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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구와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수축이나 법제도의 정비 혹은 인터
넷 비즈니스 등에 집중되어 있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발생가
능한 소비자문제나 잠재된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소비자복지측면에서의 접근이 매우 요구된
다. 또한 소비자만족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척도의 개발 없이 단편적인 전자상거래의 특성
만을 고려하여 소비자만족척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현재 전
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양적 성장뿐만 아니
라 질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Ⅰ. 서

론

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
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상거래의 주요 수단으

군사적 목적에서 출발한 인터넷이 상업적으

로 하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상거래의 주체가

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상거래의

되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기존의 상거래

주요 수단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급속한 속

에서 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효용을 얻을

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6년 이후부터 국내에

수 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의 급

서도 대형백화점 등이 잇따라 인터넷에 쇼핑

속한 성장은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

몰을 개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자상거래의 국

치게 된다. 미국은 90년대 들어 과거 국방비에

내시장규모는 1996년 14억에서 1999년에는 672

투입하던 막대한 예산을 정보산업 및 국가 정

억, 2000년에는 1,486억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

보화에 투자한 결과 현재 전세계 전자상거래

으로 예상된다(산업자원부, 1999). 또한 전세계

의 90%를 독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의

적으로 1997년 초까지 약 300개가 넘는 쇼핑몰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년 인터넷

의 활성화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효용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미루어 볼 때 쇼핑몰

을 높여주고,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의 증가세 역시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인터넷은 특정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고 누구

그러나 기존의 상거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인 전자상거래에 대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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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물론 사업자도 막연한 불안감과 불신

두는 기존의 상거래에서 얻지 못했던 많은 혜

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비자는

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발전

전자상거래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에도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자유롭게 정보를 탐색하고 원하는 상품을 구

이에 본 연구에서는 II장에서 소비자만족의

매할 수 있는 편익을 누리는 반면에 비대면

개념과 소비자만족의 측정방법을 선행연구를

(非對面) 접촉에서 오는 의구심과, 지불체계의

통하여 고찰하고, III장에서는 연구방법을 기술

안전성에 대한 두려움,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

하며, IV장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

한 불안감 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

자만족척도를 개발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

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만족을 증대시키

비자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는 일이 곧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일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금까

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진행시키고자 한다.

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제도 정비의 측면에
집중되어 있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

II. 이론적 배경

기술을 개발하고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기
대와 그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어떠한지, 또한

2.1 소비자만족 개념정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문제나 잠
재된 피해는 무엇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2.1.1 소비자만족의 개념적 정의

미연에 예방하려는 소비자복지의 측면에서 접

소비자만족(consumer satisfaction)의 정의에

근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있어서는 학자들(Howard와 Sheth, 1969; Hunt,

소비자만족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전자상거래

1977; Westbrook, 1980; Oliver, 1981; Engel과

라는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의 소비자만족

Blackwell, 1982; Yi, 1990; 김규동, 1996: 이유

척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정교화된

재, 1997)에 따라 의견에 차이를 보이며, 그 측

척도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체계적인

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

척도의 개발 없이 단편적인 전자상거래의 특

고 있다.

성만을 고려하여 소비자만족척도로 사용하고

지금까지 소비자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

있으므로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펴보면 소비자만족을 소비경험의 결과로 보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냐 소비경험과 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느냐에 따라 개념 정의에 차이가 있다. 일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현

적으로는 소비자만족을 소비경험의 결과로 보

재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파

고 소비경험에 대한 심리적 상태 중 어느 측

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양적

면에 보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크게 인지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적 측면에 입각한 정의(Howard와 Sheth,

수단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전자상거래가 갖고

1969; Hunt, 1977; Day, 1984)와 정서적 측면

있는 많은 장점들을 더욱 개발하고 예상되는

(Westbrook, 1980; Oliver, 1981, 1989; Westbrook

취약점을 미연에 예방할 때 소비자와 기업 모

과 Reilly, 1983)에 입각한 정의로 구분된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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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만족을 인지적 반응으로 보는 관점에 의

는 소비자의 평가에 중점을 두는 견해도 있다.

하면, 소비자만족은 구매자가 치른 대가의 보

Hunt(1977)는 “소비경험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상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이라고 정의된다(박

것이 아니라, 그 소비경험이 최소한 생각했던

명호․조형지, 1999). 즉 소비자만족이란 소비

것만큼은 좋았다는 것에 대해 부여되는 평가”라

자들이 특정 소비경험을 특정 기준에 따라 다

고 정의함으로써 결과보다는 만족에 이르는 과

양하게 내리는 평가로서 감정의 측면이 배제

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Engel과 Blackwell

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정서적 반응으로 소비

(1982) 역시 “선택된 대안(alternative)이 그 대

자만족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만족을

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사전 신념과 일치하는

다양한 인지적 처리과정 후 형성되는 정서적

지에 대한 평가”라고 소비자만족을 정의함으

반응(emotional response)이라고 정의한다(박

로서 소비자만족을 소비경험의 결과가 아닌

명호․조형지, 1999). 즉 만족은 단지 인지적

소비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로 보고 있다.

현상만은 아니며, 거기에는 소비자가 주관적으
로 만족과 관련되어 느끼는 좋은 느낌과 불만

2.1.2 소비자만족 측정

족과 관련되어 느끼는 나쁜 느낌 등의 감정

소비자만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직접

또는 느낌의 요소 또한 포함된다고 함으로써

측정법과 간접측정법이 있는데, 직접 측정법은

소비자만족이 단순히 제품 혹은 제품의 사용

소비자에게 직접 만족의 수준을 평가하게 하

과정에 대해서 내리는 인지적 평가에만 한정

는 방법이며, 간접측정법은 여러 가지 기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경험을 통한

따라 연구자가 측정값을 조합하여 만족도를

감정적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그 정의를

계산해내는 방법이다.

