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위험감소단서와 친숙성이 쇼핑몰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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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격, 정보, 보증, 그리고 명성과 같은 위험감소단서들과 소비자의 친숙성이 인터넷 쇼
핑몰에서 지각된 위험감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키
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위험감소단서가 쇼핑몰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감소단서들의 보다 순수한 영향력을 살피
기 위해 중요 통제변수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의 친숙성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쇼핑몰
의 재이용의도에 이용용이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 모형에 이용
용이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위험감소단서인 정보는 품질을 높게 지각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데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과 쇼핑몰 명성은 위험을 줄이는데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증은 위험을 줄이는데 직․간접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로간의 방향에 대해서는 가격이 지각된 제품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제외하고는 예상했던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제시된
위험감소단서 중 보증만이 유의하게 제품품질의 외적단서(신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소비자의 쇼핑몰에 대한 친숙성은 위험을 줄이는데 위험감소단서들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친숙성은 이용용이성과 쇼핑몰 재이용의도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위험감소전략과 쇼핑몰의 재이용
의도를 높이기 위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각종 통계자
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
의 인터넷쇼핑몰이 존재하고 이용자수도 상당

오늘날 IT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급은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다른 새로운 경

통계청(2004)의 사이버 쇼핑몰 조사결과에

제 패러다임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따르면 2004년 9월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 사

의 활성화로 이어져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새

업체 수는 3,439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로운 형태의 사업을 발전시켰다. 특히 우리나

2004년 2/4분기 중 월평균 사이버쇼핑몰 사업

라에서는 인터넷 사업에 대한 투자가 1995년

체 수는 3,450개로 전년도 같은 분기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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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6개(3.2%), 전 분기에 비해서는 2개(0.1%)

통적인 상거래에서의 위험지각의 차이점 파악에

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한국

관한 연구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및 제

인터넷정보센터 2004). 그리고 2005년 9월 통

품특성에 따른 제품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계청이 발표한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에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거래 사상 첫 9,000억원

최근에 마케팅 및 소비자 행동연구 분야에서

을 넘어서고 사업체 수 역시 2005년 9월 현재

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

4,158개로 전년보다 107개가 증가했다. 한편

을 감소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

2005년 1월 인터넷 쇼핑몰 거래액은 8,148억원

다는 점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으로 전월대비 522억원(6.8%) 증가했으며 1월

대한 연구결과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몇 몇

거래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1,560억원(23.7%) 늘

연구의 경우(김광수, 박주식 2002; 이호근 등

었고, B2C 규모는 6,572억원으로 전월대비 506억

2003; 정기억 2002) 지각된 위험이 가치나 신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머니투데이 2005).

뢰, 만족 등과 같은 요인들에 어떤 영향을 미

Forester Research(2000)에 따르면 향후 세

치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계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규모는 2005년

지각된 위험이 어떤 선행 요인들에 의해서 영

까지 6,47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

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

상하고 있다.

어 마케팅 관리자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어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전통적

위험감소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인지에 대

인 상거래 방식과는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

해 어떤 시사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실무적인 관

치고 있다. 과거 소비자들은 그들이 구매하고

점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지각하

자 하는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신

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구

문․잡지 및 TV광고와 같은 매체 이외에 직

매행동을 유도해 내기 위해 쇼핑몰의 친숙성

접 발로 뛰어 찾아다니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과 위험감소단서들의 역할에 초점을 둔 연구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러한

가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목

상품정보 및 각종 관련정보들에 대해 보다 신

적을 설정하였다.

속․정확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감소단서들과 쇼핑

으며, 소비자들은 과거에 정보를 탐색하기 위

몰의 친숙성이 어떻게 위험감소에 영향을 미치

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이

는가를 밝히고 이들이 쇼핑몰 재이용의도에 미

런 정보를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
핑몰 이용의 어려움과 제품 구매 시 지각하게
되는 위험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Ⅱ. 이론적 배경

판매하는 기업들은 초기에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창출해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에 관해서는 학계에서도

2.1 위험감소단서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 행동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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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할 때 품질평가를 위해서 내적단서(intrinsic

소비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

cues)와 외적단서(extrinsic cues)를 이용하게

구들(Kihlstrom and Riordan 1984; 박유식, 한

되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위험을 줄

명희 2001 등)을 살펴보면 품질지각은 제품과

이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감소단서의 역할도

관련된 내적단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가격, 상표명, 포장, 명성, 그리고

여기에서 내적단서란 제품의 물리적인 성분

보증 등과 같은 외적단서들로부터 더 큰 영향

의 변화가 있어야만 변화할 수 있는 요소로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외적

제품과 관련된 속성들을 의미한다. 반면에 외

단서들은 품질평가의 선행요인이 되기도 하고

적단서란 제품 속성과 관련된 것 중 가격, 상

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소비자들은 외적단

표명, 포장, 점포명, 광고, 보증 등과 같은 것으

서들을 위험감소단서들로 사용하기도 한다.

로서 제품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부분의 속성

이는 경제학에서 언급하는 일종의 신호표시

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적단서가 변화

(signaling)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김성숙, 이

하게 되면 제품의 물리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승신 2000; 주우진, 김현식 2004). Nelson(1970)

않지만 이러한 외적단서는 소비자들의 품질지

의 연구를 기초로 한 경제학적 모형에서는 브

각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성숙, 이승신

랜드 혹은 브랜드와 결부된 가격, 광고, 보증

2000; 김성배, 전인수 2002; 주우진, 김현식

등과 같은 다양한 기업의 행위가 제품품질을

2004).

신호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희(2002)는 소비자의
품질지각은 제품자체의 물리적인 속성(맛, 성

있다(Klein and Leffler 1981; Milgrom and
Roberts 1986).

능, 색깔 등)과 제품품질 자체와는 관련이 없

다음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중요한 품질평가의

는 외적인 속성(상표, 가격, 점포 이미지 등)에

외적단서이자 위험감소를 위한 전략단서인 가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특히 소비자들

격, 정보, 보증, 명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

은 내적단서를 이용할 수 없는 초기 구매상황

펴보고자 한다.

이거나 이를 알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이 요구될 경우, 그리고 품질을 평가하기 어려

2.1.1 가격

울 때 내적단서보다 외적단서에 더 의존하게

가격은 상품의 특성과 함께 잠재적으로 구매

된다고 하였다.

자가 상품을 평가하고 구매하는 행위에 영향

특히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의 소비자들은

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여겨져 왔다(박유식,

실제로 제품을 만지거나 직접 눈으로 보거나

송은실 2002). 여기서 가격이라는 것은 지각된

냄새를 맡거나 하는 등의 경험을 토대로 구매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 객관적인 상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

품가격이라기 보다는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지

해 제시되는 제품의 영상 및 이미지와 제공되

각하는 가격을 뜻한다. 즉 지각된 가격은 제품

는 제품의 정보만을 통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의 객관적인 가격에만 의존하는 판단이라기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실제점포에 비해 내적단

다는 소비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주

서 보다는 외적단서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

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격을

질 수 있다.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품평가의 외적단서와 내적단서가

Gardner(1971)는 소비자의 품질평가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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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다른 변수, 특히 브랜드가 가격과

선택의 중요한 비용요소로 볼 뿐만 아니라 다

함께 제시될 경우 가격효과는 줄어든다고 하

른 대안들 간에 가격의 비교를 통해 최저가격

였다. 즉 단일단서 상황 하에서는 소비자들이

으로 구매하는 것이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들

가격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이 품질의

의 주된 구매동기라고 보았다(Korgaonkar and

지표로 이용되지만, 가격 이외의 품질에 대한

Wolin 1999). 또한, Jarvenpaa and Todd(1997)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는 상황에서는 가격의

의 논문에 기반을 둔 이정섭과 장시영(2003)은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

비용절감이 인터넷 상거래 행동의도에 영향을

는 제품의 품질을 평가할 충분한 정보를 갖고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여 주었

있지 못할 때 대체로 가격이 높을수록 품질이

으며, 최근에 Chang et al.(1994), Morritt(1999),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Sweeney et al.(2001)의 논문에 근거한

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은 제품은

정광현(2005)의 레스토랑 관련 연구에서도 지

품질이 더 좋았다고 경험한 소비자들의 기대

각된 가격은 재이용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

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

하지만 Wilkie(1990)는 과연 가격이 높으면

었다.

