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된 웹 서비스품질이 기업이미지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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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이미지에 관한 기존연구를 고찰하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기업이미지의 개념을 새롭
게 정의하고 그 구성 요소들을 규정하였다. 또한 웹 서비스라는 용어에 관한 마케팅적 정의를 내리
고 웹 서비스의 품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로 정보서비스 품질차원과 광고서비스 품질차원을 정의한
다. 정의된 웹 서비스 품질차원들을 바탕으로 사이버 기업이미지의 구성요소들과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웹 서비스품질이 대부분의 사이버 기업이미지의 구성요소들과 구매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사이버 공간상에서 웹 서비스품
질을 통하여 기업이미지의 변화 및 개선전략이나 사이버 CI전략수립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 론

웹 서비스 품질이라는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
기 때문에 일회성의 제작 붐에 지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현재까지 기업 이미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현재, 국내에서도 웹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

수행되어 왔으나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웹 서

행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웹을 이용한 기

비스 품질과 기업 이미지의 관계를 규명한 연

업의 홍보나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구는 드물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비즈니스를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 서비스의 품질에

하는 기업의 경우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추가

관한 연구는 초보단계에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

할 때 기업 이미지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는

스의 표준이 없고 구축내용도 천차만별이며, 웹

일천하였다.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비용도 각양각색이어서

사실, 많은 오프라인 기업들이 인터넷 비즈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어렵다.

니스를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자사

IMF전후로 새로운 웹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의 기업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탄

어 있다. 타 기업에 비해서 웹 서비스의 제공

생했으나 이들 중 소수만이 현재까지 웹 서비

이 늦어질 경우 열등한 이미지를 제공하게 될

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남아있고 대부분은 실패

것을 우려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이 크

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게 확산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

웹 서비스의 품질을 지적할 수 있다(이훈영과

넷 홈페이지의 확산은 웹 서비스라는 개념과

박기남, 2000). 인터넷 비즈니스는 오프라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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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비즈니스의 과정이며 꾸

단에 의해 형성된 기업의 퍼스넬리티로 간주하

준한 품질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 기업에 대해 고객들이 형성하고 있는 정신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웹 서비스품질이 기업이

적인 상이라고 정의하였다.

미지 구축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또한 Shwartz(1980)는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과 인상의 총체로서, 사람들이 한 기업에

첫째 웹 서비스에 관한 마케팅적 정의를 내리

대해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고 웹 서비스의 품질차원을 고찰한다. 둘째 기

것으로 기업이미지를 정의하였다. 박재진(1975)

업이미지를 고찰하고 개별 기업이미지의 구성

은 기업이미지에 대한 Lippincott의 정의를 다

요소를 새롭게 정의한다. 셋째 웹 서비스품질이

음과 같이 요약한바 있다. 첫째, 기업이미지는

인지적 요인인 기업이미지와 행위적 요인인 구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통제

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것이다. 둘째, 기업

변수로써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기

이미지는 기업이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기

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다섯째,

업의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성격유형에 따른 인터넷 구매환경의 위험에 대

셋째, 기업 이미지의 형성에는 인간의 모든 감

한 반응의 차이를 살펴본다.

각이 동원되며 그 결과 얻어지는 인상은 논리적
이기보다는 감정적인 것이다. 넷째, 기업이미지
는 누구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다만 부분적

Ⅱ. 이론적 고찰

으로 선도할 수 있을 뿐이다.
학습이론의 관점에서 이미지는 ‘어떤 행위의
기대된 방향으로의 강화를 위한 차별적 자극’으

과거 기업의 경쟁력은 제품의 품질에 있었으

로 정의되므로 기업이미지는 ’특정 기업에 대해

나 지금은 기반 기술수준이 평준화 됨에 따라

서 연상되는 총체적으로 개념화 된 또는 기대

서비스품질의 차별화가 중요한 마케팅전략이

되는 바의 강화'로 정의될 수 있다.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서비스품질의
관리를 통해 꾸준히 자사의 기업이미지를 제

2.2 기업이미지의 구성요인

고하고 자사의 충성도를 매출증대로 연결시키
려는 노력을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각

기업이미지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연구방

된 웹 서비스품질이 기업이미지와 같은 인지

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적 요인과 구매의도와 같은 행위적 요인에 미

기업광고 등 기업이미지 제고수단이 기업이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에 미치는 영향분석, 둘째 기업이미지 구성
요인 분석, 셋째 기업이미지가 구매의사결정에

2.1 기업이미지의 정의

미치는 영향분석으로 요약된다(하봉준, 1999).
본 연구는 웹 서비스품질이 기업이미지 및 구

김원수(1987)는 기업이미지란 '기업을 둘러싸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

고 있는 환경주체들이 특정의 기업에 대하여

에 먼저 기업이미지 구성요인을 문헌연구를 통

마음 속에 그리고 있는 심상'으로 정의하였다.

하여 도출한다. 지금까지 기업이미지의 구성요

Kotler(1975)는 기업이미지는 다양한 소비자 집

인에 관한 실증연구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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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업이미지 구성요인
연구자

기업이미지 구성요인

일경신문(1968)

기술, 마케팅, 장래성, 사풍, 경영, 신뢰, 국가사회

Winters(1986)

마케팅, 사회적 관행, 기부

八券俊雄(1986)

제품, 기술, 마케팅, 장래, 사풍, 신뢰, 경영, 사회, 종합

장근일(1986)
1)

서비스/제품, 국가사회 봉사, 안정성/경쟁활동, 전통/발전성

신중진(1989)

기업안정, 대외인식, 국가사회공헌

배진홍(1989)

제품/서비스, 사회성, 경쟁활동, 전통/발전성

이석원(1991)

제품품질특성, 사회적 책임/경쟁력, 구매시점 영향, 사회인식, 외형적 특성

전혜선(1992)

신뢰성, 친근감/성실감, 세련미

강경애(1992)
Dowling(1993)

사회책임/인적관리, 내부안전성, 서비스/제품, 회사분위기, 대외커뮤니케이션, 주력업종기
술력, 친근감, 전문성, 일반인식, 제품선호도, 경쟁측면, 연구개발/기업문회
공식적 회사정책, 구성원의 이미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상품/서비스의 제공, 유통지원,

이주영(1995)

이전의 상품/서비스 경험, 외부인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상위와 하위 이미지,
기업활동지원, 기업활동기본, 기업활동부가

임만규(1995)

기업내부(人的, 非人的), 기업외부, 신뢰성

서정환(1995)

상징적, 경험적, 기능적 이미지

Willanms &

조직체 통제요인(고용주, 물리적 이미지, 名聲, 광고노출 등), 수용자 개인요인(해당기업

Moffitt(1997)

가족, 친구, 직원 등과 대화), 비즈니스 요인(서비스 명성)

김용구(1997)

제품품질, 기업외형, 사회일반인식, 구매시점영향, 경영자자질/기업전통

배성일(1997)
조우현(1999)
하봉준(1999)
김광수(1999)
최인혁과 김화동(2000)

소비자지향성, 自社지향성, 세계화
내부안정요소, 혁신적 요소, 사회적 신뢰, 기업성장, 연역 및 투자요소, 대외적 인식, 국가
공헌요소
경쟁력, 역사/전통, 혁신적기업, 환경보호, 문화예술지원, 사회봉사, 제품/서비스 품질, 고
객만족노력
개인의 경험, 사회, 환경(사회), 조직요인, 공중에게 투사한 개성, 기업경영진
혁신성, 환경친화성, 사회공헌성, 신뢰성, 안정성, 성장가능성

Winsters(1986)은 기업이미지의 형성에 영향

를 제시하였으며 배진홍(1989)은 제품/서비스,

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마케팅, 사회적

사회성, 경쟁활동, 전통/발전성을 기업이미지의

관행, 기부를 제시하였고 일본경제신문사는 24

구성요소로 주장하였다. 이석원(1991)은 제품

개의 이미지 항목을 요인분석하여 기술, 마케

품질특성, 사회적 책임/경쟁력, 구매시점 영향,

팅, 장래성, 사풍, 경영자, 성가, 종합 이미지의

사회인식, 외형적 특성을 이미지의 구성요인으

7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八券俊雄(1986)

로 설명하였고 전혜선(1992)은 신뢰성, 친근감

은 제품, 기술, 마케팅, 장래, 사풍, 신뢰, 경영,

/성실감, 세련미를 이미지 구성요인으로 제시

사회, 종합의 9개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하봉

하였으며 강경애(1992)는 사회책임/인적관리,

준, 1999).