확대하고 있다(Westbrook, 1980; Oliver, 1981,

간접측정법에 의해 소비자만족을 측정할 때는

1989). 그러나 최근 만족의 개념을 인지적 판

소비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들이

단과 정서적 반응의 결합으로 보는 관점(이두

측정도구로서 이용되는데, 소비자만족에 영향을

희․김준환, 1995; Oliver, 1997; 박명호․조형

미치는 변수로는 기대(expectation), 지각된 성

지, 1999)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만족을 인지

과(perceived performance), 불일치(disconfirma-

적 판단과 정서적 반응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

tion) 등이 선행연구를 통해 많이 채택되어져

에서는 소비자만족을 소비자의 충족상태에 대

왔다(Oliver, 1980; Oliver, 1981; Bearden과

한 반응으로서 제품/서비스의 특성(product or

Teel, 1983; Tse와 Wilton, 1988). 이에 따라 소

service feature) 또는 제품/서비스 자체가 소

비자의 기대와 실제 성과를 측정하고 이 둘 간

비에 대한 충족상태-미충족(under-fulfillment)

의 불일치를 조사함으로써 소비자만족도를 유

또는 과충족(overfulfillment) 수준을 포함-를

추하는 기대-불일치모형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유쾌한 수준에서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는가에

이 이론에 의하면 성과가 기대보다 높아 긍

대한 판단인 것으로 보고 있다(박명호․조형

정적 불일치가 생기면 만족이 발생하고, 반대

지, 1999).

로 성과가 기대보다 낮으면 부정적 불일치가

이상의 개념들은 모두 만족의 개념을 소비자

발생하여 불만족하게 된다고 본다. 이 때 기대

가 경험한 소비행위에 대한 결과로서의 심리

(expectation)의 종류로는 ‘어떠 어떠할 것이다

상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소비 경험의

(will be)'에 해당되는 단순한 ‘예측기대’와 ‘어

결과가 아닌 소비자의 인지과정 이후 형성되

떠 어떠해야 한다(should be)'에 해당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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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대’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 후 기대-불일치

각하는 예측기대와 실제 구매의 결과(성과)를

패러다임의 한계성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따로 측정하여 기대와 성과간의 차이를 계산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에 대한 확장 및 수정

해 냄으로써 불일치를 추론해 내는 방법이다.

노력들이 이어졌고 이러한 노력에 의해 많은

둘째, 규범불일치추론법은 예측불일치추론법과

예측변수들이 추가되었다. Erevelles와 Leavitt

동일하지만 기대를 측정함에 있어 구매에 대

(1992)은 현재까지 제시되어 온 중요한 패러다

해 “어떠어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규범기

임들의 주요 특성들을 비교 고찰한 연구에서,

대를 측정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즉 “어떠어

중요 패러다임을 기대-불일치, 지각된 성과, 비

떠해야 한다”라고 기대했던 바와 실제 수행성

교기준으로서의 규범, 비교의 다중적 과정, 귀

과간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불일치를 추론하

인, 감정적 반응, 공평성 등의 7가지로 나누어

는 방법이다. 셋째, 지각된불일치측정법은 기

설명하였다. 특히 공평성이론(equity theory)은

대와 불일치를 따로 측정하여 그 차이를 계산

소비자가 자신이 지불한 대가에 비해 얻은 성

함으로써 불일치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과와 상대가 사용한 비용에 비해 얻은 이익을

소비자에게 기대했던 것에 비해 실제의 성과가

비교하여 자신이 유리하다고 느낄 때 만족이

어떠했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인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불일치 패러다임에

지한 불일치의 정도를 응답하게끔하는 방법이

서 성과가 기대보다 높으면 무조건 만족이 발

다. 넷째, 지각된수행법은 소비자만족이 구매의

생한다고 보았던 것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간주하고 직접적으

복해 준다고 하겠다.

로 구매의 성과만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선행연구결과들을 검토해 볼 때 만족
을 측정하는 대상이 제품인지, 서비스인지에

2.2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만족

따라, 혹은 각각의 경우에 조사대상으로 한정
한 제품 혹은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용

2.2.1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만족의 측정

한 소비자만족측정방법이 서로 달라 특정 측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소비자만족의 개념과

정법이 일관되게 선호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측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에서도 언급한

연구자에 따라, 혹은 제품구매인지 서비스구매

바와 같이 소비자만족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

인지에 따라, 심지어는 조사대상 상품이나 서

에 일관되게 통일된 견해와 측정방법은 없으

비스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연구결과에 많은

며,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시도되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라는 기존의 시장

김완석과 강용주(1998)는 소비자만족의 측정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장환경에 초점

에 있어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4가지 측

을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정법을 선정하여 각각의 측정법들의 타당성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전자상거래에서

준거타당도 검증을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에서

의 소비자만족의 개념정의를 해야 할 필요가

사용한 측정법은 ①예측불일치추론법, ②규범

있다.

불일치추론법, ③지각된불일치측정법, ④지각
된수행법 등이다.

아직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가 일상적인
것이 아니며 소비경험 또한 축적되어 있지 않

첫째, 예측불일치추론법은 구매전에 소비자

아 소비자는 막연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안

가 구매에 대해 “어떠어떠할 것이다”라고 생

감 혹은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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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만족은

연구에서는 예측불일치추론법에 의한 소비자

인지적 상태와 함께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

만족 측정이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만족을

자의 정서적 반응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

측정하는데 있어 타측정방법에 비해 유용성이

직하리라 생각된다.

클 것으로 예상하여 예측불일치추론법에 따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
라 정서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상의 소비자만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만족척도를 개발하
고자 한다.
그러나 예측불일치추론법은 기대를 먼저 측
정한 후 기대문항의 어미만 바꾼 동일한 문항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만족은 “전자상거

으로 수행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

래를 통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경험

자가 일관된 반응을 하려는 압박을 받는다는

에 대해 소비자가 보이는 인지적 반응 외에,

단점이 있으므로 또 다른 측정법을 통해 소비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만족과 관련되어 느끼는

자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비교의 기준을 제시

좋은 느낌과 불만족과 관련되어 느끼는 나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느낌 등의 정서적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는 비교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측정법으로

또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만족을 측정하

서 실제 지각된 구매성과를 측정하는 지각된

기 위해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야 하는

수행법을 이용하고자한다.

데 아직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만족모델에

실제 수행성과가 소비자만족과 관련된다는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여서 연구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한 사실이어서 전

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기대-불일치모형을

통적인 기대-불일치 패러다임 속에서는 오히

채택하였다. 아직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소비자

려 간과되어 왔다(Tse와 Wilton, 1988). 그만

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조차 규명되어 있

큼 실제수행성과는 소비자만족과 직접적인 영

지 않은 실정이므로 소비자만족을 측정하기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Croin과 Taylor

위해 필요한 차원들, 즉 소비자의 사전기대를

(1994)는 4개의 서비스회사를 대상으로 대표적

파악하는 일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인 불일치추론법인 SERVQUAL과 지각된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대의 종류에 있어서는 가

행만을 측정하는 SERVPERF를 이용해 각각

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예측기대(expected

의 서비스품질을 측정한 결과 SERVPERF가

expectation)를 채택하였다. 예측기대를 측정하

SERVQUAL보다 더 설명력이 높음을 보고하

고자 하는 이유 역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용

고 있다.