품질이 더 좋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본 연구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한 제품구

135개 품목들을 대상으로 가격-품질의 상관관

매로서 많은 개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새로운

계를 밝힌바 있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

경험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제품

격-품질 상관관계가 정(+)의 관계로 나타난

을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위험을 지각하게

것은 51%,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될 것이고 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가장

35%, 그리고 부(-)의 관계로 나타난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제품의 가격일 것

14%로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

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격

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에 대한 내용으로 유사제품 및 경쟁사 제품과

Sweeney, Soutar, and Johnson(1999)은 지각

의 비교가격, 오프라인과의 비교가격 등 절대

된 가격과 지각된 제품품질간에 정의 관계가

적인 가격이 아닌 소비자의 지각된 가격에 대

있으며 지각된 가격이 상당한 정도로 재무적 불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확실을 초래한다고 언급하였다. Grewal, Gotlieb,
and Marmorstein(1994)은 제품가격은 지각된

가설 1-1a: 지각된 가격은 지각된 제품품질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무적 위험의 내적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보
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은 보다 낮

가설 1-2a: 지각된 가격은 지각된 위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보다 재무적 손
실을 더 많이 입는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가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부정확한 제품

가설 2: 지각된 가격은 재이용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가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격은 충성도에 직․간

2.1.2 정보

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인터넷은 정보를 탐색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

타났다(Monroe 1990; Zeithaml 1988). 특히

중의 하나로써 오늘날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경제적인 구매자는 재무적인 희생인 가격을

시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인터넷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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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얻을 수 있다(박유식, 한명희 2001). 구

(Kendall and Russ 1975). 즉 보증이라는 것은

체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구매자에게 일정수준의 만족 또는 서비스를

간에 가격 및 제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교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한 문서화된 책임이다.

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제품 구매시
간과 노력 및 위험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케팅에 보증이 하나의 주제로 대두된 것은
소비자들이 구매 후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

Korgaonkar and Wolin(1999)은 유용한 정보

할 수 있는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부터 보아야

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제품의 경우 내재적

는 점이 온라인을 통한 구매자들에게 매우 중

인 정보단서가 품질지각에 유용하지 못하고,

요한 편익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존제품에 비해 신제품의 불량률이 높은 경

Mitchell and Boustani(1994)의 경우는 포장지

우 소비자들은 위험을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에 표기된 제품정보가 위험을 감소시키는 단서

경우 소비자들은 구매후의 부조화로 인해 불

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Wilkie and Dickson

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예상되는 문제점

(1985)은 내구재 구매자들은 광고나 주위 사람

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들로부터 얻은 정보보다 판매원이 제공하는

것이 보증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 결과 판매자

정보를 더 유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한

들은 보증정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 당면

바 있다. 또한 Kim and Lennon(2000)은 TV

하게 되었다.

홈쇼핑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따라서 마케팅 연구자들은 보증정책을 수행

소비자가 지각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을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흥미를 가지게

록 지각된 위험이 더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되었고 지각된 위험감소수단으로서 보증을 인

한편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박유식과

식하기 시작하였는데, Schiffman and Kanuk

한명희(2001)의 연구에서는, 정보의 양이 많을

(1994)은 보증이 지각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수록 지각된 제품품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품질보증에 대한 중요성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위험에는

을 주장하였다.

부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

보증에는 명시적인 보증과 암시적인 보증이

러한 이론적 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있는데, 명시적 보증은 상품특성에 관한 간단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한 서술에서부터 판매자의 입법적인 책임을
한정하는 복잡한 문서까지 그 내용이 다양하

가설 1-1b: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지

다. 보증은 일반적으로 폭넓은 서비스와 완벽

각된 제품품질에 정(+)의 영향

한 만족을 약속하며, 보통 이런 보증기간은 제

을 미칠 것이다.

품수명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보증의 효과로

가설 1-2b: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지

는 구매 전에 소비자의 구매확률을 높이는 것

각된 위험에 부(-)의 영향을 미

이고 구매 후에는 소비자의 만족을 유지하는

칠 것이다.

것이다. Tan(1999)의 연구에 의하면 무료시용
보다 환불보증제도가 더욱 더 지각된 위험을

2.1.3 보증
보증은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의 품질과 기능
에 대해 확인을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는 전략임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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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c: 보증은 지각된 제품품질에 정

2.2 재이용의도의 영향요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c: 보증은 지각된 위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재이용의도는 소비자들이 이용
한 쇼핑몰에 대한 향후 재이용의도로서 기존
연구의 재구매의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2.1.4 쇼핑몰 명성

있다.

명성은 위험감소단서의 주요 요소 중의 하나

기존 이론에서는 재이용의도를 소비자가 구

이다. 특히 명성은 탐색하는 제품의 재정적인

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전 기대와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지각된 제품의 성과를 비교하여 만족 또는 불

다(Derbaix 1983).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귀인과정을 거쳐 제품

Bearden and Shimp(1982)는 소비자들이 제품
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품평가

이나 서비스에 대한 재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이학식 등 1997).

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가격, 제품의

한편 향후 재구매의도의 평가를 다루고 있는

평가보증, 정보, 유통업체나 제조업체의 명성 등

기존연구에서는 재구매의도를 평가하는데 있

과 같은 외재적 단서에 의존함으로써 제품성능

어서 가장 예측력이 우수한 영향요인이 무엇

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인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주관심사였다.

자신의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따

역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심으로 지각된

라서 기업은 높은 품질에 대한 신용을 쌓기 위

위험과 지각된 제품품질 이외에 쇼핑몰의 재

해서 우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제공한

이용의도를 평가하기 위한 영향요인으로 지각

다는 명성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된 가격, 친숙성 및 이용용이성을 이용하여 그

때로는 명성이 기업의 브랜드명이나 점포명

관계를 살피고자 하였다.

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즉 어떤 제품의 높은
품질성과는 브랜드명을 통하여 다른 제품으로
이전 될 수도 있다(Moorthy 1985).

2.2.1 지각된 제품품질과 지각된 위험
제품품질은 제품자체의 물리적 속성이나 기

Tan(1999)은 인터넷 환경에서도 명성이 환

능과 관련된 객관적 품질(objective quality)과

불보증제도와 더불어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

그 제품자체의 물리적 속성이나 기능에 대한

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명성은

구매자 개인의 지각과 관련된 주관적 품질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신뢰를 형

(subjective quality)로 구성된다(김정희 2002).