내부안전성, 서비스/제품, 회사분위기, 대외커

신중진(1989)은 전자업계를 대상으로 기업안

뮤니케이션, 주력업종 기술력, 친근감, 전문성,

정, 대외인식, 국가사회공헌의 3가지 구성요소

일반인식, 제품선호도, 경쟁측면, 연구개발/기

1) 신중진은 이외에 기업내부안정, 기업혁신, 사회적 신뢰, 기업성장, 투자유인, 대외적 인식, 국가 사회공헌의 7개항목으로 소분
류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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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문화의 12가지 요인을 추출하고 특히 사회

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제품요소, 서비스요소,

책임/인적관리, 친근감, 서비스/제품요인이 가

직원요소, 유통요소, 이미지요소를 도출하였다.

장 큰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 중 이미지 요소로 혁신성, 환경친화성, 사회

서정환(1995)은 기업이미지를 상징적, 경험
적, 기능적 이미지의 세 가지 요인을 추출하고

공헌성, 신뢰성, 안정성, 성장가능성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한국에서는 기업이미지 평가에서 상징적 요인

기업이미지 구성요소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김용

하여 공통적으로 언급된 구성요인 중에서 인

구(1997)는 제품품질, 기업외형, 사회 일반인식,

터넷 비즈니스에 적합한 구성 요인들로써 다

구매시점 영향, 경영자자질/기업전통의 5가지

음 <표 2>와 같이 4개의 하위 이미지를 재구

요인을 기업이미지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고

성하였다.

배성일(1997)은 소비자지향성, 자사지향성, 세
계화정도를 조우현(1999)은 내부안정요소, 혁

2.3 서퍼의 구매행동

신적 요소, 사회적 신뢰, 기업성장, 연역 및 투
자요소, 대외적 인식, 국가공헌요소를 제시하였
다.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은 일반적으로 욕구인
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결정, 구매후 행동

하봉준(1999)은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의 5단계를 거친다(Kotler, 1988). 소비자행동에

치는 기업이미지 요인으로 경쟁력, 역사/전통,

관한 의사결정 이론이나 통합모형은 기본적으로

혁신적기업, 환경보호, 문화/예술 지원, 사회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자를 가정하고 있으나,

사, 제품/서비스 품질, 고객만족 노력을 제시하

실제 소비자 구매행동 과정은 이론적인 의사결

였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기업우수성, 기업시민

정과정을 항상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성, 제품관련의 세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김광수(1999)는 개인의 경험, 사회, 환경(사

에 대해서 학자들은 매우 다양한 견해를 밝혔

회), 조직요인 등이 기업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다. Kotler(1988)는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심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기업이 공중에게

리적 요인의 4가지를 제시하였으며 East(1997)

투사한 개성(Wilcox, Ault, and Agee, 1989)과

는 환경요인과 개인특성의 2가지로 범주화 하

기업경영진(Grunig, 1993)도 기업 이미지를 규

면서 환경요인으로는 문화, 사회계층, 대인적

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영향, 가족, 상황여건 등을 들었고, 개인특성에

최인혁과 김화동(2000)은 컴퓨터와 라면 제
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업 아이덴티티를 구성

는 소비자자산, 동기, 관여도, 지식정도, 태도,
개성, 가치, 라이프스타일 등을 제시하였다.

<표 2> 기업이미지의 4개의 하위 이미지
이미지
첨단/혁신적 이미지
고객보호 이미지
성장적 이미지
사회공헌적 이미지

4

내용
첨단산업에의 관여, 기술수준,
전산화 활동
소비자에 대한 태도, 공정거래
실시,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매출액, 당기순이익의 증대
환경보호노력,

국가경제기여,

문화예술지원, 사회봉사활동

참고문헌
조우현, 이훈영과 박기남a, 하봉준, 강성애, 八券俊雄
하봉준, 강성애, 배성일, 전혜선, Winter, 일경신문, 八券俊雄
조우현, 박기남b
하봉준, 조우현, 김용구, 임만규, 이석원, 배진홍, 신중진, 장
근일, 일경신문, Winter, 八券俊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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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를 항해하면서 구매에 도달하는 서

며 마케팅에서 웹 서비스라는 용어도 아직까

퍼들의 경우,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지 생소하다. 본 연구는 마케팅측면의 웹 서비

한 요인이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웹 사이

스를 ‘Web기반의 각종 정보제공, 인지도 및

트를 통한 정보제공기능과 광고제공기능은

이미지 강화, 충성도 강화, 실시간 판매 등의

심미적 요인, 전달된 지식요인, 감정 및 태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로 정의한다.

요인을 통하여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박

웹 서비스품질은 Parasuraman(1984)의 서비

기남, 2000b).

스품질에 관한 정의를 기초로 ‘웹 서비스가 제
공될 때 기대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차

2.4 웹 서비스의 개념과 웹 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소

이'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웹 서비스 품
질을 먼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웹에서 제공되는 정보제공 서비스품질

가상공간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가 실물의 형

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이 가진 매체적인 성격

태로 존재하지 않고 그림이나 이미지의 형태

을 반영한 광고제공 서비스품질이다. 실제로

로 존재하기 때문에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

Hoffman & Novak(1996)은 웹이 광고, 마케

는 웹 서비스의 품질은 사이버 기업이미지의

팅, 상품 및 정보서비스의 직접적인 유통을 위

구축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한 효과적인 경로를 제공한다고 지적하였는데

하나가 된다. 특히 홈페이지의 구성이나 내용,

광고, 마케팅은 광고제공 서비스적 성격의 요

정보 등은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하는

소이고 상품 및 정보서비스는 정보제공 서비

중요한 기준이다.

스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Jarvenpaa & Todd(1997), 박정훈 등(1998)

2.4.1 웹 서비스품질

의 선행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 품

전자상거래에서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는

질차원을 결정할 때 Parasuraman, Berry &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

Zeithaml(이하 PBZ)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5

Jarvenpaa & Todd(1997)는 인터넷 쇼핑몰을 제

가지 차원만을 중심으로 정의하였으나 본 연구

품지각(product perception), 쇼핑경험(shopping

에서는 웹 서비스가 갖는 정보지향형 광고매체

experience),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그

로서의 성격(박성호, 1997; 이현우, 1997)을 반영

리고 고객위험(customer risk)요인들을 인터넷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환경에 맞도록 변형하였다. 그가 사용한 쇼핑몰

하여 광고제공 서비스품질 차원을 웹 서비스품질

서비스의 품질차원은 유형성(tangibles), 신뢰성

의 구성요인으로 추가시켰다(Hoffman & Novak,

(reliability),

1996; Ducoffe, 1996: Draze & Zufryde, 1997;

반응성(responsiveness),

보증성

(assurance), 감정성(empathy)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웹 서비스품질의 측정방법
과 측정항목에 관한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이

Quelch & Klein, 1996; Berthon, Pitt & Watson,
2)

