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분류한 온라인
소비자 집단별 특성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사용행태, 인터넷 쇼핑경험, 인구통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

박 철**
본 연구는 인터넷탐색 가치를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로 구분한 뒤, 이의 고저에 따라 소비자
를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 저실용/고쾌락 가치집단, 고실용/저쾌락 가치집단, 그리고 고실용/고쾌
락 가치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네 집단간에 인터넷 사용행태,
인터넷 쇼핑경험,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인터넷 사용자 500명을 대
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나타났다.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은 여성적 초보 네티즌 집단, 저실
용/고쾌락 가치집단은 대학생 중심의 탐색형 쾌락집단, 고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은 남성 직장인 중
심의 합리적 실용추구집단, 그리고 고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은 전문직/프리랜서 중심의 인터넷 다량
사용자 집단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들 각 집단에 대한 마케팅 관리방안, 연구의 한계와 미래연구방
향을 끝으로 제시하였다.

출은 200억달러(약 24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

Ⅰ. 연구의 배경

되고 있으며, 2004년에는 1,840억달러(약 222조
원)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
최근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는 1천5백만명

자상거래 및 인터넷 쇼핑의 성장세는 급속히 증

에 이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약 2억명이 사용

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에 따르

하는 인터넷은 거대한 가상시장을 조성함으로

면 국내 기업-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규모

써 기존의 거래와는 판이한 전자상거래의 시대

는 1998년 465억원에서 1999년 980억원으로 성

를 열고 있다. 인터넷의 가상시장을 통해 수많

장했으며, 2000년에는 2,160억원, 2003년에는 1

은 이-테일러(E-tailer: Electronic + Retailer)

조 7,1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전산

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자적 혹은 온라인 소매

원이 발간한 2000 한국인터넷 백서에 의하면 국

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소매혁신(retail inno-

내 인터넷 이용자 중 62.6%가 주당 1~3회씩 인

1)

vation)은 전세계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

터넷 쇼핑몰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포레스트 리서치(www.

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험

forrester.com)에 따르면 1999년 인터넷 쇼핑매

이 있는 소비자는 1999년 상반기에는 31.9%였

*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논문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
의 사독자들게 감사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조교수(E-mail : cpark@tiger.korea.ac.kr)
1) 월마트(Walmart)와 같은 혁신적 디스카운트 스토아 체인이 미국전역에 퍼지는데 20년이 걸렸지만, 인터넷 서점 아마존
(www.amazon.com)은 2년밖에 안 걸렸고, 미국에 뿌리를 내린 후 세계전역으로 퍼져가는데는 불과 수주일이 걸렸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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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하반기에는 53.4%로 급증하였다. 현재 우

정간의 관계 (김 훈․권순일 1999), 가상적 유통

리나라에는 약 2,000개 정도의 인터넷 쇼핑몰이

경로에서의 사이버 쇼핑실태 (박 철 1999), 전자

2)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 1999년 인터넷 쇼핑시

상거래의 소비자만족도 (안중호 1998), 전자시장

장규모는 약 98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소비자 태도 분석 (조남재․이금주 1998),

인터넷 기업 외에도 전통적인 소매업체나 민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태도분석 (한

3)

기업이 아닌 공공조직들 도 속속 인터넷 쇼핑

경석․노미현 1998), Flow 개념을 이용한 가상시

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장 소비자 구매의도 결정요인 (한상린․박천교․

이와 같이 인터넷 공간에서 쇼핑행위가 확대

강희일 1998), 전자상거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이제는 실물영역에서

치는 혜택요인과 위험요인 (김상용․박성용

의 소비자에 관한 연구에 못지 않게 가상공간인

1999), 인터넷 정보탐색가치가 인터넷 쇼핑행동

인터넷상에서의 소비자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

에 미치는 영향 (박 철 2000) 등의 연구가 보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되고 있다.