성하게 하며, 제품구매와 관련된 위험지각을 감

Olshavsky(1985)는 지각된 품질을 제품에 대

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Jarvenpaa et al. 2000;

한 전반적인 평가, 즉 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성률 등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쇼핑몰

보았다. 그리고 Zeithaml(1988)의 경우는 지각

명성과 관련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된 품질(perceived quality)을 제품의 우월성,
탁월성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이라고 정의하면

가설 1-1d: 쇼핑몰 명성은 지각된 제품품질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d: 쇼핑몰 명성은 지각된 위험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8

서 이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품질과는 구별
되는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것
은 소비자의 인식구조 내에서 특정속성보다는
높은 수준의 추상적인 개념이고, 한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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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상표군 내에서 행해지는 제품에 대한 판
단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김형일 1999).
Mitchell and Boustani(1994)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이란 개념은 소비자행동 분야에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위험감소방안으로 패키

서 Bauer(1960)에 의해 가장 먼저 소개 되었

지의 설명, 제품에 대해 편견없는(unbias) 정

는데, 이는 경제학에서 언급하는 위험과는 다

보, 명성이 있는 상점이미지, 잘 알려진 브랜

른 의미의 위험을 일컫는다. 지각된 위험에 대

드, 값싼 브랜드, 상점직원의 충고, 비싼 브랜

해 Bauer는 소비자가 특정 구매목적을 달성코

드, 가족과 친구들의 충고, 회사의 명성, 특별

자 상표나 점포, 구매방식(shopping mode)의

한 제공물, 시용크기, 광고, 환불, 무료샘플, 주

선택 등을 하고자 할 때 그 선택상황에 대해

변상점쇼핑(shopping around), 유명인의 보증

지각하는 심리적 위험을 말하며, 이는 지각된

등을 제시하고 구매전과 구매후의 평균차이를

위험을“소비자의 어떤 행동에 있어 그 자신이

살펴본 결과 비싼 브랜드, 시용크기, 환불, 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

료샘플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

성”이라고 하였다.

히고 있다.

Cox and Rich(1964)는 지각된 위험을 소비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품품질과 지각된

자가 구매의사결정을 할 때 인식하게 되는 위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연구와(박유

험의 본질과 양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구매

식, 한명희 2001; 김성배, 전인수 2002), 제품

목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목적에 대한 불

품질이 지각된 위험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확실성에 의해 소비자는 위험을 지각하게 된

는 주장과(Snoj et al. 2004; Sweeney et al.

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지각된 위

1999), 지각된 위험이 지각된 제품품질에 부

험은 구매결과의 중요성과 구매의 불확실성에

(-)의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주장(Sweeney

대한 함수관계로 볼 수 있다.

and Soutar 2001)들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 소비자의 행동은 보통 어느 정도의 불

본 연구에서는 제품품질의 외적단서(신호)가

확실성을 갖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

지각된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며, 제품품질이

기도 하는데, 따라서 소비자의 행동에는 항상

좋을수록 지각된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는 신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호논리의 주장을 받아 들여 다음과 같은 가설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을 설정하였다.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된다. 즉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지각된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보다 신중하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가설 3-1: 지각된 제품품질은 지각된 위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현재 자신이 지각한 위험을

가설 3-2: 지각된 제품품질은 쇼핑몰 재이용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는 위험감소방안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위험감소 방법을 단일차원
의 유형과 다차원적 관점의 유형으로 나누어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일

조사하였는데, 그 중 다수의 연구들은 위험과

련의 선택과정이며 이러한 선택에는 위험이

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있어 위험감소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위험은

정보탐색이라는 단일차원만을 사용하고 있다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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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위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지각된

2.2.2 쇼핑몰의 친숙성과 이용용이성

위험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구매행동을 연기시

친숙성(familiarity)은 상표에 대한 이해, 제

키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품지식, 또는 제품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판단

(Dash et al. 1976; Sheth and Venkatesan

하는 기능을 뜻한다. Cordell(1997)에 의하면

1968; Taylor 1974).

친숙성은 제품과 관련된 경험으로서 제품지식

Jarvenpaa 등(2000)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의 첫 번째 구성요소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친

쇼핑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있더라도 소

숙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나타

비자가 높은 위험을 지각한 쇼핑몰에서는 구

나고 있다.

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박유식과 한명

Alba and Hutchinson(1987)은 친숙성을 “소

희(2001)의 경우 인터넷 구매환경에서도 소비

비자에 의해서 축적되어진 제품관련 경험들의

자의 위험지각은 전통적인 거래에서처럼 경제

수"라고 정의하고 있고, Howard and Sheth

적인 위험, 사회적인 위험을 상품선택 혹은 구

(1969)는 친숙성이란 “특정 제품이나 상표에

매의 결과로 생기는 기대손실의 관점에서 보

대한 과거의 지식, 이해, 평가, 구전 등을 통해

고, 이것이 구매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효용을

서 고객의 지각 속에 존재하는 익숙함”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단일차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Monroe(1976)는 고객이 특정

측정하였는데, 이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품

제품 또는 상표를 과거에 구매하여 이용한 경

의 구매에서 지각된 위험을 낮추는 것이 매우

험이 있을 경우 그 경험은 소비자의 의사결정

중요한 이슈이다.

과정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며, 이용 가능한 정

Jarvenpaa and Todd(1997)의 연구와 Swa-

보수준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가격보다 친숙성

minathan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구매위험

이 제품이나 상표의 선호에 더욱 중요한 역할

이 구매의도 또는 구매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Jacoby et al.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상반된 결과

(1971)은 친숙함은 제품이나 상표에 대한 경험

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각된 제품품질은 인터

으로서 이미 수행된 수차례의 정보처리과정을

넷을 통한 구매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

통해 제품의 품질지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

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게 된다고 하였다.

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는데 많

온라인 구매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매

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더구나 우리나

동기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Greenfield Online

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

1999), 한 기업의 신뢰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면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서 구매자들은 회사명의 친숙성(75%)과 브랜

제품의 품질을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드의 친숙성(68%), 오프라인에서의 사업 유무

품질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및 성과(52%), 그리고 TV 또는 잡지의 평가

나고 있다(매경 인터넷리서치센터 1999). 따라

(41%)를 들고 있으며, 구매 무경험자들은 회

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사명의 친숙성(71%), 브랜드 친숙성(64%), 친

였다.

구 또는 가족의 추천(42%), 그리고 오프라인
에서 사업의 유무 및 성과(38%)를 중요요인으

가설 4: 지각된 위험은 재이용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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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숙성이
신뢰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험감소단서와 친숙성이 쇼핑몰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넷 쇼핑은 기존의 유통채널을 통한 쇼핑

Richardson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구매

에 비해 제품주문에서부터 배달에 이르기까지

자들이 점포브랜드에 높은 친숙성을 가질 경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편리함을 제공하게 되

우 제품사용에 있어 낮은 위험을 지각하게 된

는데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구체

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이들의 연구결과에

적으로 느끼는 편리함에는 제품검색이나, 주문/

의하면 친숙성은 지각된 위험에 유의한 부의

취소 처리절차 등의 편리성이 있다(Garbarino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에

and Edell 1997; Swinyard 1993). 따라서 성공

대한 친숙성은 대상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경

적인 웹사이트는 유용한 정보에 신속하게 접

험을 의미하며(Monroe 1976; Cordell 1997),

근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우호적인 쇼

이는 친숙성의 정도가 이용용이성의 정도를

핑경험을 만들며 일반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eattie 1981; Li et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구매과정은 소

al.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

비자들이 오프라인의 구매과정에서 겪는 불편

문헌(Bettman 1974; Richardson et al. 1994)

함을 해소시키면서 방문한 상점에서의 구매를

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친숙성의 정도에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한다.