1996; 박정훈, 강기두와 주희엽, 1998) .
웹 서비스의 정보제공서비스 품질요인은 정

2) 최근 웹 서비스를 정보제공과 구매관련 서비스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시각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매와 비구매 사
이트의 구분없이 보편적인 웹 사이트의 일반적인 서비스품질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근래에 제작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직접적인 정보제공 이외에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배너나 팝업창 형태의 자사광고가 웹 페이지에 포함되는데 이처럼 광고의 효
과가 직접적일 경우에는 그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Macinnis, 1991; Hirschman & Holbrook, 1982; Holbrook & Hirschman,
1982)는 관점에서 정보제공서비스와 광고제공서비스로 범주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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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의 품질에 관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로 3가지 세부적인 광고제공 서비스품질 차원

하였다. Pitt 등(1995)은 정보시스템에 있어서

을 정의하였다.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시스템의 효
율성평가를 위해서 SERVQUAL의 이용이 타당

2.4.2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

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연구로는 Watson et

해당 웹 사이트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은

al.(1998)이 경영 자문회사와 정보서비스회사를

기업이미지 형성 및 구매와 같은 소비자인식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품질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측정에 SERVQUAL을 이용하였는데 본 연구

이다. 김주호와 이재문(1999)은 Lutz의 연구와

는 <표 3>과 같이 정보서비스 품질차원을 정보

하버드 마케팅 시뮬레이션 연구소의 실험결과

제공 서비스품질차원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22

를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VRML

개 항목을 구성한 후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등 커뮤니케이션 전달유형이 소비자의 기억,

을 통한 5개의 세부적인 정보제공 서비스품질

인식, 구매욕구 및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차원을 추출하였다.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두원(1997)은 효과적

한편 광고제공 서비스품질차원은 Ducoffe(19
9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고 국내연구에서도

인 홈페이지 광고의 설득전략으로 정보, 이미
지, 직접판매제공을 제시하였다.

타당성이 입증된 광고가치 구성요인을 바탕으

이훈영과 박기남(2000b)은 웹 서비스품질이

<표 3> 정보 서비스품질 차원
정보제공 품질

외관

내용

이론적 근거
Jarvenpas&Todd, 1997; Parasuraman, Zeithaml

디자인을 포함한 제공되는 웹 서비스

and Berry, 1985; Eugene, 1997; Han&Noh,

의 외형적 측면

1998; 김주호와 이재문(1999); 성영신과 강정석
(2000)

와전성
신뢰성
고객지향성
신속성

웹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컨텐츠가 파

Schmid, 1997; 박정훈 등, 1998

괴되지 않고 완전한 정도
제공되는 정보나 컨텐츠가 신뢰할 수

Jarvenpaa&Todd, 1997; Schmid, 1997; World

있는 정도
기업이 웹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

Research, 1998; Eugene, 1997
Parasuraman, Zeithaml and

을 위하는 정도
개별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속도

Jarvenpaa & Todd, 1997;

와 원활함

Berry,

1985;

Jarvenpaa & Todd, 1997; Han & Noh, 1998

<표 4> 광고제공 서비스품질 차원
광고제공 품질
유익함

즐거움

부정적 자극

내용

이론적 근거

서퍼가 웹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Jacoby, Chestnut & Silberman 1977 ; Shlinger,

광고를 보고 느끼는 광고의 유익한

1979 ; Shimp, 1981; Gupta, 1995; Pollay &

정도
광고가 기분좋은 메시지를 준다거나

Mittal, 1993; Ducoffe, 1996
Pollay & Mittal, 1993; Shimp 1981; McQuail,

재미있는 내용인 경우 서퍼는 기업이

1983; Hawkins, 1994; Aarker & Gronne, 1996;

나 상품에 대해 긍정적일 수 있음
광고의 기법이 괴롭힘을 준다거나 모

Mitchell & Olson, 1981; Ducoffe, 1996

욕적이람쳔 광고주는 서퍼로부터 원
하지 않는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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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yser, 1973 ; Aaker & Bruzzone, 1985 ;
Hawkins, 1994; Ducoff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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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서퍼의 성격유형

사이버브랜드의 구축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통
제변수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을 소개하였으
며 박기남(2000c)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에

과거 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의사결

따른 멀티미디어 활용방법이 마케팅효과에 유

정자의 성격유형에 따라 위험성향이 다르게 나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를 발표하였다.

타난다는 것을 보였다(Henderson & Nutt, 19

웹 서비스는 다양한 언어적 메시지의 표현형

80; Behling et al., 1980; Haley & Stump,

식이 나타날 수 있는데 기존의 인쇄, 전파매체

1989; Nutt, 1986; 강태건과 조성구, 1996). 한

와 비교할 때, 웹 서비스가 갖는 매체적 특성

편 Sirrka & Todd(1997)는 인터넷 구매환경과

은 광고분량의 제한이 없다는 것과 목표시장

관련된 서퍼들의 지각된 위험을 경제적 위험,

이 명확하다는 것으로 대표되는데 이러한 특

사회적 위험, 성과 위험, 개인적 위험, 사생활

징은 인터넷 메시지의 내용상 충실성을 요구

위험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인터넷 구매환경이 주는 위험이 서퍼

하여 정보의 양과 질적 가치, 신뢰성, 정확성,

의 개인적 성격유형과 관련이 될 수도 있다는

전문성과 풍부성까지도 요구한다.
웹 서비스의 커뮤니케이션이 설득적이기 위

것을 의미하며 인터넷 구매환경이 갖는 본질

해서는 내용성(정보의 내용)과 표현성(이미지

적인 위험의 반응이 성격유형에 따라 다르게

의 표현), 실용성(직접판매의 편의제공)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의사결정과학(decision science)과 정보시스템

모두 필요하다(Intel corp. internetMCI 참조;

(information system) 분야에서는 개인성격에 관

이두원, 1997).
대부분의 웹 사이트가 <표 4>의 3가지 커뮤

한 연구가 일찍부터 이루어져왔고 대부분 융의

니케이션 유형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

분류학을 이용한 MBTI(Myers-Briggs Type In-

의 강약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웹

dicator)방법을 이용해왔다(Mason & Mitroff,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1973; Mitroff & Kilmann, 1976; Mackenny &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텍스트를 기반

Keen, 1974).

으로 하여 컨텐츠의 설명을 강조하는 정보 전

국내 사회학, 심리학, 행동과학, 인지과학 등

달형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그림이나 애니메이

여러 분야에서 이미 학문적으로 받아들이고

션을 기반으로 이미지적 표현을 강조한 이미

있는 융의 MBTI척도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지 전달형 그리고 완전히 광고와 판매만을 목

수행된 MBTI 연구에서 이 척도가 매우 중요

적으로 직접판매를 부추기는 판매촉진형 커뮤

하며 충분히 객관성이나 과학성을 가진 유용

니케이션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한 도구라는 실증연구 결과를 보여왔다(김정
<표 5>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과 내용

메시지 종류

내용

텍스트기반의

자사의 기업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정

정보제공

보를 제공함

그래픽기반의

정서적 이미지를 통하여 자사의 기업

이미지제공
에니메이션기반의

이미지에 긍정적 반응을 유도함
직접적인 판매유도 메시지를 제공하

판매촉진

여 구매를 촉진함

이론적 근거
Gupta(1995), Ducoffe(1996) Jacoby, Chestnut
& Silberman (1977), Hauser, Urban &
Weinberg(1993), Smith(1993)
Quelch and Klein,1996; 이두원,1997; 하헌국,
1997
Barker&Gronne(1996), Thomsen(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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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MBTI의 구성요인
구성차원

선호도의 방향과 점수

(E)외향적(extroversion)

(I)내향적(introversion)

EI 선호도

(S)지각형(sensing)

(N)직관형(intuition)

SN 선호도

(T)사색형(thinking)

(F)감성형(feeling)

TF 선호도

(J)판단형(judgment)

(P)인지형(perception)

JP 선호도

태 & 심혜숙, 1993).