경험이 많이 누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소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비자가 전자상거래에 대해 갖는 기대는 “어떠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일

어떠해야 한다”는 규범이기보다는 “어떠어떠

이다. 척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교를 할 수

할 것이다”라는 다소 막연한 예측을 포함하고

있고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척도의 사용을 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

해서는 개발된 척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유용

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소비

성과 타당도를 갖는 것인지 검증을 필요로 한

자가 가지고 있는 예측기대를 먼저 파악하고

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불일치추론법과 지각된

이를 근거로 소비자만족도를 추론하는 방식으

수행법의 두 측정법이 갖는 장단점과 척도의

로 소비자만족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본

타당도를 비교해 예측불일치추론법과 지각된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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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시장환경에서는 구매하기 어려운 희소한

에 대한 소비자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 어느

상품이나 서비스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는 쉽

정도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갖는지 논의해 보

게 구매가 가능하다. 셋째, 전자상거래를 이용

고자 한다.

할 때는 정보를 탐색하는 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취사

2.2.2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사전기대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다. 넷째, 인터넷을 통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인

한 사업비용의 절감과 각국의 판매업자들이

터넷을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 전자상거

동시에 경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품가격

래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익과 문제점 모두

인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보다 더 싼

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 다섯째, 쇼핑한 상

전자상거래의 혜택요인과 위험요인에 따른

품을 소비자가 직접 운반할 필요 없이 집에서

실제 및 잠재소비자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김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 여섯째, 인터넷이

상용․박성용(1999)은 총 28문항의 전자상거래

갖는 비대면접촉의 특성으로 인해 판매원과

의 혜택요인과 위험요인을 선별하여 이를 요

직접 대면하지 않으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인분석한 결과 9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

점도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인1은 제품의 기능적 신뢰성 위험요인이었으

있다.

며, 요인2는 지불관련 위험측면, 요인3은 계약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매를 할

관련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4는 배달관

수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 자신에 대한 만족감

련 위험요인, 요인5는 시간절약 혜택요인, 요인

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6은 충동구매 및 구매방법 어려움 위험요인이

것 자체로서 남보다 새로운 것을 하고 있다는

었다. 요인7은 선택권 관련 위험요인, 요인8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Kim과 Yoo

희귀성과 할인가격 혜택요인, 마지막으로 요인9

(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PC통신이나 인터넷

는 비교구매 실패 위험요인과 관련되어 있었다.

을 사용하는 주부의 경우 그렇지 않은 주부에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편익과 소비자문제

비해 자아만족감이 높고 정보화에 대해 긍정

는 전자상거래의 거래단계별 특성에 따라 나

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나기도 하고, 거래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반면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도 하는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기에

기대는 대체로 비대면(非對面) 접촉에서 오는

앞서 전자상거래를 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의구심과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편익과 소비자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그

는 거래 전반에 걸쳐 보안체계에 대한 안전성

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거래실적 및

전자상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갖는 긍정적 기

사적인 정보가 사업자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대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차후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전자상거

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거래단계에 따라

래는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구매가

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하며 둘째, 전자상거래에서는 전세계의 여

(김기옥․유현정, 1999).

러 공급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 후

첫째, 구매전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 상품구색이 다양하고, 물

게 마케팅활동을 행하는 단계로서 과도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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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마지막으로 주문한 제품을 받아 보았을 때

사기․기만적 광고로 인한 피해, 원치 않는 메

소비자는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 할 수도 있

일의 발송(Spamming) 등이 소비자가 전자상

다. 문제는 소비자가 불만족했을 때 이를 해결

거래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기대가 될 수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있다.

1997년 2월 17일에 채택된 원격지거래에 관한

둘째, 구매를 위해 판매자와 협상하고 계약하

EC소비자보호지침에 의하면 최소한 7일 이상의

는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문제로 커뮤

조건 없는 계약철회권(a right of withdrawal)

니케이션의 곤란, 전자서명의 위․변조, 일방적

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창범, 1997).

이고 불리한 약관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은 아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는 쇼핑이 클릭만으로

직 실시간 의사소통(real-time communication)이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시장환경에서 경험했던

곤란하므로 소비자가 구매를 하기 위해 궁금

다양한 즐거움, 예를 들면 흥정이라든가, 시청

한 사항이 있거나 특별히 요청하고자 하는 사

각 및 촉각 등의 오감을 통한 상품의 체험, 판

항이 있더라도 즉각적으로 의사소통하여 이를

매원 또는 동행인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즐거움 등을 경험할 수 없다는 점이 부정적인

셋째, 주문 후 지불을 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기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에 익

수 있는 소비자문제는 지불체계의 불편성 및

숙지 못한 소비자에게는 복잡한 주문과정이

불안전성의 문제와 신용정보의 위․변조 가능

오히려 직접 쇼핑을 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겹

성을 들 수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의 지불방식

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대금을 온라인으로

이상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

송금하는 방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신용

기대를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로 나누어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편리하긴 하지만 안전

비교․검토해 보았는데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성 면에서는 안심을 하기 어렵고, 신용카드가

<표 1>과 같다.

없는 소비자의 경우는 대금을 미리 온라인으
로 송금해야 물건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다.

III. 소비자만족척도의 개발

넷째, 주문을 취소하거나 혹은 주문한 제품
이 배송되는 단계에서는 주문변경 및 철회의
곤란과 배송에 따른 제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3.1 연구문제

전자상거래에서는 단순한 클릭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의 사소한 실수나 오작동
을 통해 주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로 주문한 제품은 우
편을 통해 배송되므로 구매 즉시 제품을 사용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배송시기

[연구문제 1]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만족
척도를 개발한다.