매체가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러 연구들이 최근 인터넷 소비자행동을 규

아직까지 온라인 소비자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

명하기 위해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이 많지 않다 (Maignan and Lukas 1997). 인터

소비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의 특징을 알아

넷 소비자 연구로는 컴퓨터 중재환경에서의 소

본 연구는 미미한 편(c.f. 김 훈․권순일 1999;

비자 선택 (Deighton et. al. 1997), 인터넷에서

Sivadas et. al. 1998; Swaminathan et.al. 1999)

의 소비자 표적화 (Sivadas et. al. 1998), 유통경

이었다. 소비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의 특성

로로서 인터넷에 대한 소비자 수용(Van den

을 분석하는 연구는 인터넷 고객 세분화 전략의

Poel and Leunis 1999), 온라인 쇼핑환경에서의

기초가 된다. 마케팅에서 시장(고객)세분화 변

소비자 의사결정(Häubl 1999; Häubl and Trifts

수에는 인구통계적 변수, 사용행동변수, 심리혜

1999), 인터넷 쇼핑객의 사회경제적, 태도적, 동

택적 변수, 라이프스타일, 가치 등 여러 가지 변

기적 특성 (Donthu and Garcia 1999), 소비자의

수가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치(value)는

온라인 구매행동에서 지각된 경로효용, 쇼핑지

소비자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

향성, 그리고 인구통계변수의 영향 (Li et.al

고 있다 (Sheth et. al 1999). 즉, 소비자가 어

1999), 인터넷 상점에서의 소비자 신뢰에 대한

떤 소비대상(행위)에 대해 어떤 가치를 추구

비교문화연구 (Jarvenpaa et. al 1999), 전자적

하느냐에 따라 구매 및 소비행동은 달라진다

교환에 있어 가상공간의 단순탐색자와 구매자

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구별요인 (Swaminathan et.al. 1999), 사이버쇼

서 온라인 소비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 소

핑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사이버 쇼핑에 대한 지

비자 유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

각위험차이 (Park 2000), 그리고 인터넷 쇼핑에

펴보고자 시도되었다. 인터넷탐색이란 인터넷

서 소비자 탐색과 제품브랜딩(Ward and Lee,

항해 (navigation), 웹브라우징 (Web-browsing)

2000) 등의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서

또는 웹서핑 (Web surfing)이라고 불리는 행

는 인터넷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구매의사결

위로서 컴퓨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프로그램

2) 조선일보 2000년 4월7일자.
3) 고급메달류, 특수용지, 문화예술상품 등을 판매할 조폐공사(www.koreamintntreasury.com), 전국특산물을 판매하는 우체국
(www.epost.go.kr) 등이 인터넷 쇼핑에 뛰어들었고, 서울시(metro.seoul.kr)는 지하철 역사를 인터넷 쇼핑의 물류기지로 활용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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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해 인터넷의 웹사이트를 방문, 탐험하

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는 인간행동에

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터넷탐색 가치란 인

대한 내적 기준이 되므로 각 개인 행동을 정당

터넷 탐색을 통해 소비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화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 가치는 인간행동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지속적 신념이므로 좀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처럼 변화하지 않는 특징도 갖고 있다 (Carman

탐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어떤 구조

1978). 소비자가 소비선택행동을 할 때, 가치의

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해 본다. 둘째, 인

영향력이 행사되는 과정이나 방법 등에 대한 명

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분류한 온라인 소비자

확한 관계규명이 소비자 연구에서는 미진하였

집단별 인터넷 사용행태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다. 이는 가치라는 개념이 실제로 소비자의 인

살펴본다. 셋째,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분류

지 구조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또

한 소비자 집단별 인터넷 쇼핑경험에는 차이

이를 구체화시킨다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이었

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

다 (Clawson & Vinson 1979). 가치관이 다르

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분류한 온라인 소비자

면 행동도 다르기 마련이고 가치체계가 비슷하

집단들은 각각 어떤 인구통계적 특성을 갖는

면 행동도 비슷할 것이다. 소비자 행동의 예측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지표로서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

인터넷탐색 가치가 인터넷 소비자 행동을 설

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알 수 있다

명하는데 유용한 변수인가를 확인해보고, 인터

면 시장세분화, 신제품 개발, 광고매체의 이용

넷탐색 가치에 의해 분류한 각 온라인 소비자

행동 등 마케팅의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집단별 관리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하

것이다 (Vinson, Scott & Lamont 1977; Guth

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

& Vinson 1979).