따라 지각된 위험의 정도 또한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문헌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이점으로 작용하는 이용용이성과 쇼핑몰 재이

가설 5-1: 쇼핑몰에 대한 친숙성은 지각된 위
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용의도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5-2: 쇼핑몰에 대한 친숙성은 이용용이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3: 쇼핑몰에 대한 친숙성은 재이용의도

가설 6: 이용용이성은 재이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이용용이성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지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정기한, 오
재신 2001). Davis(1989)는 혁신정보기술의 수
용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수용모델(TAM)을 제

3.1 연구모형

안하였으며, 그는 혁신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
과 유용성이라는 두 신념변수가 중요하게 사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의 감소를 위한

용자의 이용행동의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외적단서들로서 가격, 정보, 보증과 명성을 이

주고 있다. 특히 최근 마케팅과 경영정보학 분

용하였으며 이들이 지각된 위험을 줄이는 직

야에서 TAM모형을 온라인 상거래에 적용한

접적인 영향요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품질

많은 연구가 제시되고 있으며, 사용용이함이

추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것인

이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

지를 알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

을 보여주었다(임양환, 박세훈 2001; Gefen et

결과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재이용의도를 유

al. 2003; 장정무 등 2004; 박관희 2004).

도하기 위해 위험을 줄이는 또 다른 변수인
소비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2006년 3월)

51

<그림 3-1> 연구 모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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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H5 - 1( - )

재이용

H4( - )

명성

이용
용이성

친숙성과 재이용의도를 높이기 위한 영향요인
으로 이용용이성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연
구 모형을 도식화하였다.

구에 적합한 측정항목들을 선택하였다.
표본의 선정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프라인에서 직접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방법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포하였는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무응답자나 무성의한 답변을
한 설문지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581부의 설

4.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2 조작적 정의

서 최소 1회 이상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시된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들의 추출

구성개념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과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항목들을 그대로 또는

이용하는 대도시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지각된 위험감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이

소단서로는 가격, 정보, 보증, 그리고 명성을

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하

사용하였고, 재이용의도의 선행요인으로는 지

여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불안이나 걱정거리

각된 품질, 지각된 위험, 쇼핑몰 친숙성, 그리

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

고 이용용이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한 다음, 인터넷의 특징이나 위험 등 소비자 행

측정항목들은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동연구에 관한 기존 문헌들을 참조하여 본 연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부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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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위험감소단서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험감소단서(가격, 정
보, 보증, 명성)는 소비자행동론 분야에서 주로

4.2.4 지각된 제품품질

사용하는 지각된 품질을 연상시키는 외적단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제품품질이란 확

들로서 이들 변수들에 대한 항목들은 기존 연

장된 제품에 관한 개념으로서 제품의 전반적

구들(박유식, 한명희 2001; 이문규, 최은정

인 품질의 믿음이나 품질의 우수성 및 기능의

2001; Sweeney et al. 1999; Tan 1999)을 토

우수성 등 총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로 선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가격은 일반점
포(오프라인)의 제품과 비교한 가격 및 유사

4.2.5 이용용이성

제품, 경쟁제품과의 비교가격에 대해 비싼 정

이용용이성은 인터넷이라는 매체특성 중에서

도 등 총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보

소비자의 편익에 해당되는 개념인데 본 연구

증에 관한 문항들은 제품품질 및 A/S 보증,

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찾는 과정에서의 접

자유로운 환불, 교환가능성 등 총4개의 문항으

근용이성 및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로 이루어졌다. 명성은 동종업계와의 비교평판,

편리성과 시간단축과 관련된 문항 등 총 6개

공인기관의 인정 및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Donthu and Garcia 1999;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보는 제품성

Sweeney et al. 1999; Mathwick et al. 2001).

능, 제품가격, 구색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 여부로서 총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2.6 재이용의도
재이용의도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4.2.2 쇼핑몰 친숙성

재구매의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친숙성과 관련된 항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이용한 쇼핑몰을 단순

목들은 이문성과 최이규(2003), 윤성준(2000),

히 다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

Johnson and Russo(1984)의 연구를 토대로 인

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있어 상품탐색 및

재이용의도는 타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소비

쇼핑몰 이용의 익숙함과 전반적인 지식에 관

자들이 이전에 경험한 특정쇼핑몰에서의 구매

한 것 등 총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Sweeney et al.(1999)이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쇼핑몰을 통한 재이

4.2.3 지각된 위험

용의도 및 반복구매, 또는 타제품에 대한 구매

지각된 위험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한 구

의향 등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 또는 구매과정에 있어서 지각하게 되는 전
반적인 불안이나 걱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
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말하는 다차원적인 위험

Ⅴ. 연구결과

과는 달리 전반적인 위험을 말하는 것이다. 지
각된 위험과 관련된 문항들은 박유식과 한명
희(2001), Sweeney et al.(1999)의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의 체계적인 검증 및

사용된 일반상점과의 비교, 쇼핑몰의 비활성화,

측정항목의 선별, 정교화를 위해서 신뢰성과

판매원과의 접촉 불가능으로 인한 위험 등 총3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각의 요인들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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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측정항목들의 단일차

데, 응답자의 77.80%(581명 중 452명)는 인터

원성, 즉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

넷을 통해 정보탐색과 제품구매를 동시에 하

인분석과 Cronbach’s α값을 구하였다. 그리고

는 것으로 나타났고, 22.20%는 오프라인에서

나서 1차 분석결과를 거친 측정항목들에 대하

정보를 탐색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

여 각 요인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마지

들이 최근 마지막으로 제품을 구매한 시기는

막으로 이같이 정제된 측정척도를 이용해 연

1～2 개월 이내가 59.89%로서 절반 이상을 차

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 및 구조모형을

지하고 있었다. 하루에 그들이 인터넷을 사용

도출하였다(Singh and Rhoads 1991).

하는 시간은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60.58%
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시

5.1 표본 특성
최종분석에서 사용된 581부의 설문지 응답자

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5.2 신뢰성 분석 및 타당성 분석

들은 인터넷 쇼핑몰 경험이 있는 표본들로써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5.2.1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남자가 48.54%, 여자가 51.46%로 거의 동일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각 연구단위간의

분포를 보였다. 이것은 2004년 정보통신정책연

타당성 검증을 위해 직교회전 방법중에서 최우

구원(KISDI)에서 조사보고 된 결과에서도 인

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M)

터넷 쇼핑 경험이 있는 네티즌 남녀 비율이

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인터넷

요인분석 결과 쇼핑몰 유형과 제품유형에 따

쇼핑몰의 이용자 분포에 있어 성별 편중은 별

라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 요인적재값은 0.4

로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평균연령 분

이상, 요인의 총 분산설명력은 0.5 이상을 기

포를 보면 20～24세가 57.49%, 25～29세가

준(Bagozzi and Yi 1988; Challagalla and

21.86%, 그리고 19세 이하가 12.23%로서 설문

Shervani 1996)으로 하여 요인을 분류하였으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준 응답자는 주로 20

며, 고유치 1을 기준으로 측정변수의 공통성

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주로 설문 대

추정치가 0.5보다 낮은 항목들이나 다른 개념

상자들이 대학생들로서 평균 나이가 우리나라

에 포함된 항목들을 제거시켰다.