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소비자가 직접 받아야

[연구문제 2] [연구문제 1]을 통해 개발한

하는 중요한 제품인 경우 제품의 배송시간에

척도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맞춰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에 대한 소비자만족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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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기대
거래
단계

거래단계의 특성

부정적 기대

긍정적 기대

․과도한 개별마케팅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1단계

구매전단계
(정보탐색)

침해

․정보의 취사선택 용이

․사기․기만적 광고

․상품의 다양성

․원치않는 메일의 발송(Spamming)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매1단계
(협상․계약)
구매2단계
(지불)
구매3단계
(주문취소․배송)
구매후단계
(구매의 평가)

거래전반의 문제

․다양한 정보의 획득용이

․대면적 커뮤니케이션의 곤란
․불공정 사업자(Spoofing)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적극적 활용

․일방적이고 불리한 약관
․신용카드사용의 용이

․전자지불체계의 불안전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득

․주문 변경 및 철회의 곤란

․쇼핑상품의 운반 불필요(배송혜택)

․배송관련 제문제
․주문상품과 배송된 상품간의 불일치 가
능성
․반품 및 환불의 어려움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시간제약없음

․보안체계에 대한 불안감

․공간이동 불필요

․쇼핑의 즐거움없음

․심리적 만족감

․구매과정의 복잡성

․익명성보장

한다.
[연구문제 3] 준거타당도법에 의하여 척도
의 타당도를 검증한다.

기대를 구성하였다.
둘째, 완성된 1차설문지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기
대

3.2 조사대상 및 측정도구

29항목을

측정하였다.

예측기대문항은

“---할 것 같았다”의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각
각의 29문항은 “정말 그렇다”를 7점으로, “전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만족척도개발
을 위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표시하는 7점 리
커트(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조사의 신뢰
도 검사를 위해 재조사(Test-Retest)를 실시
하였다.

기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자상거

셋째, 항목분석(Item Analysis), 크론바하의

래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

신뢰도계수 검증, 1․2차 조사결과의 상관관계

한 소비자의 기대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을 추

분석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예측기대항목을

출하여 소비자학과 마케팅 전공자 3인으로 하

수정하였다.

여금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받았다.

마지막으로 최종 수정된 척도를 이용하여 본

안면타당도 검증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하이텔의 텔레리

종 29항목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예측

서치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1999년 8월 5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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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 1> 조사절차
1단계 : 예비조사

2단계 : 본조사

․조사대상 : 인터넷 쇼핑몰 이용소비자
․조사대상자수 : 60명

․조사대상 : 인터넷 쇼핑몰 이용소비자

․조사기간 : 1999년 7월 5일 - 11일(1주일간) : 1차

․조사대상자수 : 600명

1999년 7월 19일 - 25일(1주일간) : 2차
․조사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 병행
․목적 : 인터넷 쇼핑몰 이용 소비자의 소비자만족

➡

․조사기간 : 1999년 8월 5일 - 8월 14일(10일간)
․조사방법 : 하이텔 텔레리서치에 의한 온라인조사
․목적 : 인터넷 쇼핑몰 이용 소비자의 소비자만족

척도개발 및 조사의 신뢰도 검증

척도개발 및 소비자만족측정

(Test-Retest방식)

터 8월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3.3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
4.2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기대의 구성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두 차례의 예비조
사와 한번의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소비자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기대를 파

만족척도개발을 위해 소비자의 예측기대를 추

악하기 위해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긍정적

출하고, 이것을 토대로 설문을 구성하여 소비자

기대요인 13문항과 부정적 기대요인 16문항의

만족척도의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고 소비자

총 29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구성하였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각각의 연구문제 해결을

소비자학과 마케팅 전공자 3인으로부터 안면

위해 빈도분석, 요인분석, 항목분석, Cronbach'

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받은 뒤 이를 설

α,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문지화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s 9.0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재조사방식(Test-Retest)에 의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신뢰도계수 검증, 항목분
석(Item Analysis)을 거쳐 이 중 부적합한 4개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25문항을 추출하였다.
먼저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측
정함에 있어 응답의 평균값이 “보통이다(4점)”

Ⅳ. 소비자만족척도의 개발

에 이르지 못하는 4점 미만의 문항은 소비자의
기대 자체를 유발하지 못하는 항목으로 간주하
여 1차적으로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항목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분석 을 통해 문항의 변별력을 계산한 뒤 변별
력이 0.5미만인 문항을 추가로 삭제하였다. 세

1) (주)한국통신 하이텔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하나로서 온라인을 통한 조사업무를 대행한다.
2) 항목분석(Item Analysis)이란 Likert척도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높이기 위해 척도를 구성하는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이 전부 공통된 차원을 같은 정도로 측정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각 문항의 신뢰성의 문제로서
신뢰성이 낮은, 즉 변별력이 낮은 문항을 척도에서 제외하여 척도 전체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방법이다. 변별력을 계산하는 방
식은 다음과 같으며, 계산 결과 통상적으로 변별력이 0.5미만인 문항은 전체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떨어트리는 문항으로 간주
하여 삭제함으로써 전체 척도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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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인
성별
(N=551)

남성
여성

빈도
394
157

백분율
71.5
28.5

직업
(N=548)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직
사무직
기술직
판매/서비스직
농/임/수산업

12
30
140
60
252
53
1

2.2
5.5
25.5
10.9
46.0
9.7
0.2

있다
없다
있다

291
269
319

52.0
48.0
58.5

30만원미만
30-50만원미만
50-100만원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24
17
79
141
48
10

7.5
5.3
24.8
44.2
15.0
3.1

226

41.5

10만원미만
10-20만원미만
20-30만원미만
30-50만원미만
50-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119
23
48
19
10
6

52.9
10.2
21.3
8.4
4.4
2.7

신용카드
(N=560)

임노동
수입
(N=545)

월평균수입 :
:
:
:
:
:
없다
월평균용돈 :
:
:
:
:
:

연령
(N=554)

평 균 : 26.89세
최연소 : 13세
최고령 : 74세

번째로 내적일관성을 검증하는 신뢰도검증방법

문항과 27번 문항, 28번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인 크론바하의 알파값을 구해서 전체 척도의 알

두 번째 변별력 테스트에서는 27번 문항이 0.321

파값을 극단적으로 떨어트리는 문항(제외했을

로서 변별력이 매우 낮게 나왔으나 이미 1차로

때 알파값이 매우 높이 증가하는 문항)을 골라

삭제되었으며 이 밖에 추가로 삭제할 문항이 나

추가로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 조사와 2차

오지 않았다. 세 번째 크론바하의 알파 테스트를

조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계수가 0.5

통해 15번 문항이 추가로 삭제되었으며, 마지막

미만으로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삭제하

으로 재조사(Test-Retest)의 상관계수 검증 결

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첫 단계에서는 13번

과 모든 문항의 상관계수가 0.5이상으로 나타나

변별력 =
f

Q1

fx
f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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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Q4
Q4

∑i fx
∑i f

Q1

Q1

-

∑i fx
∑i f

Q4

Q4

= 상위 25%집단의 i번째 응답범주의 빈도
= 상위 25%집단의 i번째 응답범주의 점수
= 하위 25%집단의 i번째 응답범주의 빈도
= 하위 25%집단의 i번째 응답범주의 점수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만족도 척도개발

<표 3> 척도의 구성과 삭제된 문항
문항

긍
정
적

제외했을 때 Test-Retest
신뢰도계수
상관계수

평균

변별력

1.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다.