구분한다. MBTI는 이러한 구조를 따라서 여

심리학자 융의 세가지 성격유형은 첫째 사람

덟 개의 차원으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 세상과 연관되는 방식, 둘째 정보를 취하는

각 개인의 성격유형은 결국 INTJ(구성차원

방식(인식방식) 셋째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판

의 머릿글자의 조합)와 같은 선호의 결합으로

단방식;의사결정 스타일)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Kilmann(1977)

성격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로 구분하는 것이

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식방식과 정보처리 방

고 두 번째는 인식방식이 오감과 객관적 데이터

식만을 이용하여 성격의 유형을 ST, NT, SF,

에 의존하는 지각형(sensing)과 육감을 통해 개

NF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념화 하는 직관형(intuition)으로 구분한다.
판단방식은 논리와 분석을 이용하는 사색형
(thinking)과 감정과 가치판단을 이용하는 감

Ⅲ. 연구모형

성형(feeling)으로 구분된다. 융은 정보의 수집
을 지향하는 인지적(perception) 방식과 정보
의 처리를 지향하는 판단(judgement)방식으로

위의 <그림>은 웹 서비스품질이 기업이미지

<그림> 웹 서비스품질이 사이버 기업이미지 구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
정 보제공 서비스 품질
외 관

독립 변수

완전성
신뢰성
고 객지향성
신속성
사이버 기업이미 지

오락성

성 장 이 미지

첨단 /혁신 이 미지

성가심

행 동 이 미지
사회 공헌 이미지

커 뮤니케이 션 전 략
정 보제공형

조절 변수
기업인지 정도

통제 변수

이미 지 제공 형
구 매촉진형
성격 유 형
지각 /사색형
직관 /사색형
지각 /감성형
직관 /감성형

8

지각된 웹 서비스품질이 기업 이미지 구축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행위 의도
구매 의도

종속 변수

광 고제공 서비스 품질
유익함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연구모형이며 세

단을 대상으로 먼저 실제세계에서 쌓인 기존의

부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기업이미지 구성요인의 크기를 측정하고 두 번

는 첫째 웹 서비스품질의 두 가지 구성 요소

째 단계로 대상자들에게 웹 서비스를 공개하여

인 정보제공 서비스품질과 광고제공 서비스품

1주일동안 E-mail을 보내고 상세한 제품정보를

질의 구성차원을 도출하고 이들이 사이버 기

읽어보고 관련 그림파일을 다운(down) 받아

업이미지의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보는 등 충분히 웹 서비스 품질상태를 파악하

둘째 웹 서비스 제공 시 활용되는 커뮤니케
이션 전략유형을 통제변수로 활용하면서 이것

게 한 다음 기업이미지 구성요소의 크기를 웹
기반 설문지를 통하여 다시 측정하였다.

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

설문대상으로 선정된 웹 사이트는 비슷한 내

째 Kilmann(1977)의 MBTI분석을 통하여 웹

용의 전자제품을 다루는 사이트들로 12곳을

서퍼의 성격유형을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통제

선정하였고 설문기간 동안 신문광고나 TV광

변수로 하고 웹 서퍼의 성격유형이 기업이미

고의 노출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3곳은 실

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웹 서비스품질

본 연구의 설문 참여자들은 남녀 학생, 주부

의 효과만을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외생

및 직장인으로 2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

조사하였으며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피험자들

략유형과 서퍼의 성격유형을 통제변수로 사용

과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

하였으며 그 밖에 조절변수로는 실험 전 기업

인 참여자 6명의 데이터를 제거한 후 총 214

에 대한 인지의 정도를 이용하였다.

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본 조사에 이용된 표본은 인터넷 사용
인구의 모집단에 가깝게 하기 위하여 남녀의

Ⅳ. 연구방법

비율을 80대20으로 할당하여 추출하였다. 연령
별로는 20대가 62%로 가장 많고 30대가 27%,
10대는 11%가 포함되었다. 이들 중 82%가 미

4.1 서베이의 개요

혼이었으며 직업별로는 57%가 학생, 35%가
직장인, 2%가 주부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네티

웹 서비스의 품질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

즌의 분포에 비해서 학생의 비중이 높은 것으

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인터넷 설문이 실시

로 나타났다. 웹 기반의 설문지 작성에 걸린

되었다. 실험 대상자의 선정은 먼저 설문대상

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기업의 웹 광고나 홈페이지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설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또한 설문대상기업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는 집단(미인지집단)과 그 기업을 잘 인

4.2.1 기업이미지

지하고 있는 집단(인지집단)으로 구분하여 기

기업이미지는 기존의 기업이미지 조사연구에

업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른 효과의

서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으며 새로운

차이를 분석하였다(조절변수).

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첨단/혁신 이미지, 고객

설문과정은 첫 단계로 앞에서 나누어진 두 집

보호 이미지, 기업성장 이미지 그리고 사회봉사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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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이미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판단하

을 이용하였다. 사용된 항목들은 <표 12>의 광

였다. 따라서 기존연구에서 각각의 요인에 비교

고 서비스품질 요인분석에 제시되어 있다.

적 일관되게 포함되고 가장 적합하고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4 - 5개씩 추출하였

4.2.3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

다. 그러나 ‘노사문제', ‘세계적 경쟁력', ‘역사와

웹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

전통'과 같이 웹 서비스를 통하여 알 수 없거나

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정보전달을

중요성이 낮은 항목들은 배제하였다.

목적으로 하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최종적으로 조사에 사용된 요인별 측정항목

형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을

은 첨단/혁신적 이미지로 ‘전산자원활용', ‘첨단

기반으로 이미지 표현을 강조하는 이미지 제

기술', ‘기술수준', ‘혁신기술의 수용성'의 4개

공형 커뮤니케이션 전략, 판매만을 목적으로

항목을 사용하였고 고객보호 이미지로 ‘고객서

사이트를 구성하여 노골적인 직접판매만을 부

비스', ‘고객과의 약속이행', ‘고객문제에 관심정

추기는 판매 촉진형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그

도', ‘공정한 거래의 실시'의 4가지 항목을 이용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구분을

하였다. 또한 기업성장 이미지는 ‘이윤증가',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자 5명의 의견을 종합하

‘주식을 소유하고 싶은 정도', ‘매출증가', ‘근무

여 정보 제공형, 이미지 제공형, 판매 촉진형

하고 싶은 회사', ‘고품질의 제품/서비스'의 5가

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지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사회공헌 이미지는
‘교육/사회복지에 기여정도', ‘대중문화 발전에

4.2.4 성격 유형과 구매의도

기여정도', ‘환경보호노력', ‘국가경제기여'로 4

성격유형 측정항목은 MBTI 설문항목이 사

개의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용되었다(Kaiser & Bostrom,1981). 모든 성격
유형은 각 5개씩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

4.2.2 정보제공 서비스품질과 광고제공 서비
스품질

었다. 사색형의 경우 논리성, 분석을 좋아함,
친분에 연연치 않음, 이성적 일처리, 이론적임

제2장에서 웹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소를 정보

을 통하여 측정하였고 지각형의 경우 신중성,

제공 서비스품질과 광고제공 서비스품질로 구

세부적인 일에 관심, 현재를 위해 삶, 전문인

분하였다. 이 두가지 구성요소는 서비스품질의

의 성격, 사실에 입각한 사고를 통하여 측정하

개별차원들로 구성되는데 개별차원은 각 구성

였다.

요소의 세부 항목들을 요인분석 한 결과이다.