쇼핑몰 이용고객의 평균나이(34세)와는 다소

그리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동질적 개

차이가 있으나 쇼핑몰을 이용하는 네티즌의 학

념들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력이 대졸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의 학력 역시

α값을 사용하였다.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는

86.57%가 대학교 재학생이고 9.81%가 대학원

Cronbach’s α값의 확정된 기준은 없지만, 본

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 역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사용하

학생이 전체의 86.23%로서 인터넷 쇼핑몰 이용

는 Cronbach’s α값 0.7을 기준으로 하였다.

자의 고학력 특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사용된 측정항목들이 이 기준을 상

다음은 응답자들의 행동적 특성을 살펴보았

회하고 있어서 요인으로 집합된 측정항목간

다. 먼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 행동

의 내적일관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으로 정보탐색 유형과 구매유형을 살펴보았는

(Nunnally and Bernstei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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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탐색적 요인분석
공통성
신뢰성
추정치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용이성3

0.80

-0.02

0.15

0.06

-0.10

0.04

0.05

-0.07

0.03

용이성4

0.77

0.04

0.03

0.11

-0.11

-0.02

-0.01

-0.03

0.06

0.625

용이성2

0.74

0.06

0.16

0.12

-0.05

0.09

0.10

-0.06

0.08

0.618

용이성6

0.73

0.08

0.11

0.20

-0.08

0.09

-0.04

-0.02

0.17

0.629

용이성5

0.66

0.21

0.11

0.09

0.00

0.02

0.09

-0.12

-0.15

0.543

0.688

용이성1

0.55

0.12

-0.01

-0.21

-0.08

0.29

0.05

-0.04

-0.08

0.457

제품 품질4

0.07

0.83

0.11

0.13

0.00

0.05

0.09

-0.11

0.11

0.760

제품 품질3

0.09

0.81

0.09

0.14

-0.04

0.03

0.12

-0.10

0.17

0.739

제품 품질5

0.03

0.78

0.14

0.18

0.01

0.01

0.09

-0.14

0.18

0.723

제품 품질1

0.10

0.66

0.00

0.15

0.00

0.04

0.16

-0.19

0.24

0.591

제품 품질2

0.13

0.56

0.11

0.16

-0.05

0.05

0.10

0.02

-0.01

0.385

친숙성2

0.15

0.13

0.84

0.03

-0.04

0.10

0.13

-0.09

0.16

0.799

친숙성1

0.17

0.09

0.81

0.08

-0.09

0.12

-0.03

-0.03

-0.01

0.731

친숙성4

0.07

0.11

0.80

0.03

-0.03

0.10

0.06

-0.13

0.09

0.695

친숙성3

0.11

0.09

0.78

0.04

-0.04

0.11

0.03

-0.11

0.14

0.675

정보3

0.10

0.17

0.08

0.77

-0.06

-0.02

0.12

-0.11

0.09

0.678

정보1

0.11

0.19

0.06

0.71

-0.10

0.12

0.15

-0.04

0.00

0.599

정보2

0.08

0.16

0.02

0.69

-0.11

-0.08

0.07

-0.07

0.01

0.542

정보5

0.02

0.06

-0.06

0.66

0.11

0.05

0.17

-0.02

0.12

0.504

정보4

0.10

0.13

0.11

0.66

-0.05

0.12

0.15

-0.03

0.03

0.512

가격2

-0.08

-0.09

-0.04

-0.04

0.86

-0.06

0.03

0.04

-0.09

0.778

가격3

-.09

-0.01

-0.05

-0.02

0.84

-0.02

0.04

0.06

-0.05

0.728

가격1

-0.11

-0.01

-0.01

-0.11

0.80

0.00

0.02

0.09

-0.07

0.686

가격4

-0.07

0.01

-0.07

-0.02

0.73

0.07

-0.07

-0.11

-0.11

0.575

명성3

0.10

-0.07

0.07

0.04

0.03

0.85

0.00

-0.04

0.05

0.754

명성4

0.13

-0.07

0.00

0.06

0.00

0.79

-0.03

-0.05

0.03

0.646

명성2

0.04

0.15

0.19

0.03

0.03

0.73

0.10

-0.02

0.03

0.605

명성1

0.04

0.19

0.23

0.06

-0.07

0.64

0.08

-0.07

0.24

0.580

보증2

0.7

0.08

0.00

0.10

-0.03

0.02

0.85

-0.08

0.00

0.747

보증3

0.9

0.05

0.02

0.13

0.05

-0.02

0.83

-0.05

0.11

0.730

보증1

0.3

0.23

0.07

0.28

-0.11

-0.01

0.66

-0.03

0.17

0.582

보증4

-0.01

0.18

0.01

0.21

0.09

0.15

0.66

-0.08

-0.01

0.544

위험2

-0.10

-0.12

-0.16

-0.10

0.11

-0.12

-0.10

0.82

-0.08

0.778

위험3

-0.10

-0.15

-0.03

-0.11

0.14

-0.01

-0.08

0.80

-0.07

0.710

위험1

-0.08

-0.15

-0.18

-0.04

0.08

-0.05

-0.05

0.78

-0.16

0.716

재이용3

0.15

0.17

0.09

0.08

-0.13

0.12

0.04

-0.05

0.80

0.740

재이용1

0.15

0.32

0.19

0.09

-0.14

0.10

0.09

-0.15

0.75

0.785
0.788

재이용2

0.14

0.25

0.22

0.13

-0.16

0.12

0.05

-0.22

0.74

고유치

3.361

3.354

3.025

2.918

2.862

2.577

2.508

2.213

2.164

설명력

0.09

0.09

0.08

0.08

0.08

0.07

0.07

0.06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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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성 분석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2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을 거친 측정

모형의 적합도 판단에 있어 χ 값은 표본의 크

항목들에 대해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하

기에 아주 민감하므로 표본수가 많아지게 되면

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질적으로 모형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P값이

우선 앞의 <표 5-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통요인들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변수의 분산비

이것을 전제로 적합도를 판단하기보다는 위와

율 즉, 요인적재량의 제곱합을 나타내는 공통

같이 다른 적합도 수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

성(Communality)은 요인에 의해 분석되어지

합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는 설명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0.5

한편 모형의 양호한 적합도를 바탕으로 각

이하의 설명력을 가지는 품질의 측정항목(제

개념변수들에 대한 집중타당성을 판단해 본

품품질2)과 이용용이성의 측정항목(용이성1)

결과 유의수준 P<0.001에서 모든 요인들에 대

이 단일차원성을 저해시키는 항목들로 판단하

한 표준요인적재량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집

여, 이를 제거한 후에 <표 5-2>와 같이 개념타

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구성개념간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당성과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위한 1차 확인

위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5-4>에서 나타난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1차 확인적 요인분석 후 남은 최종항목

상관관계는 표본오차를 두 배로 하여 변수들

들을 이용하여 전체요인들에 대한 2차 확인적

간의 상관관계와 합한 결과 변수간의 관계 모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살

두에서 0.9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연구자들

펴보면 <표 5-3>에 나타난 바와 같다.