5.31

1.528

.7718

.820

2. 24시간 쇼핑이 가능할 것 같았다.

5.44

1.718

.7472

.802

3. 어디서든 쇼핑이 가능할 것 같았다.

5.15

1.903

.7468

.820

4. 상품이 다양할 것 같았다.

4.35

2.103

.7129

.725

5.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희귀한 상품을 쉽게 구할 수 있
을 것 같았다.

4.08

2.774

.7173

.829

6.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쉬울 것 같았다.

4.98

1.692

.7508

.743

7. 상품을 비교하기가 쉬울 것 같았다.

4.23

1.318

.7788

.754

4.73

2.051

.7573

.941

4.23

1.395

.7601

.767

4.98

1.379

.7564

.819

11. 판매원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익명성이 보장되어 좋을
것 같았다.

4.06

1.159

.7885

.854

12. 인터넷을 이용하여 쇼핑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울 것
같았다.

4.94

1.887

.7576

.831

13. 세금혜택이 있을 것 같았다.

3.35

0.821

.8010

.855

14. 광고의 내용을 신뢰하기가 힘들 것 같았다.

4.23

1.333

.8653

.718

15. 나의 개인정보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것같
았다.

4.79

0.810

.8714

.792

16. 원치않는 광고용 메일이 많이 와서 귀찮을 것 같았다.

5.06

1.357

.8596

.787

17. 판매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없어 불편할 것 같
았다.

4.54

1.821

.8462

.722

5.19

2.036

.8660

.757

4.63

1.964

.8601

.888

4.27

1.536

.8711

.855

4.04

2.524

.8697

.854

4.32

1.929

.8537

.698

4.42

1.560

.8528

.800

24. 주문한 제품이 실제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았다.

4.65

1.250

.8611

.862

25. 반품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았다.

4.58

1.271

.8460

.813

26. A/S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았다.

4.50

1.012

.8473

.712

27. 쇼핑하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았다.

3.69

0.321

.8570

.564

삭제

28. 구매과정이 복잡할 것 같았다.

3.44

0.940

.8605

.703

삭제

29. 충동구매를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았다.

4.06

1.321

.8521

.596

기 8. 정보를 저장하는 등 스스로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았다.
대
9. 가격이 쌀 것 같았다.
요
인 10. 쇼핑한 상품이 배달되어 좋을 것 같았다.

18.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번호가 유출될 것 같았다.
부
19. 온라인 송금방식이 불편할 것 같았다.
정
적 20. 약관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을 것 같았다.
21. 나의 실수나 오작동으로 인해 원치않은 주문을 할 수
기
도 있을 것 같았다.
대
요 22. 주문한 제품이 빨리 배달되지 않을 것 같았다.
인 23. 배송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소비자학연구

비고

삭제

삭제

제11권 제3호 (2000년 9월)

97

<표 4>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기대항목
문항번호

내

용

1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

24시간 쇼핑이 가능할 것 같았다.

긍

3

어디서든 쇼핑이 가능할 것 같았다.

정

4

상품이 다양할 것 같았다.

적

5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희귀한 상품을 쉽게 구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6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쉬울 것 같았다.

기

7

상품을 비교하기가 쉬울 것 같았다.

대

8

정보를 저장하는 등 스스로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았다.

요

9

가격이 쌀 것 같았다.

인

10

쇼핑한 상품이 배달되어 좋을 것 같았다.

11

판매원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익명성이 보장되어 좋을 것 같았다.

12

인터넷을 이용하여 쇼핑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울 것 같았다.

13

광고의 내용을 신뢰하기가 힘들 것 같았다.

14

원치않는 광고용 메일이 많이 와서 귀찮을 것 같았다.

15

판매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없어 불편할 것 같았다.

16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번호가 유출될 것 같았다.

17

온라인 송금방식이 불편할 것 같았다.

부
정
적
기
대
요
인

18

약관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을 것 같았다.

19

나의 실수나 오작동으로 인해 원치않은 주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20

주문한 제품이 빨리 배달되지 않을 것 같았다.

21

배송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22

주문한 제품이 실제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았다.

23

반품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았다.

24

A/S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았다.

25

충동구매를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았다.

더이상 추가로 삭제되는 문항은 나오지 않았다.

시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기대척도의

설문문항의 구성과 삭제된 문항을 정리하면

신뢰도를 검증하고 기대요인을 유목화하기 위

다음의 <표 3>과 같다.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이겐 값이 1이상

이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기

인 요인을 추출하도록 주성분분석(Principle

대가 긍정적 기대 12문항, 부정적 기대 13문항

Component Method)을 실시하고, 직교회전

의 총 25문항으로 수정되었다. 최종 수정된 소

(Varimax)방식에 의해 회전시킨 결과 전자상

비자의 예측기대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거래에 대한 소비자 기대속성은 모두 6가지 요
인으로

4.3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기대요인의 유
목화

분류되었는데

각각은

전체분산의

14.7%, 11.3%, 10.4%, 10.1%, 8.3%, 7.7%를 설
명하고 있으며 이 6개 요인이 전체분산의
62.5%를 설명하고 있다.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된 척도로 본조사를 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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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요인은 문항 4부터 9까지의 여

