해 거래 의향이 향을 받지 않음을 나

타내고 있다. 즉, 성별이나 연령의 차이, 사이트 이용기간의 

차이는 실제 이용자의 거래 의향과는 독립 인 계에 있음

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시사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속한 성장은 단순히 인터넷은 서

비스를 달하는 수단이라고 여겨졌던 통념을 뛰어넘어 이

제는 새로운 상거래의 장소로 각  받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은 빠른 속도로 발 하고 있다[6]. 최근 오  마켓

의 성장은 이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가장 표 인 시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 면상의 거래라는 온라인 상

거래가 지닌 본연 인 한계로 인해 자상거래 사업자들은 

언제나 소비자에 한 신뢰 제공 문제에 항상 착해 왔다. 

이들 사업자들은 구매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해 무단

히 노력하고 있으며, 주로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 가능한 정

보들을 이용해 구매자의 신뢰를 증 시키는 략들을 시행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략은 오  마켓 사업자들에게도 

한 공통 인 것으로, 오  마켓에서 구매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주로 거래 시스템에 한 정보, 제품을 매하는 개

별 매자들에 한 정보, 기존 구매자들이 자신의 구매 경

험에 해 다른 구매자들에게 알려 주는 구매 후기 정보 등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오  마켓상의 제공정보가 구매자의 

거래 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 한 구매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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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정보  자신의 거래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보는 어

떤 정보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구매자들의 거래 의향은 시스템 정보  매

자 정보, 과거 구매자들의 피드백 정보 모두에 의해 향을 

받으며, 이들 에서도 자신의 거래 의향을 결정함에 있어 

상 으로 거래 시스템 정보에 한 만족도에 가장 많이 

의존함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

를 토 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시사 을 정리할 수 있었

다. 첫째, 오  마켓에서의 안 한 거래 시스템  환경 조

성은 사업 성공을 한 가장 요한 요인이라는 이다. 이

는 기존 연구[13, 20, 24]에서도 지 했듯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구매자들의 거래 의향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정보 만족도는 바로 시장형성자 즉, 오  마켓 사업자가 구

축한 웹사이트 상의 거래 시스템 정보에 한 부분이다. 이

는 주문한 물품이 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즉, 배송 비 

인지, 배송 인지, 배송 이라면 언제 물품 수령이 가능

한지 등에 한 배송 련 정보, 그리고 웹사이트상의 거래 

과정  구매자 자신의 개인 정보 등의 유출에 해서는 안

한지 등에 한 거래 보안 련 정보 등이 포함된다. 어

쩔 수 없이 온라인 거래를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실제 내

가 온라인에서 주문한 물품을 제 로 받을 수 있는지에 

한 걱정을 항상 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 고객의 고민을 덜어주지 않고서는 사업자 입장에

서는 성공을 바랄 수가 없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오  마

켓의 시장형성자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 인 염려를 여주

고 신뢰를 제공하기 해서는 안 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

기 한 지속 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구매자들간의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다. 분석 결과에서 구매자의 거래 의향에 

두 번째로 큰 향을 미치는 정보가 과거 구매자들의 구매 

후기 피드백 정보 다. 이는 물품을 구입한다는 같은 입장

에 있는 고객들 간의 정보에 구매자들 서로 서로가 상당히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5, 25]. 그러므

로 시장형성자가 따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다시 새로

운 고객을 창출해내는 선순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의견 

선도자(Opinion leader)의 역할은 마 에 있어 매우 요하

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 형성자는 구매자들 간에 활발히 의

견을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주는 략에 

해 충분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를 들면 제

품의 항목별(의류, 화장품, 식료품 등)로 ‘물품 추천 코 ’ 등

을 만들어 화장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남성고객이 일일이 검

색하지 않아도 이 코 를 통해 단 시간 내에 구입할 수 있도

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별 매자에 한 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다. 오  마켓에서는 시장형성자가 직  물건이

나 서비스의 질을 조 할 수가 없으므로 개별 매자의 질

이 바로 시장형성자의 이미지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좋은 매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그 오  

마켓의 명성은 높아지는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겠다. 기존 

연구[5, 19]와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매자 련 

정보는 고객의 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는 매자에게는 그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고 그 지 못한 매자에게는 시정을 요청하

거나 심할 경우 매 지 조치를 하는 등의 매자 리 

략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자에 한 교육제도 등도 

매자 리를 한 하나의 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처럼 오  마켓에서 시장형성자는 자신이 직  고객의 신뢰

도를 증 시키는 방법은 아주 제한 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매자 리를 통해서나 는 구매자들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우회 으로 오  마켓 사업자에 한 신뢰도가 

증 되도록 하는 방안이 사업 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시장형성자는 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서 거래 성사

를 개하는 역할을 하는 오  마켓의 독특한 사업모델에서 

기인한 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 인 인터넷 쇼핑몰(제품 매자와 시장형

성자가 동일한 웹사이트)에서의 소비자의 거래 의향  만

족의 선행 요인들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오  마

켓(제품 매자와 시장형성자가 구분되는 웹사이트)이라는 

공간을 연구 배경으로 고객의 거래 의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들 에서도 소비자가 제공 받는 정보라는 

요소에 을 두고 해당 정보들을 제공의 주체별로 구분해 

이들 정보가 실제 소비자의 거래 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지 여부, 그리고 개별 정보들의 향력 정도를 분석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와 유사한 향후 련 연구들의 수행

에 있어 학문 인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한 고객의 신뢰 형성을 해 제공하는 정보들에 

한 리와 보다 세부 인 정보 마  략에 한 시사

을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있다. 첫째는 

옥션이라는 한 사이트만을 상으로 했다는 이며 둘째, 

분석 표본도 주로 20 에 치우쳐 있다는 , 그리고 사이트 

이용 기간의 측면에서도 다수가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함으

로써 표본의 표성에 한 한계 이 지 될 수 있다. 물론 

온라인 상거래를 주로 은 층이 다수의 고객층을 차지한

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의 일반화를 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   사이트 이용 기간 등의 특성을 지닌 표본들이 필

요하다. 추후 일반재를 거래하는 옥션뿐만 아니라 게임 아

이템을 사고 는 오  마켓, 비행기 티켓  호텔 등의 

약을 주로 거래하는 오  마켓, 고차 오  마켓 등 다양

한 종류의 물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오  마켓들에 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객들의 특

정 오  마켓에서의 거래 경험에 따른 정보 만족도가 거래 

의향에 미치는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거래 경험이 많은 고객의 경우는 

이미 거래 시스템에 해서는 많은 경험을 통해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거래 시스템 정보에 한 만족도보다는 

오히려 기존 구매자들의 피드백 정보에 의해 거래를 결정하

는 성향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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