또한 감성형의 경우에는 서정성, 정열, 따스

정보제공 서비스품질은 Watson et al. (1998)

함, 인간적임, 감정이나 감각을 소중히 함으로

이 정보시스템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데 사용

측정하였고 직관형은 미래지향성, 여러 가지

하였던 22개의 측정항목을 웹 서비스에 적합하

일에 관여함, 새로운 방법의 시도, 우유부단함,

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세부항목은 <표 11>

이상주의 성격의 항목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의 정보제공 서비스품질의 요인분석에 제시되
어있다.

성격유형의 판단은 피험자가 4가지 성격유형
에 해당되는 각 5개씩 20개의 항목을 읽고 종

광고제공 서비스 품질요인은 Ducoffe(1995)

합적으로 귀속여부를 스케일을 통하여 측정한

가 정의한 광고가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인터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성격유형

넷 광고의 서비스품질 측정하기 위한 9개 항목

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또 지각형과 직관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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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사색형과 감성형은 서로 반대방향의 성

이미지를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격유형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서 자신의 성격과
가까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대부분
의 마케팅 연구에서처럼 구매의도는 향후 구

Ⅴ. 실증분석

매의사를 7점척도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4.2.5 자료 분석방법

5.1 기초 분석결과

자료 분석은 사회과학의 연구자료를 분석하기
에 적합한 통계 프로그램인 SAS6.12와 SPSS8.0

정보제공 서비스품질 차원과 광고제공 서비

그리고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인 LISREL8.0을 이

스품질 차원의 측정항목에 대한 단일 차원성

용하였다. 기초 통계처리기법으로 평균 및 빈도

(unidimensional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단

분석,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이 이용되었으며 그

위별로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

밖에 t-test분석, ANOVA분석 그리고 쌍체비

ysis)을 수행하였다. <표 7>은 확인요인 분석결과

교(paired t-test)분석이 사용되었다.

를 요약한 표이다. 분석결과 각 요인의 단일 차
원성이 입증되었으며 신뢰도도 0.6이상으로 나타

웹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인과 사이버 기업이
미지 구성요인 간의 관계분석은 회귀분석이 이

나서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되었다. 이때 웹 서비스품질의 정보제공 서비
5.2 요인 분석 및 신뢰성 분석

스품질과 광고제공 서비스품질은 요인분석 결
과로 도출된 요인점수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과

기업이미지 구성요인이 기존의 연구결과에 기

서퍼의 성격유형은 더미변수(dummy variable)

반하여 본 연구자가 가정한 네 개의 차원으로 구

로 코딩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였는데 커뮤니

분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총 17개 항목을 요인

케이션 전략유형은 정보형 커뮤니케이션 전략

분석 하였다. 일반적인 기업이미지 구성요인을

을 기준으로 더미코딩(dummy coding)하였고

규명하기 위하여 12개 사이트의 모든 사례를 합

서퍼의 성격유형은 사색/지각형을 기준으로

산하여 분석하였다(사례수 214 × 12 = 2568).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4개요인을 사전에 설정

더미코딩하였다. 또한 실험 후에 측정된 기업

<표 7> 전체 연구단위들에 대한 확인요인분석 결과
연구개념

정보제공
서비스품질

광고제공
서비스품질

연구단위와 척도

요인부하치
(t-value)

웹 서비스 외관

1,0000

정보 완전성

0.718(6.324)

연구단위 신뢰도

전체모형의 결과
X2=22.06
d.f.=19

0.647

P=0.00007

기업 신뢰성

0.456(4.840)

고객 지향성

0.570(4.725)

GFI=0.91

신속성

0.365(4.194)

AGFI=0.82

유익함

0.918(6.314)

오락성

1.000

부정적 자극

-0.428(-3.078)

RMSR=0.13
0.851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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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Varimax방법에 의

요인 1은 ‘성장이미지'로 요인 2는 '고객보호

한 회전요인분석 결과 2개 요인 이상에 높은

이미지'로 요인 3은 ‘사회공헌이미지'로 그리고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 및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 4는 ‘첨단이미지'로 명명하였다. 요인별 측

항목을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요인분석한 결

정값은 각 요인별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사용

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하였다. 또한 각 요인들의 신뢰성을 고찰하기 위

최종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설명해 주

하여 chronbach 알파값을 분석한 결과 0.83이상

는 총 변량은 73.3%였고 3개 요인이 설명해 주

으로 측정되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 못하는 정보의 손실량은 26.7%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이윤증가', ‘주식소유', ‘매출증가',

5.3 웹 서비스 노출 전과 후의 기업이미지
차이분석

‘근무희망', ‘고품질제품'의 5개 항목이 채택되었
고 <요인 2>는 ‘고객서비스', ‘약속수행', ‘고객문
제관심', ‘공정거래'의 4개 항목이 선정되었다.

먼저 웹 서비스 제공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

<요인 3>은 ‘교육/사회복지', ‘대중문화공헌'의 2

여 웹 서비스 노출 전과 후의 기업이미지 구성

개 항목이 그리고 <요인 4>는 ‘전산자원활용',

요인들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표 9>는 실험에

‘첨단기술활용'의 2개 항목이 추출되었다.

참가한 모든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웹 서비스가

<표 8> 최종 요인분석 결과
항목/이미지

요인 1

요인 2

요인 3

이윤증가

0.800978

0.249243

0.084746

0.269761

주식소유

0.796372

0.161157

0.115329

-0.01108

매출증가

0.77042

0.16741

0.119921

0.2720.76

근무희망

0.759863

0.209091

0.088599

0.066318

고품질제품

0.675

0.313995

0.009504

0.266156

고객서비스

0.17846

0.831789

0.141452

0.190457

약속수행

0.355198

0.763789

0.178479

0.034342

고객문제관심

0.347719

0.747046

0.189181

0.152684

공정거래

0.106012

0.601113

-0.01595

0.148915

교육/사회복지

0.058734

0.156164

0.925419

0.07199

대중문화공헌

0.180822

0.110694

0.888094

0.154185

전산자원활용

0.169055

0.140751

0.12892

0.896049

첨단기술활용

0.290492

0.302248

0.126948

0.802638

Eigenvalue

3.341611

2.600898

1.808559

1.781184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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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4

Chronbach a

0.8747

0.8114

0.8550
0.8355

<표 9> 웹 서비스 노출 전과 후의 기업이미지의 차이분석

기업이미지

노출 전

노출 후

차이평균

표준오차

T값

첨단/혁신적 이미지

4.148

4.596

-0.448

1.102

-4.726**

성장적 이미지

4.129

4.373

-0.244

0.722

-3.923**

고객지향적 이미지

4.143

4.424

-0.281

0.726

-4.507**

사회공헌 이미지

3.348

3.648

-0.300

1.055

-3.304**

구매 의도

3.948

4.178

-0.230

0.105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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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기 이전에 측정한 기업이미지의 크기와

목들을 추출하여 직각회전에 의한 사전적 주

웹 서비스를 이용한 후의 설문에서 측정한 기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정보제공 서비스품

업이미지의 크기의 차이를 쌍체비교(paired t-

질의 경우 22개의 항목이 모두 타당성을 갖는

test) 한 결과이다.

것으로 나타났으며 22개 항목 중 5개 주요인

분석결과 모든 기업이미지의 구성요소에서

의 고유치(eigenvalue)가 1이상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 웹 서비스

또한 5개의 주요인이 전체분산에서 차지하는

의 제공이 기업이미지 개선에 유효한 효과가

설명력이 76.8%로 나타났으며 전체22개 서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품질차원 중에서 22개 척도들이 모두 5개의

<표 10>은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을 기업인

주요인들 중 하나에 가장 높은 적재량을 보여

지 집단과 기업미인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

추후분석에서는 5개의 요인점수 값을 직접 이

단에서 웹 서비스 제공이 기업이미지 개선에 유

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1>은 정보제공 서비

효한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미인지집

스품질을 요인분석 한 결과이다.