(Anderson 1987; 박유식, 한명희 2001; 최낙

모형의 적합도는 RMR=0.022, GFI=0.930,
AGFI=0.910,

NFI=0.922,

CFI=0.962,

IFI=

0.96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양호한

환, 나광진 2002)의 주장에 근거하여 본 연구
에서도 구성개념간의 판별타당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표 5-2> 1차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

CFA
이전항목

CFA
이후항목

GFA

AGFA

RMR

NFI

INF

CFI

χ

P
value

친숙성

4

4

0.912

0.809

0.025

0.963

0.965

0.965

44.148

0.000

명성

4

2

-

-

-

-

-

-

-

-

보증

4

2

-

-

-

-

-

-

-

-

정보

4

3

-

-

-

-

-

-

-

-

가격

4

3

-

-

-

-

-

-

-

-

지각된
위험

3

3

-

-

-

-

-

-

-

-

지각된
제품품질

4

4

0.996

0.980

0.005

0.966

0.998

0.998

4.526

0.104

이용
용이성

5

5

0.979

0.936

0.014

0.936

0.974

0.974

32.685

0.000

재이용
의도

3

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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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개념
변수

Factor Standardized
t-value
Loadings
Factor
*
Loadings

관측변수

1.
2.
친숙성
3.
4.

나는
나는
나는
나는

그
그
그
그

쇼핑몰에서 상품을 탐색하는데 익숙함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익숙함
쇼핑몰에서 상품의 구입절차에 대해 앎
쇼핑몰에 관한 지식이 많음

Construct
Reliability

1.000
1.135
0.787
0.863

0.811
0.905
0.722
0.724

23.860
18.582
18.694

0.871

명성

3. 그 쇼핑몰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쇼핑몰임
4. 그 쇼핑몰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 본적이 있음

1.000
1.008

0.859
0.751

6.731

0.766

정보

2. 제품의 가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
3. 제품구색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4. FAQ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1.000
1.045
1.146

0.717
0.677
0.817

13.862
14.969

0.784

보증

2. 언제든지 자유롭게 환불이 가능함
3.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함

1.000
1.042

0.796
0.873

9.673

0.820

1.000

0.773

-

가격

1. 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다른 인터넷 쇼핑몰이나
일반점포의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쌈
2. 구매한 제품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제품과 비교해 가격
이 비쌈
3. 구매한 제품은 경쟁제품에 비해 비쌈

1.198

0.885

19.421

1.042

0.765

18.903

1. 일반상점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 보다 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불안함
지각된 2.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위험
않아 왠지 불안함
3.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은 판매원과 대면을 할
수 없어 불안함

1.000

0.771

-

1.162

0.841

17.692

1.080

0.707

15.979

1.000
1.259
1.299
1.179

0.677
0.822
0.853
0.831

17.266
17.761
17.417

0.870

제품 품질은 믿을 만함
품질은 우수함
제품의 내구성은 우수함
제품의 기능이 뛰어남

0.815

1.
3.
4.
5.

그
그
그
그

쇼핑몰에서
쇼핑몰에서
쇼핑몰에서
쇼핑몰에서

2.
3.
이용
4.
용이성
5.
6.

그
그
그
그
그

쇼핑몰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음
쇼핑몰에서 상품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음
쇼핑몰의 구성도가 복잡하지 않음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기가 편리함
쇼핑몰에서의 제품 탐색이 용이함

1.000
1.166
1.070
0.894
1.093

0.701
0.765
0.724
0.655
0.754

16.086
15.377
14.047
15.914

0.842

1. 그 쇼핑몰에서 다음에도 구매하고 싶어짐
재이용
2. 그 쇼핑몰에서 앞으로 자주 구매할 것임
의도
3.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있을 경우 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것임

1.000
1.209
0.961

0.844
0.881
0.719

23.661
18.849

0.856

제품
품질

판매하는
판매하는
판매하는
판매하는

0.847

2

측정모형의 적합도: χ =640.418(p=0.000), 자유도(d.f.)=341
RMR=0.022 GFI=0.930 AGFI=0.910 NFI=0.922 CFI=0.962 IFI=0.962
*유의수준: p<0.001

소비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2006년 3월)

57

<표 5-4> 판별타당성-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
친숙성

명성

보증

정보

지각된
위험

가격

지각된
제품품질

이용
용이성

친숙성

1.00

명성

0.23
(0.02)

1.00

보증

0.08
(0.03)

0.04
(0.03)

1.00

정보

0.21
(0.02)

0.07
(0.02)

0.34
(0.03)

1.00

가격

-0.16
(0.02)

-0.04
(0.02)

0.02
(0.02)

-0.20
(0.02)

1.00

지각된
위험

-0.37
(0.03)

-0.15
(0.02)

-0.23
(0.03)

-0.30
(0.02)

0.27
(0.02)

1.00

지각된
제품품질

0.33
(0.02)

0.04
(0.01)

0.29
(0.02)

0.46
(0.01)

-0.12
(0.01)

-0.42
(0.02)

1.00

이용
용이성

0.37
(0.02)

0.22
(0.02)

0.19
(0.02)

0.33
(0.02)

-0.27
(0.01)

-0.30
(0.02)

0.28
(0.02)

1.00

재이용
의도

0.47
(0.02)

0.21
(0.02)

0.20
(0.03)

0.36
(0.02)

-0.33
(0.02)

-0.49
(0.03)

0.58
(0.02)

0.41
(0.02)

재이용
의도

1.00

5.2.3 가설검증

이용용이성, 그리고 결과변수인 쇼핑몰 재이용

제품품질의 평가 단서이자 위험감소단서로서

의도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AMOS

의 가격, 정보, 보증, 그리고 명성이 지각된 품

4.0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질과 위험에 미치는 영향과 쇼핑몰의 친숙성,

을 도식화하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경로분석결과
-0.185***

가격

0 .1

0 .4

94

*
02

**

제품
품질

*

**

정보
18
0.

5

위험

*
**

-0.

0.414***

-0.270***

12

4 **

보증

-0.235***

-0.177***

0.229***

-0

.0

92

*

친숙성

명성

0.143***
0.371***

이용
용이성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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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
의도

구조모형의 절대적합도 측면에서 모형의 적

부정확한 제품 평가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

합도를 검증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적합도지수

는 Grewal 등(199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

(GFI: Goodness of Fit Index의 값≥0.90), 조

과라 할 수 있으며, 지각된 가격이 증가할수록

정된 적합도지수(AGFI: Adjusted Goodness-

지각된 비재무적 희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김

of-Fit-Index의 값≥0.90), 평균제곱 잔차제곱

성배와 전인수(2002)의 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

근(RMR: Root-Mean-Square Residual의 값≤

이 한다고 볼 수 있다.

0.05),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의
값≥0.90),

비교적합도지수(CFI:

두 번째 가설 1-1b와 1-2b는 위험감소 단서

Comparative

인 정보는 지각된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Fit Index의 값≥0.90), 증분적합지수(IFI: In-

지각된 위험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하

2

cremental Fit Index의 값≥0.90), 카이제곱(χ :

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설 1-1b는 경로계

작을수록 적합), 그리고 p값≥0.05일 때 모형

수 0.402(p<0.000)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

의 적합도는 완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

었으며, 가설1-2b는 기각되었다. 이는 박유식

연구의 모형적합도는 RMR=0.066, GFI=0.906,

과 한명희(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AGFI=0.887,

IFI=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

0.936으로서 <표 5-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

(Burke 1997; Dowling 1986; Mitchell and

형의 복잡성을 감안해 볼 때 전반적으로 양호

Boustani 1994)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검증에는 무리가 없는

이들 연구들은 정보의 양이나 질이 소비자들

것으로 판단된다.