에서는 인터넷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
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 가치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들로는 로
키치 가치조사(Rokeach Value Survey:1973),
Kahle이 1983년 개발한 LOV(List of Value),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스탠포드 연구소(Stanford Research Institute)
의 VALS(Value and Life Style Program),
그리고 얀켈로비치, 스켈리 그리고 화이트의

2.1. 소비자 가치

모니터

서어비스(Yankelovich,

Skelly,

and

White's Monitor Service) 등이 있다 (Rokeach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는 가치(Value) 변수

1973; Kahle, Beatty, & Homer 1986). 이러한

의 유용성이 제기되고 있다 (Rokeach 1973;

소비자 가치조사 방법은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Carman 1978; Guth & Vinson 1979; Belk

각각 있지만, 소비생활과 관련 없는 인간의 일

1985; Beatty, Kahle, Homer and Misra 1985;

상생활에 관련된 항목이 너무 많고, 가치변수

Munson & McQuarrie 1988; Richins and

가 직접적으로 구매행동을 설명하기에는 무리

Dawson 1992).

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연구는 소비자

어떤 행위에 대한 가치란 그 행위를 통하여

의 소비선택과 관련된 가치를 효율적으로 측

얻을 수 있는 중요하고 원하는 최종목표를 나

정하기 어려웠다 (Beatty, Kahle, Homer and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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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 1985; Beatty, Homer and Kahle 1988;

을 통하여 추구하는 가치 또는 얻을 수 있는

Munson & McQuarrie 1988). 그래서 Sheth,

기대가치에 따라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행동이

Newman, and Gross (1991)는 인간의 가치 중

나 인터넷 쇼핑경험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

에서도 특별히 소비선택에 영향을 기능가치

다. 그러면 인터넷 탐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

(fuctional value), 사회가치(social value), 감정

는 가치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가치(emotional

value),

상황가치(conditional

value), 인식가치(epistemic value)의 5가지의

2.2. 인터넷탐색 가치

가치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치들은 소
비자의 상표선택이나 제품유형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웹서핑(web surfing), 웹브라우징(web
browsing), 또는 인터넷 항해(navigation)라고

Hirschman and Holbrook (1982)은 인간이 가

불리는 인터넷탐색 활동은 소비자가 브라우저

진 소비가치는 문제해결과 획득을 위한 실용적

프로그램(예: 넷스케이프, 익스플로러 등)을

(utilitarian)인 측면도 있지만, 그 차체로 재미

통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웹 콘텐츠를 읽거

를 추구하는 쾌락적(hedonic) 측면도 있다고

나 보거나 듣는 것을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장하였다. 이러한 소비의 실용적 가치와 쾌락

인터넷탐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란 인터

적 가치는 소비(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넷탐색 (웹브라우징)을 통해서 소비자가 추구

으로 보고되고 있다 (c.f. Park 1997). 이렇게

하거나 기대하는 지향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소비가치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연구는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는

실제 쇼핑행동 연구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것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정보를 빠르고 효율

즉, 쇼핑가치를 제품과 서비스의 획득을 위한

적으로 찾게 하는 가치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일(work)의 차원과 즐거움을 얻는 재미(fun)의

그 자체(인터넷 항해)가 무언인가에 몰두하여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들이 많이 보고

재미있고 흥미있게 하는 가치를 제공해 주기

되고 있다(이학식 외 1999; Babin et. al. 1994;

도 한다.