단이 인지집단보다 유의한 개선효과가 있는 것

광고제공 서비스품질의 경우에도 구성항목들

으로 나타나서 웹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훌륭한

을 추출하여 직각회전에 의한 사전적 주요인

기업 이미지 개선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9개의 항목 모두 높은

한편 인지집단의 경우에도 기업이미지 구성요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의 척

인 중 성장이미지에 유의한 개선효과가 있었는

도 중 3개가 주요인으로 묶였다.

데 이것은 오프라인의 기업이 웹 서비스를 제공

또한 주요인이 전체분산을 설명하는 정보량

을 시작할 경우 기업의 성장의지로 해석하고 이

이 86%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광고제공 서

러한 이미지가 전달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비스품질의 경우에도 9개의 척도 모두가 3개
주요인 중 하나에 가장 높은 적재량을 보여

5.3 웹 서비스품질이 사이버 기업이미지의

추후분석에서 3개의 요인점수 값을 직접 이용

구축에 미치는 영향

하였다. <표 12>는 광고제공 서비스품질 차원
을 요인 분석한 결과이다.

5.3.1 웹 서비스품질 차원의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웹 서비스품질을 구성하는 항
<표 10> 개별 집단의 노출 전/후 효과의 차이분석
집단 구분

기업인지

기업 미인지

기업이미지

차이의 평균

T값

P값

첨단/혁신 이미지

-0.196

-1.385

0.1705

성장 이미지

-0.163

-1.956

0.0545

고객지향 이미지

-0.087

-1.086

0.2815

사회공헌 이미지

-0.181

-1.557

0.1240

구매 의도
첨단/혁신 이미지

-0.043
-0.712

-0.312
-6.020

0.7560
0.0000

성장 이미지

-0.328

-3.567

0.0007

고객지향 이미지

-0.485

-5.359

0.0000

사회공헌 이미지

-0.424

-3.039

0.0034

구매의도

-0.423

-2.723

0.0080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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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정보제공 서비스품질 요인분석
항목

웹페이지 외관

정보 완전성

기업 신뢰성

고객 지향성

신속성

웹 페이지의 주목도

.818

.186

0.0003

.172

.006

첨단기술의 사용

.688

.285

.192

.173

.001

상품과 기업정보의 조화

.679

.185

.289

.009

.306

웹 디자인

.670

.373

-.108

.125

.270

관심사 반영

.650

.103

.475

.215

-.001

전문 제작지식을 가짐

.614

.358

.238

.164

.104

고객욕구 이해

.596

.153

.448

.263

.003

웹 이용시 안정감

.543

.471

.201

.161

.213

글/그림 완전함

.209

.680

.117

.007

.005

정보내용의 완결성

.201

.678

.435

-.008

.0001

정보제공의 무결성

.294

.653

.003

.181

.352

설계/상품정보 구성의 견고성

.474

.603

.158

.0003

.196

정보 도우미(referance)

.311

.526

.307

.345

.227

약속 기한을 지킴

.004

.369

.762

.002

.201

약속한 서비스는 지킴

.314

.207

.627

.222

.189

개별고객 기억

.008

.005

.101

.832

.159

고객에 관심도

.269

.0003

.117

.827

.127

고객문의에 관심도

.194

.505

.263

.540

.003

미래 서비스의 고지

.361

.217

-.002

.462

.361

고객에 신속한 응답

.003

.202

.114

.155

.753

커뮤니케이션의 용이성

.194

.003

.502

.176

.588

신속한 정보서비스

.360

.132

.405

.239

.469

Eigenvalue

5.304

3.646

3.013

2.572

2.362

% of variance

24.11%

16.57%

13.70%

11.69%

10.74%

<표 12> 광고 서비스품질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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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익성

즐거움

부정적 자극

가치가 있음

0.862

0.183

-0.148

편리함

0.847

0.188

-0.151

적절함

0.837

0.223

-0.159

오락적 요소

0.134

0.926

-0.091

재미있음

0.291

0.837

-0.156

흥미있음

0.396

0.743

-0.197

혼란스러움

-0.183

0.090

0.817

성가심

-0.222

-0.242

0.805

짜증나게 함

-0.105

-0.404

0.748

Eigenvalue

2.884

2.549

2.311

% of variance

32.05%

28.32%

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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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전체에서 웹 서비스품질이 기업이미지 구축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기업이미지 차원

첨단/혁신
성장
이미지
이미지
[1]4.515
4.346
절편
[2](16.103)
(20.451)
0.707**
0.474**
웹페이지 외관
(5.286)
(4.676)
0.365**
0.222**
정보 완전성
(4.053)
93.249)
정보제공
0.172*
0.347**
기업 신뢰성
서비스품질
(1.668)
(4.448)
0.111
0.146**
고객 지향성
(1.161)
(2.010)
0.174**
0.198**
신속성
(2.039)
(3.060)
0.065
0.059
유익성
(0.486)
(0.579)
광고제공
-0.043
0.057
즐거움
서비스품질
(-0.348)
(0.605)
-0.117
-0.015
부정적 자극
(1.223)
(-0.209)
-0.150
-0.017
이미지 메시지
(-0.647)
(-0.098)
커뮤니
케이션전략
-0.107
-0.397**
판매촉진 메시지
(-0.478)
(-2.334)
0.349
0.240
직관 사색형
(1.297)
(1.176)
서퍼의
0.119
0.286
감성 지각형
성격유형
(0.446)
(1.415)
0.303
0.093
감성 직관형
(0.979)
(0.397)
0.502**
0.577**
조정결정계수/(F값)
(10.687)
(14.131)
[1]은 회귀계수 값을 의미하고 괄호 안의 [2]는 t값을 의미함

고객보호
이미지
4.201
(20.945)
0.380**
(3.972)
0.245**
(3.802)
0.486**
(6.591)
0.164**
(2.386)
0.104*
(1.707)
0.100
(1.044)
-0.005
(-0.061)
0.011
(0.165)
0.089
(0.537)
0.140
(0.875)
0.081
(0.422)
0.128
(0.668)
0.204
(0.919)
0.561**
(13.271)

행위적 차원
사회공헌
이미지
2.659
(8.333)
0.289*
(1.900)
0.104
(1.016)
0.139
(1.185)
0.097
(0.891)
0.098
(1.010)
0.191
(1.255)
0.380**
(2.68)
0.070
(0.643)
0.816**
(3.082)
0.41
(1.606)
0.470
(1.534)
0.763**
(2.510)
0.560
(1.590)
0.285**
(4.824)

구매의도
4.293
(17.621)
0.366**
(3.153)
0.200**
(2.563)
0.349**
(3.901)
0.124
(1.490)
0.205**
(2.763)
0.246**
(2.116)
0.212**
(1.961)
-0.056
(0.0678)
-0.237
(-1.175)
-0.345*
(-1.771)
0.420*
(1.796)
0.075
(0.321)
0.171
(0.634)
0.590**
(14.841)

* P< 0.1 , ** P< 0.05

5.3.2 웹 서비스품질이 사이버 기업이미지의
구축에 미치는 영향

하여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
수가 0.45이하로 나타나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실험기업 인지집단과 미인지집단을 구분하여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회귀분석에서 나타

각 집단에서 웹 서비스품질이 기업이미지에

난 변수의 허용오차값(tolerance)과 분산팽창요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웹 서비스품질 차

인값(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이용하여 다

원에서 정보제공 서비스품질과 광고제공 서비

중공선성 유무를 검토한 결과 허용오차값은 0.5

스품질의 구성요인은 주요인분석을 통하여 추

이상, 분산팽창요인값은 2.5이하로 나타나서 다

출된 요인점수 값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은

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없다.