<표 5>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기대속성요인

문항

요인1
정보․상
품의 다양
성/효율성

요인2
구매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

요인3
시공을
초월한
자유로움

요인4
지불 및
배송에
대한
신뢰성

요인5
마케팅
활동에
대한
신뢰감

요인6
익명성의
흥미로움

h

신뢰도
계수

2

문항7
문항5
문항4
문항6
문항8
문항9

.807
.795
.760
.735
.630
.582

.003
-.006
-.002
-.004
-.003
.170

.007
.170
.285
.208
.009
.007

-.005
.005
.000
.001
-.002
-.009

-.000
.000
.003
.001
-.002
-.009

.120
-.003
-.006
.213
.331
.405

.948
.949
.742
.667
.670
.639

.8557

문항24
문항23
문항22
문항25

.002
-.005
.005
-.004

.788
.787
.706
.421

.002
-.000
-.000
-.106

.123
.123
.333
.128

.246
.278
.131
.150

.008
.007
-.007
-.132

.675
.526
.551
.622

.7446

문항2
문항1
문항3

.240
.238
.373

-.003
-.003
-.005

.925
.923
.759

-.005
-.005
-.001

-.006
-.007
-.005

.168
.170
.142

.668
.577
.516

.9290

문항17
문항20
문항18
문항21
문항16
문항19

.004
.001
-.114
.000
.001
-.006

.001
.499
.231
.517
.173
.285

-.006
-.001
-.004
-.004
-.002
-.006

.750
.636
.632
.606
.538
.507

.159
-.009
.358
-.007
.457
.256

-.006
-.005
.006
-.009
-.004
.116

.536
.566
.531
.597
.600
.526

.7914

문항14
문항15
문항13

.006
-.008
-.003

.008
.272
.243

-.006
-.008
-.001

.105
.149
.166

.710
.675
.652

-.007
.001
-.005

.666
.652
.636

.6478

문항11
문항12
문항10

.182
.342
.318

-.009
-.136
.007

.121
.134
.257

-.000
-.002
.002

-.001
.002
-.208

.782
.649
.636

.721
.699
.248

.6986

아이겐
전체변량
(%)

3.684
14.74

2.816
11.26

2.591
10.36

2.523
10.09

2.086
8.34

1.927
7.71

15.627
62.51

섯 문항으로 정보 및 상품의 다양성과 효율성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요인은 문항 16부터

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두 번

21까지의 6문항으로서 원치 않는 주문, 지불과

째 요인은 문항 22부터 25까지의 4문항으로서

정에 대한 불안감이나 배송에 대한 불신 등을

구매 후의 불만족 혹은 주문했던 상품과 배송

포함하고 있다. 다섯 번째 요인은 문항 13부터

된 상품간에 차이가 있거나 반품, A/S가 충실

15까지의 세 문항으로서 광고의 신뢰도와 원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포함하고 있다.

치 않는 광고용 메일, 판매원에게 물어볼 수

세 번째 요인은 문항1부터 3까지의 세 문항으

없다는 불편 등 마케팅에 대한 불만과 비대면

로서 시공을 초월한 인터넷의 장점을 이용해

접촉의 불편함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를

여섯 번째 요인은 문항 10부터 12까지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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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기대
기대요인

평균

표준편차

정보․상품의 다양성/효율성

-.0015

1.14

구매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

-.7123

1.14

시공을 초월한 자유로움

.9060

1.42

지불 및 배송에 대한 신뢰감

-.6791

1.05

마케팅활동에 대한 신뢰감

-.7495

1.09

.4108

1.16

익명성의 흥미로움

문항으로서 인터넷이 갖는 비대면접촉(非對面

하므로 원래의 점수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接觸)의 특성으로 인한 자유로움과 흥미로움

문항13부터 25까지는 부정적 기대에 해당하므

을 포함하고 있다.

로 (+)와 (-)의 부호를 역으로 리코딩하였다.

각각의 요인이 갖는 특성을 고려해서 요인1

그러므로 최종 산출된 소비자의 사전기대에

은 정보․상품의 다양성(효율성)이라고 명명

대한 응답 점수는 (+)가 긍정적인 기대를 의

하였고, 요인2는 구매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

미하고 (-)가 부정적인 기대를 의미하도록 통

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3은 시공을 초월한

일되었다. 응답값의 절대값은 기대의 크기를

자유로움, 요인4는 지불 및 배송에 대한 신뢰

의미한다.

감, 요인5는 마케팅 활동에 대한 신뢰감, 요인6

요인1(정보․상품의 다양성/효율성)에 대한

은 익명성의 흥미로움이라고 명명하였다. 각각

기대는 평균 -0.0015로서 소비자에게 별로 기

의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요인1이 .8557, 요

대감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2가 .7446, 요인3이 .9290, 요인4가 .7914, 요

요인2(구매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는 -0.7123

인5가 .6478, 요인6이 .6986으로서 문항수가 3

으로서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해 부정적

에서 6으로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0.6

인 기대를 많이 갖는 부분인 것으로 해석할

을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신뢰도계수를 나타

수 있다. 요인3(시공을 초월한 자유로움)의 평

냈다.

균값은 0.9069으로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기

요인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대를 하는 속성으로 밝혀졌다. 요인4(지불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사전기대를 파악

배송에 대한 신뢰감)는 -0.6791로서 역시 소비

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각각의 항목에 대해 기

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부정적인 측면인 것으

대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

로 밝혀졌다. 요인5(마케팅활동에 대한 신뢰

터 매우 그렇다(7)“까지의 7점척도로 측정하

감)는 -0.7495로서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에

였다. 이후 ”보통이다“를 0으로 하고 ”매우 그

대해 가장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속성인

렇다“ 방향으로 1, 2, 3으로 리코딩하였고, ”전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요인6(익명성의

혀 그렇지 않다“ 방향으로 -1. -2. -3으로 리코

흥미로움)은 0.4108로서 다소 긍정적인 기대를

딩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

갖는 부분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준이 -3에서 3까지의 범주를 갖게끔 하였다.

또한 6개 요인 중 4개 요인이 (-)값을 갖는

또한 문항1부터 12까지는 긍정적 기대에 해당

부정적인 기대로 나타나고 평균의 절대값 또

100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만족도 척도개발

<표 7> 예측불일치추론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만족의 측면

평균

표준편차

정보․상품의 다양성/효율성

-0.0033

1.08

구매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

1.1552

1.33

-0.2726

1.22

지불 및 배송에 대한 신뢰감

1.1501

1.17

마케팅활동에 대한 신뢰감

0.9519

1.26

-0.0043

0.99

시공을 초월한 자유로움

익명성의 흥미로움

한 높은 것을 볼 때 현재 소비자들은 전자상

수는 (+)가 긍정적인 불일치를 의미하고 (-)

거래에 대해 긍정적 측면의 기대보다는 부정

가 부정적인 불일치를 의미하도록 통일되었으

적 측면의 기대를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유추

며, 절대값의 크기는 불일치정도를 의미한다.

해 볼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자

요인1(정보․상품의 다양성/효율성)에 대한

에게 효용을 가져다 줄 것이라 예상했던 ‘정

불일치는 평균 -0.0033으로 6가지 요인 중 불

보․상품의 다양성/효율성’측면이 실제 소비자

일치정도가 가장 낮았다. 요인2(구매후 서비스

에게는 큰 기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에 대한 신뢰감)는 1.1552로서 가장 큰 긍정적

점이 주목할만하다.