로 하여금 위험을 줄이는 위험감소단서가 될

NFI=0.895,

CFI=0.936,

본 연구의 가설 1-1a와 1-2a는 지각된 위험

수 있음을 언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보

감소단서인 가격이 지각된 품질과 지각된 위

로 인한 품질의 연상을 통하여 위험을 줄이는

험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역할은 하지만 직접적인 위험감소 역할은 하

설정하였으나, 가설 1-1a는 예상과는 달리 유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 가설 1-1c와 1-2c는 보증은 지각된 품

가격의 품질평가 효과는 다른 단서들과 함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위험에 부의

사용될 경우 그 효과가 줄어든다는 Gardner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다. 가설 1-1c는

(197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Wilkie

경로계수 0.185(p<0.000), 가설 1-2c는 경로계

(1990)의 가격-품질 연상관계에 관한 연구의

수 -0.124(p<0.012)로 모두 채택되었는데, 이것

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은 소비자가 제품을 평가할 능력이 부족하거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설문

나 제품평가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가격,

대상자들이 최초구매가 아니라 이미 구매경험

보증, 명성 등과 같은 외재적 단서에 의존한다

이 있는 구매자들로서 가격의 품질연상은 유

고 주장한 Bearden and Shimp(1982)의 연구

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가설

와 환불보증제도가 위험감소단서임을 주장한

1-2a는 경로계수 0.194(p<0.000)로 유의하게

Tan(199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나타나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지각된 가격은

있다.

소비자 개인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위험을

가설 1-1d와 1-2d는 명성이 지각된 품질에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위험에 부의 영향

것은 지각된 가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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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명성은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품질을 연

의도에 직접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정

상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광현(2005) 등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나타났으며 위험을 줄이는 영향 요인으로 경

수 있다.

로계수 -0.092(p<0.067)로 아주 약하게 나타나

가설 3-1과 3-2는 경제학적 관점에 따른 것

5% 유의수준에서는 기각 되었다. 이는 Bearden

으로 지각된 품질은 지각된 위험에 부의 영향

and Shimp(1982)의 연구에서 명성이 외적단

을 미치고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서로 작용하여 품질을 추론하여 위험을 감소

이라는 가설이다. 분석결과 가설 3-1의 경로계

시킨다는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수는 -0.270(p<0.000), 가설 3-2의 경로계수는

것이다.

0.414(p<0.000)로 모두 채택되었고, Jarvenpaa

한편 가격이 재이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et al.(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것이라는 가설 2는 경로계수 -0.185(p<0.000)

나타났지만 일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지각

로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제품구매시 높은 가

된 위험이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는

격이 소비자들의 위험을 크게 지각하게 하여

대립되는 결과이다.

재구매의도를 줄임으로써 가격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지각된 위험이 재이용의도에 부의

역시 위험 못지않게 직접적인 영향요인 임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 역시 경로계수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지각된 가격이 재이용

-0.177(p<0.000)로 채택되었으며 여기서 재이

<표 5-5> 가설 검증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t-value

P값

채택여부

가격 → 지각된 제품품질

-0.061

0.035

-1.389

0.165

기각

정보 → 지각된 제품품질

0.402

0.042

7.600

0.000

채택

보증 → 지각된 제품품질

0.185

0.025

3.768

0.000

채택

명성 → 지각된 제품품질

0.014

0.033

0.303

0.762

기각

가격 → 지각된 위험

0.194

0.058

4.188

0.000

채택

정보 → 지각된 위험

-0.073

0.066

-1.378

0.168

기각

보증 → 지각된 위험

-0.124

0.041

-2.523

0.012

채택

명성 → 지각된 위험

-0.092

0.057

-1.834

0.067

기각

가격 → 재이용의도

-0.185

0.044

-4.462

0.000

채택

지각된 제품품질→지각된 위험

-0.270

0.087

-4.945

0.000

채택

지각된 제품품질→재이용의도

0.414

0.065

8.582

0.000

채택

친숙도 → 지각된 위험

-0.235

0.045

-5.142

0.000

채택

친숙도 → 이용용이성

0.371

0.034

7.546

0.000

채택

친숙도 → 재이용의도

0.229

0.037

5.068

0.000

채택

지각된 위험 → 재이용의도

-0.177

0.041

-3.692

0.000

채택

0.143

0.052

3.230

0.001

채택

경로

이용용이성 → 재이용의도
2

χ =864.980(p=0.000) df=361 RMR=0.066
GFI=0.906 AGFI=0.887 CFI=0.936 IFI=0.936 NFI=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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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도란 재구매의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당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모든 위험감소

히 소비자들은 위험을 크게 인식할수록 재이

단서들이 지각된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용의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상이한 경로로 위험을

쇼핑몰에 대한 친숙성은 지각된 위험에 부의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감소단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1은 경로계수

서들로 사용된 정보, 가격, 보증, 명성 중 정보

-0.235(P<0.000)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

는 위험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되었으며 이는 Bettman(1974)과 Richardsonet

품질추론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al.(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

음으로 쇼핑몰에 대한 친숙성은 쇼핑몰 이용

는 소비자들은 제품구색에 관한 다양한 정보

용이성과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나 제품가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받

이라는 가설 5-2와 가설 5-3 역시 각각 경로계

는 것 자체가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수 0.371(P<0.000), 0.299(P<0.000)로 유의하게

지각하기보다는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소비자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 이용하는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품

마지막 가설인 이용용이성이 재이용의도에

질을 높게 지각하게 되고 비로소 지각된 품질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 또한 경로

을 통해 소비자들은 지각된 위험을 줄이는 것

계수 0.143(P<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

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기서 이용용이성은 기존의 연구(박기남 2001;

기업의 마케팅 관리자들은 그들의 제품품질을

이정섭, 장시영 2003; 최혁라 등 2003; Peterson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

et al. 1989; Sharma et al. 1983)에서 언급하

에 관해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일반

고 있는 편리성을 이용용이성이라는 개념으로

적으로 소비자들이 자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재정의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가설 검증결과는

고민하는 문제점들에 관하여 미리 상세한 정

안준모와

보를 제공하거나 제품구색이나 제품과 관련된

이국희(2001)와

임양환과

박세훈

(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가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온
라인 소비자들의 위험을 줄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Ⅵ. 결론

한편 보증은 지각된 위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
들은 제품의 환불기간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6.1 요약 및 시사점

않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환불할 수 있고 그들
이 구매한 제품에 관하여 자유로운 교환이 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품질평가를 위한 외

능할수록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품질을

적단서이자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험감소

긍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이를 매개로 하여

단서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어떤 구조를 통

지각된 위험을 줄이거나 보증제도 자체가 소

해 지각된 위험을 줄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비자들의 걱정 및 불안을 줄여준다고 생각하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할구조들이

고 있다. 한편 직․간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살

인터넷 쇼핑몰 재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펴보면 보증제도는 품질을 통한 위험감소로서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의 역할보다는 직접적인 감소역할이 큰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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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기업은 판매후 서

기업의 장기적인 홍보나 광고와 같은 촉진활

비스에 대한 보증제도는 물론이고 기존의 환

동과 긍정적인 구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

불 및 교환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도 기간적인

록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부분이나 보상범위를 확대시켜줄 수 있는 적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가격, 정보, 보증, 명

극적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성 등과 같은 단서들의 순수한 위험감소효과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제품구매시 가장 민감