표 13>은 전체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웹 서비스

다만 정보제공 서비스품질과 광고제공 서비
스 품질간의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품질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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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전체에서 웹 서비스품질이 기업이미지 구축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기업이미지 차원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첨단/혁신
성장
이미지
이미지
[1]4.192
4.253
절편
[2](10.757)
(14.893)
1.064**
0.610**
웹페이지 외관
(5.625)
(4.403)
0.477**
0.227**
정보 완전성
(3.822)
(2.481)
정보제공
0.046
0.275**
기업 신뢰성
서비스품질
(0.341)
(2.769)
0.302**
0.292**
고객 지향성
(2.159)
(2.849)
0.133
0.272**
신속성
(1.181)
(3.308)
0.007
0.009
유익성
(0.04)
(0.067)
광고제공
-0.345
-0.134
즐거움
서비스품질
(-1.413)
(-1.058)
-0.109
-0.096
부정적 자극
(-0.786)
(-0.942)
0.054
-0.136
이미지 메시지
커뮤니
(0.17)
(-0.585)
케이션전략
0.051
-0.377*
판매촉진 메시지
(0.166)
(-1.689)
0.616*
0.395
직관 사색형
(1.849)
(1.616)
-0.002
0.614**
서퍼의
감성 지각형
(-0.005)
(2.443)
성격유형
0.404
-0.162
감성 직관형
(0.916)
(-0.500)
0.5807**
0.6453**
조정결정계수/(F값)
(8.031)
(10.235)
[1]은 회귀계수 값을 의미하고 괄호 안의 [2]는 t값을 의미함

고객보호
이미지
3.960
(13.2236)
0.497**
(3.423)
0.184*
(1.922)
0.493**
(4.746)
0.304**
(2.827)
0.120
(1.389)
-0.034
(-0.248)
-0.092
(-0.692)
0.075
(0.702)
0.352
(1.449)
0.351
(1.500)
0.192
(0.749)
0.108
(0.410)
0.020
(0.060)
0.4329**
(4.875)

행위적 차원
사회공헌
이미지
2.681
(5.185)
0.475*
(1.892)
0.215
(1.299)
0.282
(1.572)
0.099
(0.531)
0.072
(0.482)
0.017
(0.075)
0.3
(1.304)
0.132
(0.719)
1.073**
(2.559)
0.598
(1.48)
0.286
(0.648)
0.255
(0.559)
0.581
(0.992)
0.110
(1.685)

구매의도
2.902
(6.120)
0.082
(0.380)
0.157
(1.031)
0.306*
(1.646)
-0.137
(-0.842)
-0.180
(-1.084)
0.370
(1.614)
0.455*
(2.278)
-0.041
(-0.248)
0.021
(0.055)
-0.213
(-0.599)
1.756**
(3.180)
1.414**
(2.769)
0.881*
(1.611)
0.422**
(4.264)

* P< 0.1 , ** P< 0.05

실증분석결과 정보제공 서비스품질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제공 서비스품질차원이라는 것을

웹 페이지 외관이 모든 기업이미지의 구성요

알 수 있다. 한편 광고제공 서비스 품질차원에

인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서는 정보의 유익성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타났다. 또한 정보의 완전성과 기업의 신뢰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즐거움은 사

은 사회공헌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미

회공헌 이미지와 구매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

지의 구성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고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객지향성은 성장이미지와 고객보호 이미지에

통제변수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은 이미지

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속성은

형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정보제공 전략에 비

첨단/혁신과 성장, 고객보호, 구매의도에 유의

해서 사회공헌 이미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한 영향을 미쳤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판매촉진 커뮤

여기서 페이지외관, 정보 완전성, 신속성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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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나친 판매촉진

거움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

전략은 기업의 현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연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되어 성장 이미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통제요인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
에서는 이미지제공 전략이 정보제공 전략에

또한 성격유형에서는 지각/사색형(ST)을 기

비해서 사회공헌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으로 했을 때 첨단/혁신 이미지와 구매의도

보였으며 판매촉진 전략은 전체집단에서와 마

에서 직관/사색형(NT)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찬가지로 성장이미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성/지각형(SF)은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또한 성격유형에서는 지각/사색형(ST)을 기

조사되었다. 이것은 위험에 관한 선행연구와

준으로 직관/사색형은 첨단/혁신 이미지와 구

같이 사색/지각형(ST)이 인터넷의 첨단/혁신

매의도에서 유의한 양의 차이를 보였으며 감

의 이미지나 구매환경의 위험을 크게 인식하

성/지각형의 경우에도 성장이미지와 구매의도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감성/직관

2

조정된 R 는 모든 기업이미지 구성요인들에

형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약 28%에서 58%정

특히 구매환경과 관련하여 인터넷 구매환경

도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의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이 성격유형에 따라

14>는 미인지 집단에서의 웹 서비스품질의 각

서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있

요인들이 사이버 기업이미지의 구축에 미치는

다. 따라서 웹 서비스를 통한 기업이미지 형성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에 서도 서퍼의 성격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실증분석 결과 정보제공 서비스품질 차원에

것을 알 수 있다.
2

서는 웹 페이지 외관의 경우 구매의도를 제외

한편 조정된 R 는 공헌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한 모든 이미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미지 구성요인들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의 완전성과 고객 지향

으며 설명력은 약 11%에서 64%의 설명력을

성의 경우 첨단/혁신, 성장, 고객보호 이미지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는 미 인지집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 신뢰성의 경우

단에서의 웹 서비스품질의 각 요인들이 기업

에는 첨단/혁신, 성장, 고객보호 이미지와 구매

이미지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

를 요약한 것이다.

었다. 신속성은 성장이미지에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실증분석결과, 정보제공 서비스품질 차원에
서는 웹 페이지 외관이 사회공헌 이미지를 제

위 결과는 상표 미인지 집단의 경우 신속성

외한 모든 기업이미지 구성요인에서 유의한

보다는 고객지향성이 기업이미지 개선에 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미인지

완전성과 기업 신뢰성은 첨단/혁신, 성장, 고객

집단의 경우 아직 기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

보호 이미지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속도나 원활함보다

한편 광고제공 서비스품질 차원에서는 유익

는 고객을 안내하고 기억해주며 문의에 관심

성이 고객보호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을 가져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으로

즐거움도 사회공헌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판단된다. 광고제공 서비스품질 차원에서는 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극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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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인지 집단에서 웹 서비스품질이 기업이미지 구축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기업이미지 차원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첨단/혁신
성장
이미지
이미지
[1]4.549
4.250
절편
[2](9.711)
(12.076)
0.586**
0.360**
웹페이지 외관
(2.76)
(2.256)
0.317**
0.203*
정보 완전성
(2.106)
(1.796)
정보제공
0.350*
0.418**
기업 신뢰성
서비스품질
(1.902)
(3.031)
0.111
0.031
고객 지향성
(0.693)
(0.259)
0.164
0.106
신속성
(0.998)
(0.861)
0.022
0.113
유익성
(0.095)
(0.663)
광고제공
0.042
0.229
즐거움
서비스품질
(0.215)
(1.549)
-0.144
0.034
부정적 자극
(-0.877)
(0.277)
-0.240
0.091
이미지 메시지
(-0.639)
(0.321)
커뮤니
-0.215
-0.262
케이션전략
판매촉진 메시지
(-0.613)
(-0.993)
0.066
0.263
직관 사색형
(0.121)
(0.642)
0.268
0.157
서퍼의
감성 지각형
(0.532)
(0.413)
성격유형
0.429
0.348
감성 직관형
(0.819)
(0.884)
0.400**
0.533**
조정결정계수/(F값)
(3.960)
(6.103)
[1]은 회귀계수 값을 의미하고 괄호 안의 [2]는 t값을 의미함