불일치를 보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요인3(시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해 갖고 있는 사
전기대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공을 초월한 자유로움)의 평균값은 -0.2726으
로서 가장 큰 부정적 불일치를 보이는 요인으
로 파악되었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

4.4 측정법에 따른 소비자만족도

체에 대한 소비자들이 기대가 실제 성과에 비
해 너무 크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4.4.1 예측불일치추론법

해석해 볼 수 있다. 요인4(지불 및 배송에 대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예측불

한 신뢰감)는 1.1501로서 두 번째로 큰 긍정적

일치측정법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기대

불일치를 보인 요인이다. 이것 역시 사전에 전

와 실제 구매의 수행성과를 각기 측정하여 두

자상거래에 대해 갖고 있던 기대에 비해 상대

값의 차이, 즉 불일치 정도를 계산한 뒤 그 불

적으로 경험해 본 결과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

일치의 정도로서 소비자만족을 추론하게 된다.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5(마케팅활동에 대

소비자가 실제로 전자상거래를 경험한 후의

한 신뢰감)는 0.9519로서 긍정적 불일치를 경

평가값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험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마지막으로 요인

값을 빼 기대와 실제성과간의 불일치를 계산

6(익명성의 흥미로움)은 -0.0043으로서 기대에

하였다. 이 때 문항1부터 12까지는 긍정적 요

비해 다소 부정적인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으

인에 해당하므로 원래의 점수체계를 그대로

로 밝혀졌다.

유지했으나, 문항13부터 25까지는 부정적 요인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소비자들은 전자상

에 해당하므로 (+)와 (-)의 부호를 역으로 리

거래에 대한 기대-불일치 정도가 -0.2726에서

코딩하였다. 그러므로 최종 산출된 불일치 점

1.1552로서 범위가 비교적 넓지 않으며 불일치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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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지각된수행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만족의 측면

평균

표준편차

정보․상품의 다양성/효율성

-.0054

1.16

구매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

.4366

1.26

시공을 초월한 자유로움

.6017

1.29

지불 및 배송에 대한 신뢰감

.4473

1.13

마케팅활동에 대한 신뢰감

.2025

1.10

익명성의 흥미로움

.3689

1.17

의 경우에도 부정적 불일치보다는 긍정적 불

를 갖도록 통일되었다.

일치의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

요인1(정보․상품의 다양성/효율성)에 대한

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만족스럽다

만족도는 평균 -0.0054로서 6가지 요인 중 유

는 것을 추론하게 해 준다. 그러나 위의 전자상

일하게 소비자에게 약간의 불만족을 주는 부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기대에서도 보았듯

분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전자상거래에서 얻을

이 아직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 있는 정보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불만족을

자체가 부정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기대했던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아직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는 소극적 의미의 만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 또

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한 다양하지 못함을 증명해 주는 결과라 할

예측불일치추론법에 따른 소비자만족도를 정
리해 보면 <표 7>과 같다.

수 있다. 반면에 요인2(구매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는 0.4366으로서 비교적 높은 만족을
주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요인3(시공을 초월한

4.4.2 지각된수행법

자유로움)의 평균값은 0.6017로서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지각된

가장 만족을 느끼는 속성으로 밝혀졌다. 요인

수행법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

4(지불 및 배송에 대한 신뢰감)는 0.4473으로

터 매우 그렇다(7)“까지의 7점척도로 측정하

서 실제 전자상거래를 경험해 본 결과 구매과

였다. 이후 ”보통이다“를 0으로 하고 ”매우 그

정의 신뢰성과 편리성이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렇다“ 방향으로 1, 2, 3으로 리코딩하였고, ”전

보인다. 요인5(마케팅활동에 대한 신뢰감)는

혀 그렇지 않다“ 방향으로 -1, -2, -3으로 리코

0.4473으로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

딩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수

다. 마지막으로 요인6(익명성의 흥미로움)은

준이 -3에서 3까지의 범주를 갖게끔 하였다.

0.3689로서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문항1부터 12까지는 긍정적 요인에 해당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소비자들은 실제 전

하므로 원래의 점수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자상거래를 통한 구매경험에 있어서는 만족스

문항13부터 25까지는 부정적 요인에 해당하므

러운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로 (+)와 (-)의 부호를 역으로 리코딩하였다.

나 그 값이 1을 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그러므로 최종 산출된 소비자만족 점수는 (+)

있어 아직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가 만족의 의미를 갖고 (-)가 불만족의 의미

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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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수행법에 따른 소비자만족도를 정리해
보면 <표 8>과 같다.

비자만족도가 가장 낮은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두 가지 측정법의 타당도를 비교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4.4 측정방법에 따른 소비자만족척도의 준거
타당도

준거타당도는 해당 척도가 실제 준거들을 얼
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가를 통해 타당도를
평가하는(김완석․강용주, 1999) 방법이며, 본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만

연구에서는 재방문의사, 재구매의사, 긍정적

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측정 도구가 되는 척

구전의사, 쇼핑몰에 대한 신뢰도 등의 변인을

도의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다. 선행연구를 통

준거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많은 소비자만족모델을 검토하였으나 일

두가지 측정법이 준거변인과 얼마만큼의 ‘상

관되게 어느 한 측정법이 보다 더 타당하다는

관관계’를 가지는가와 각각의 준거변인들을 종

결론은 내릴 수 없었고, 소비자의 기대와 실제

속변수로 했을 때 두가지 측정법이 얼마만큼

성과간의 차이를 측정하여 소비자만족을 추론

의 ‘설명력’을 가지는가의 두가지 기준에 의해

하거나 소비자 스스로 인지한 불일치를 측정

준거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관계

하는 식의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이 많이 사용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되고 있으며, 실제의 구매 성과를 소비자만족

먼저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위의 네가지 준거

도로 평가하는 지각된수행법 또한 타당도 높

변인에 대한 응답점수와 예측불일치추론법, 지

은 측정법의 하나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우리

각된수행법의 두가지 측정법에 의한 소비자만

나라의 경우 아직은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이

족점수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비교하였고, 역

용 경험이 많이 누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비

시 예측불일치추론법, 지각된수행법의 두가지

자 스스로 구매전의 기대와 실제 성과 사이에

측정법에 의한 6가지 요인별 개인의 소비자만

인지한 불일치 정도를 직접 응답하는 것이 어

족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네가지 준거변인

려울 수 있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기

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속성이 무엇인지조차 규명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만족을 구성하는 6가지

소비자의 기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요인 중 준거변인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요인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

을 선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6가지 요인

대한 소비자의 사전기대를 ‘예측기대’로 파악

을 독립변수로 했을 때 각각의 준거변인을 얼

하고, 실제 구매 성과를 따로 측정하여 이들간

마나 설명해 줄 수 있는가가 주목적이므로 다

의 불일치를 조사함으로써 소비자만족도를 추

변인 일괄투입법(enter)을 적용하였다.