를 알아보기 위해 친숙성이라는 주요 변수를

하게 생각하는 가격은 위험지각에 직접적인

사용하였다. 이는 설문대상자들이 최소 1회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품질을 통

상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경험하였다는

한 간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몰에 대한

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을 통해 품질을 추

소비자들의 친숙성이 위험지각에 큰 영향을

론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본 연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결과 친숙

구에서는 가격이 품질지각에 영향을 미치지는

성은 위험감소단서의 직․간접적 영향을 모두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에서 소비

고려해 보더라도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많은

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단순히 경쟁제품 가격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숙성

과 비교하여 판단하기도 하지만 다른 인터넷

은 소비자들이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있어 보

쇼핑몰의 유사한 특징을 가진 제품과의 비교

다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가격 및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는 유통경로의

쇼핑몰 재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격을 지각함으로써 온라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Monroe(1976)가 주

인에서의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

장한 바와 같이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한다. 따라서 온라인 기업은 오프라인 상점과

서 가격보다 친숙성이 보다 지배적인 역할을

의 비교가격 및 유사제품이나 경쟁제품과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온라인 기업들

비교가격을 고려하여 제품가격을 낮추는 가격

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사의 쇼핑몰에서 구

경쟁우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장기

매가 보다 친숙해질 수 있도록 경품이벤트 및

적인 관점에서 광고와 같은 판매촉진 활동으

무료행사 등을 개최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홍

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가격을 기존의 오프

보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병행해야 함을 의미

라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소비자들의 위험

한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자체의 구조적인

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디자인이나 시각적인 설계자체도 소비자들의

한편 명성은 품질을 연상시키는 외적단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리고 알기 쉽도록 디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인되어야 앞으로 그 쇼핑몰을 다시 이용하고

소비자들의 지각된 위험을 줄이는 위험감소단

자 하는 의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서의 역할 또한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
인은 아마도 명성이 성립되는 까다로운 여건

6.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기업의 이미지나
명성이라는 것은 다른 단서들(정보, 가격, 보증

다음으로는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 및

등)과는 달리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형성되

향후의 연구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한

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소비자들이

계점으로는 첫째,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들 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가 있다. 이는 표본선정에 있어 대도시 지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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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아래 질문들은 귀하의 쇼핑행동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번호 위에 “∨”표를 해주십시오.
1.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구매 패턴에 관해 묻는 질문입니다.
① 제품 구매시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편이다.
② 제품 구매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보탐색하고 구매하는 편이다.
2.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매한지 대략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1개월 이내
⑤ 4개월~5개월 이내

② 1개월~2개월 이내
⑥ 5개월~6개월 이내

③ 2개월~3개월 이내

④ 3개월~4개월 이내

⑦ 6개월 이상

3. 하루에 인터넷을 대략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① 1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다음의 내용은 귀하가 최근 구매경험이 있는 인터넷쇼핑몰에 관한 질문임을 염두에 두십시오.
1. 다음은 귀하가 응답한 인터넷 쇼핑몰의 친숙성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 위에 정확하게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 쇼핑몰에서 상품을 탐색하는데 익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그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익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그 쇼핑몰에서 상품의 구입절차에 대해 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그 쇼핑몰에 관한 지식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귀하가 응답한 인터넷 쇼핑몰의 명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그 쇼핑몰은 동종 업계와 비교해서 평판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그 쇼핑몰은 공인기관들에서 인정받은 쇼핑몰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그 쇼핑몰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쇼핑몰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그 쇼핑몰을 다른 사람을 통해 많이 들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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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귀하가 응답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위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일반상점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 보다 그 쇼핑몰에서 구
매하는 것이 더 불안하다.
2)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
아 왠지 불안하다.
3)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은 판매원과 직접 접촉을
할 수 없어 불안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귀하가 응답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느끼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질
문입니다.

1)
2)
3)
4)
5)

제품의 성능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품의 가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품구색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쇼핑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제공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①
①
①
①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5. 다음은 귀하가 응답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느끼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보증에 관한 질
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 위에 정확하게 “∨”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계약대로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제공한다.
2) 언제든지 자유롭게 환불이 가능하다.
3)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하다.
4) 사후 제품에 대한 쇼핑몰이나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A/S
보증제도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②

③

④

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귀하가 응답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느끼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가격에 관한 질
문입니다.

1) 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다른 인터넷 쇼핑몰이나 일
반점포의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2) 구매한 제품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비싸다.
3) 구매한 제품은 경쟁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4) 구매한 제품은 내가 기대한 가격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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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귀하가 응답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 위에 정확히 “∨”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2)
3)
4)

그
그
그
그

쇼핑몰에서
쇼핑몰에서
쇼핑몰에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판매하는
판매하는
판매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①
①
①

제품의 품질은 믿을 만하다.
제품은 개별화가 가능하다.
제품 품질은 우수하다.
제품의 내구성은 우수하다.

5) 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기능이 뛰어나다.

①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②

③

④

⑤

8. 다음은 귀하가 응답한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 용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
3)
4)
5)
6)

그
그
그
그
그
그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①
①
①
①
①

쇼핑몰(사이트)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쇼핑몰은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디자인이 되어있다.
쇼핑몰에서는 상품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쇼핑몰의 구성도가 복잡하지 않다.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기가 편리하다.
쇼핑몰에서의 제품 탐색이 용이하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9. 다음은 귀하가 응답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재이용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그 쇼핑몰에서 다음번에도 구매하고 싶어진다.
2) 그 쇼핑몰에서 앞으로 자주 구매할 것이다.
3) 앞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있을 경우 그 쇼핑몰을 통
해 구입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①
①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계산하십시오.)
① 19세 이하

② 20세～24세

③ 25세～29세

④ 30세～34세

⑤ 35세～40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② 대학생(재학)

③ 대졸

④ 대학원생(재학)

⑤ 대학원 졸

설문에 끝까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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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40세 이상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Consumers Risk Reduction Cues and Shopping
Familiarity with Repurchase Intentions
at Online Shopping Malls
Sang-Wook Bae*․Wan-Min Kim**․In-Ae Park***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that strategies for reducing perceived risk have on
consumers’ repurchase intentions at online shopping malls. It examines how effective both the cues
for reducing consumers’ perceived risk such as price, information, warranty and reputation, and the
consumers’ shopping familiarity with online shopping malls are in reducing such perceived risk. The
paths through which strategies are mapped out in achieving these effects are also identified and
examined. Based on prior research, the consumer-friendly environment has been identified as the
main determinant of consumers’ repurchase intentions. This study considers the variable of the
consumer-friendly environment by identify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ues for the risk
reduction and consumers’ repurchase intentions.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information has an indirect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
risk reduction, with the product quality perceived highly while price has a direct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 risk reduction. On the other hand, warranty affects the risk reduction directly and
indirectly, but reputation does not affect the risk reduction significantly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When it comes to the path directions, the other factors were found to have impacts as expected,
with the exception of price. Price is assum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erceived product
quality. As expected, Price, the perceived product quality and the consumer-friendly environmen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nsumers’ repurchase intention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consumers’ familiarity
with online shopping malls has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sumer-friendly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in both theory and practice the strategies for reducing consumers’
perceived risk and elevating consumers’ repurchase intentions at online shopping malls.
Key words: perceived risk, risk reduction cues, familiarity, perceived product quality, consumerfriendly environment, consumers’ repurchase intentio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Lecturer, School of Marketing, Dong Pusa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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