고객보호
이미지
4.241
(13.876)
0.307**
(2.213)
0.304**
(3.097)
0.478**
(3.989)
-0.031
(-0.294)
0.071
(0.659)
0.246*
(1.684)
0.136
(1.060)
-0.071
(-0.661)
-0.120
(-0.492)
0.072
(0.316)
0.277
(0.779)
0.301
(0.915)
0.402
(1.174)
0.666**
(9.909)

행위적 차원
사회공헌
이미지
2.468
(5.176)
0.070
(0.325)
-0.012
(-0.076)
-0.079
(-0.423)
0.056
(0.340)
0.016
(0.095)
0.452**
(1.958)
0.511**
(2.548)
0.029
(0.171)
0.570
(1.493)
0.198
(0.555)
0.920*
(1.688)
1.381**
(2.689)
0.763
(1.431)
0.3848**
(3.791)

구매의도
4.267
(12.223)
0.480**
(2.831)
0.146
(1.308)
0.040
(0.334)
0.088
(0.702)
0.061
(0.607)
0.079
(0.500)
0.065
(0.416)
-0.206*
(-1.657)
-0.303
(-1.068)
-0.564**
(-2.068)
0.562*
(1.883)
0.220
(0.714)
0.233
(0.591)
0.486**
(5.805)

* P< 0.1 , ** P< 0.05

매의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들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약 38%

로 나타났다.

에서 6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사용된 인지정도에

판매촉진 전략이 정보제공 전략에 비해서 구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집단

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구매의도에만 영향

타났고 성격유형에서는 지각/사색형(ST)을 기

을 미치고 기업 이미지의 구축에는 영향을 미

준으로 직관/사색형(NT)의 경우 사회공헌 이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인지 집단

미지와 구매의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 경우 성장, 사회공헌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지각형의 경우에도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인지 집

사회공헌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단에게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효율적으로 활

2

한편 조정된 R 는 모든 기업이미지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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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야 할 것이다.

웹 서비스품질이 기업 이미지 구축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지집단은 광고제공 서비스품질 차원이 미

지의 구축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인지 집단에 비해서 더 크게 기업이미지에 영

분석한 결과 웹 서비스품질의 각 구성 요소들

향을 미쳤고 미인지 집단은 정보서비스 품질

중 웹 페이지 외관이 대부분의 이미지의 구축

차원에서 기업이미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웹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지집단의 경우

서비스품질을 구성하는 기초관문이자 가장 중

기본적인 기업정보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각 기업이

상대적으로 정보제공 서비스품질의 차원들보

웹 페이지를 구성할 때는 주목도, 디자인, 첨

다 광고제공 서비스 품질차원에 더 크게

단기술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심미적, 기술적

영

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요인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미인지 집단의 경우 성격유형에

정보의 완벽성,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따른 차이가 첨단/혁신과 성장이미지에서 나

에 대한 신뢰성, 고객을 보호하고 위하는 정도

타난 반면 인지집단의 경우에는 주로 사회공

및 온라인상의 빠른 서비스와 응답과 같은 웹

헌 이미지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미인지 집단

서비스품질 차원들이 기업 이미지의 구축에

의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

문에 웹 서비스를 통해서 얻는 첨단/혁신 혹

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환경에서 성공적인 기

은 성장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각 성격유형 별

업이미지의 개선과 매출향상을 위해서는 인터

로 차이가 크고 인지집단의 경우 그 기업에

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웹 서비스도 오프라인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개별기

의 서비스처럼 고객을 위한 기업의 많은 노력

업의 정보로 파생되는 이미지차원보다는 사회

과 정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적인 차원에서 그 성격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
으로 생각된다.

광고제공 서비스품질의 차원으로 유익성은
구매의도에, 즐거움은 사회공헌 이미지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광고가 주는 유익한 정보는 정보처리단계를

Ⅴ. 결

론

거쳐서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즐거움을 주는 광고는 웃음
과 유쾌함을 줌으로써 우리 사회를 밝게 해주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정의되지 않았던 웹

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부정

서비스란 용어를 마케팅적 측면에서 새롭게

적 인 자극은 오히려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

정의하고 웹 서비스의 품질을 구성하는 두 가

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터넷에서 광

지 차원으로써 정보제공 서비스품질과 광고제

고를 제공할 때 고객이 성가심을 느끼거나 혼

공 서비스품질을 제시하였다. 정보제공 서비스

란스럽게 해서는 역효과를 가져옴을 시사한다.

품질의 구성요소는 웹 서비스 외관, 정보의 완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성, 기업 신뢰성, 고객 지향성 그리고 고객

전자상거래의 위험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통

신속성으로 분석되었고 광고제공 서비스품질

제하기 위하여 성격유형을 통제변수로 사용하

의 구성요소는 유익함, 즐거움, 부정적 자극으

였고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반응의 차이

로 분석되었다.

를 통제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을

정의된 웹 서비스품질의 차원들이 기업이미

유형화하여 통제변수로 이용하였다.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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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분석결과 인터넷 구매환경의 위험에 대

라서 기업의 인지여부에 따라서 네비게이션을

한 인식이 성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르게 한다든가 제공정보의 내용을 달리하는

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각/사색형이 다른

방법도 훌륭한 마케팅 전략일 수 있음을 시사

성격유형에 비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식

하였다.

과 구매환경의 위험을 크게 인식하여 기업이

본 연구의 한계점은 직접적인 매출정보와 같

미지나 구매의도의 개선이 작은 것으로 나타

은 실측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났다.

것이다. 또한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을 나름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서 마

대로 열심히 통제했지만 100% 통제가 되었을

케팅전략을 입안할 때 성격유형에 관한 정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인터넷 환경에

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

서의 기업이미지나 웹 서비스와 같은 분야의

고 있다. 특히 지각/사색형의 고객보다는 직관

연구가 국내/외에 일천하여 문헌연구를 하는

/사색형 혹은 감성/지각형의 성격유형을 가진

데도 한계가 있었다.

고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로는 인터넷을 통한 기업이미지의
개선이 사이버 브랜드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도 이미지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인터넷 기업의

한 전략유형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전략유

올바른 가치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

형에 비해서 사회공헌이미지에서 유의한 것으

고 인터넷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로 파악되었다. 반면 애니메이션 기반의 판매

있는 기업이미지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촉진의 유형은 텍스트 기반의 전략유형에 비

자 한다. 또한 인터넷 에이젼트 기술을 통하여

해 구매의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효과적으로 기업이미지 개선과 사이버 브랜드

으로 분석되었다.

의 구축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모형을 개

이것은 최근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너무 적극

발하고자 한다.

적이고 공격적인 판매촉진형 커뮤니케이션 전

<논문접수일 : 2000. 9. 6>

략은 오히려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제품 및

<게재확정일 : 2001. 5. 1>

기업으로 비쳐져서 성장이미지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며 구매의도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어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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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Web
Service Quality on Corporation Image and
Purchase Intent
Ki-Nam Park*․Gi-Un Kim**

Abstract
Today's most commercial organizations are attempting to obtain a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a variety of the Web services. The impacts of corporation image based on this web
environment have become increasingly significant for the business success and thus, establishing
the corporation images are emerging as an important strategic issue. Therefore, this paper makes
an experiment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web services quality on the corporation images. The
research model includes three influential variables: the Web service quality, the communication
strategy, and suffers' characteristic. Through the experiment, the variables are proved to be
significant statistically in impacting on the corporation imag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will
be employed effectively in developing Web marketing strategies.
Key Words: Corporation Image, Web Service Quality, Communication Strategy,
Suffers'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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