론하는 예측불일치추론법을 채택하였다. 그리

두가지 측정법의 타당도 검증결과 지각된수

고 비교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각된수행

행법이 예측불일치추론법에 비해 각각의 준거

법을 동시에 이용하였다.

변인들과의 상관계수도 높고 회귀분석을 실시

그 결과 두가지 측정법에 따라 각기 상이한

했을 때의 설명력 또한 높게 나타났다. 지각된

결과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각된수행법에

수행법은 4가지 준거변인 모두에 대해 상관계

의해서는 “시공을 초월한 자유로움”의 속성이

수가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준거변인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 예측불일치추

을 설명해 주는 설명력에 있어서도 평균 30%

론법에서는 가장 부정적 불일치가 심한, 즉 소

를 넘는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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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일치추론법은 준거변인들과의 상관계수

타당도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가 0.2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에서는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

본 설명력 또한 5%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

족도보다는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환경

타났다(<표 9> 참조).

에 보다 더 관심을 가졌기에 특정한 제품이나

본 연구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만족도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용가능

를 측정하기 위해 보다 유용할 것이라 예상했

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앞

던 예측불일치추론법의 타당도가 지각된 수행

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만족도에 관한

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그 연구결

서 다음의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과가 축적된다면 이러한 측정방법의 타당도에

첫째, 준거변인으로 선정한 재방문의사, 재구

대한 평가방식과 평가결과 또한 정교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매의사, 긍정적구전의사, 쇼핑몰 신뢰도 등은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자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고 밝혀진 변인들이지만 소비자만족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마케팅적 시각에서 접근된

V. 결론 및 제언

것으로서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소비자복지
의 관점이 간과되었기에 위의 준거변인들이
얼마나 소비자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에 더욱 부합할

사전기대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수 있는 준거변인을 탐색하는 일 또한 앞으로

소비자만족척도를 개발하였다.
조사 결과 긍정적 기대요인 12개 항목과 부

후속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제품과 서비

정적 기대요인 13개 항목이 최종 추출되었으

스의 종류에 따른 영향력을 간과한 점이 측정

며, 이들은 다시 ①정보․상품의 다양성/효율

방법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성, ②구매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 ③시공을

다. 기존의 소비자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제품

초월한 자유로움, ④지불 및 배송의 신뢰감,

구매에 있어서의 소비자만족도인지, 서비스 구

⑤마케팅활동에 대한 신뢰감, ⑥익명성의 흥미

매에 대한 소비자만족도인지에 따라 서로 다

로움이라는 6개 요인으로 유목화되었다.

른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고, 연구자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가장 높은 기대

조사를 위해 선정한 조사대상제품 혹은 서비

를 갖고 있는 측면은 ‘시공을 초월한 자유로움’

스의 종류가 각기 다르고 그에 따라 척도의

과 ‘익명성의 흥미로움’으로서 인터넷이 갖는

<표 9> 예측불일치추론법과 지각된수행법의 준거타당도
예측불일치추론법

준거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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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수행법

상관계수

R2

상관계수

R2

재방문의사

.219

.048

.538

.289

재구매의사

.215

.046

.560

.314

긍정적구전의사

.190

.036

.578

.334

쇼핑몰신뢰도

.199

.040

.567

.322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만족도 척도개발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이는 아직 우리

을 토대로 현재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의 만

나라 소비자에게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폭넓게

족도를 평가해 보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의 기대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에 비해

매체를 이용하는 자체에 대해 많은 호기심과

실제 구매 경험을 근거로 한 소비자만족도는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

수 있다. 반면에 상거래 자체와 관련되는 부분

가 막연히 갖고 있던 불안감이 실제 구매경험

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기대를 많

을 통해 오히려 해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유

이 갖고 있었는데, 이것 역시 인터넷이라는 매

추해 볼 수 있다. 즉, 신용카드를 통한 대금결제

체가 갖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직접적

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 자신의 실수

으로 거래와 깊은 관련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

나 오작동으로 인한 원치 않은 주문, 주문의 철

에 전자상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회 등등의 사건이 사실상 발생빈도가 매우 낮

이러한 부분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은 것으로서 사전에 우려했던 만큼 전자상거래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거래단계에 걸쳐

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생각을 소비자

두루 나타나는 소비자의 불안감은 보안기술이

스스로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인터넷을

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개발뿐만 아니라

사용하면서도 전자상거래를 해 보지 않은 많은

한 차원 질 높은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상당

잠재 소비자들에게 실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하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측정

한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시

하기 위해 지각된수행법과 예측불일치추론법의

공을 초월한 자유로움을 느끼고 구매과정에 있

두가지 방법을 이용한 결과 소비자만족도는 측

어서도 신뢰를 갖고 편리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정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에 두가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험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측정법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재방문의사,

만족감은 더욱 증가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재구매의사, 긍정적구전의사, 쇼핑몰신뢰도 등

반면에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소비자들은

의 4가지 준거변인에 대해 지각된수행법은 상

전자상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혹은 상품

관계수가 0.5를 상회하고 준거변인에 대한 설명

의 다양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

력 또한 30% 이상이 되는 높은 타당도를 나타

고 있는데, 이는 정보의 바다라 불리워지는 인

낸 반면에 예측불일치추론법은 상관계수와 회

터넷 자체가 많은 양의 정보에도 불구하고 양

귀분석에 의한 설명력 모두에서 지각된수행법

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과 맥을

보다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직 인터넷 비

그러나 준거변인 선정의 문제 또는 전자상거

즈니스의 규모가 현실시장(real market)에 비

래를 통해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가 매

해 매우 작은 실정이므로 그 안에서 거래되는

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또한 다양하지 못한

의 특성으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본 연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쇼핑몰이 상품

구의 결과만으로 지각된수행법이 가장 타당성

구색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 상

있는 측정방법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

품군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

을 것이다.

록 전문화하는 것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실제 소비자의 경험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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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언을 덧붙인다면, 그것은 척도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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