Baumgartner and Steenkamp 1996; Titus and

인터넷은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쇼핑경로로

Everett 1995). Babin et. al. (1994)은 쇼핑행위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인터넷 정

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차원, 즉 과업(work)과

보탐색 행동을 구매결정을 위한 지속적 탐색

관련된 쇼핑가치와 재미(fun)와 관련된 쇼핑가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Bloch et. al (1989)

치를 제시하면서 전자를 의도한 결과의 의식적

은 제품구매를 위한 지속적 탐색활동을 브라

인 추구로부터 발생한 실용적 가치, 후자를 즉

우징 (browsing)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활동에

각적인 즐거움 반응과 관련된 쾌락적 가치로

는 오락의 측면과 정보탐색의 양면이 존재한

분류하였다. 이런 쇼핑가치는 소비자의 점포방

다고 하였다. 이러한 두가지 차원은 인터넷 정

문빈도, 구매액, 충동구매정도와 유의한 관계가

보탐색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제시되고 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Hoffman and Novak (1996)도 그들의 컴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행동이나 인

퓨터가 중재하는 하이퍼미디어(hypermedia)상

터넷 쇼핑행동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서의 네트웍 항해모델에서 네트웍 항해의

가치,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가치와 관련 있을

과정적 특성을 효용적 혜택 추구, 수단지향,

것이라는 데 착안하였다. 즉, 소비자가 인터넷

외생적 동기와 같은 목표지향적인 측면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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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지향, 쾌락적 혜택추구, 내생적 동기 등과

자체가 목적이 되어 몰입하고 재미와 흥미를

같은 경험적(experiential) 측면으로 나누었다.

유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Hoffman and

Raman and Leckenby (1998)는 웹광고사이트

Novak (1996)과 Novak et. al. (1998)의 유동

에 대한 특성을 쾌락주의, 흥미, 그리고 실용

모델(flow model)에서도 인터넷탐색 행동과정

주의로 나누고 이들 세가지 차원이 웹광고 방

에서 발견되는 쾌락적 차원을 한 요소로 제기

문기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였다. 또한

하고 있다. 즉, 인터넷 정보탐색 과정에는 그

Eighmey (1997)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업적

자체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내생적 동기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오락적

유발되는 자기몰입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가치'와 '정보가치'의 요인이 뚜렷이 구분되며,

최근 등장하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표현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흥미있는 맥락 안에 존재

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인터넷탐색 활동은 다른

하는 정보를 얻기 좋아한다고 주장하였다. 따

외생적인 목적추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재미

라서 인터넷탐색의 가치는 과업해결적 실용적

와 몰입을 가져오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인터

측면과 재미추구적 쾌락적 측면으로 대별하여

넷 사용자들이 인터넷탐색을 통해서 쾌락적

살펴볼 수 있다.

가치추구를 중요시하므로 이를 충족시켜 줄

인터넷탐색의 실용적 가치는 소비자가 문제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들

해결을 위해서 외생적 동기에 의해 인터넷탐색

도 제기되고 있다 (박 철 1999; Burke 1997;

을 수단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인터넷

Peterson et. al. 1997; Schwartz 1997, p. 132).

탐색을 통해서 빠르고, 쉽고, 효율적으로 문제

그러므로 인터넷탐색과 관련하여 이러한 실

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실용적 가치와 관련

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의 차원을 구분하고

된 것이다. 인터넷탐색의 실용적 가치와 웹사이

이들이 인터넷 사용행태나 인터넷 쇼핑경험과

트의 평가 또는 인터넷 쇼핑과의 관계를 살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본 몇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Hammond et.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몰 사이

al (1998)은 웹브라우징에 있어서 인터넷 초보

트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

자에 비해 인터넷 다량사용자가 인터넷 정보탐

는 인터넷상에서 소비자의 탐색 행위의 동기

색의 흥미가치보다 정보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와 가치를 파악해야 하고, 이러한 동기와 가치

것으로 주장하였다. Lin (1999)의 연구에서도

가 인터넷 쇼핑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매체)를 사용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본 연구에서는 실

는 동기는 전통적인 TV사용의 동기와는 달리

제 소비자 외부정보탐색 연구(Bloch et. al

오락, 시간 보내기, 흥미보다는 정보수집, 공동

1989)와 실물세계의 쇼핑가치에 대한 연구결

체 형성, 문제해결 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

과들(이학식 외 1999; Babin et. al. 1994;

타났다.

Baumgartner and Steenkamp 1996; Titus

인터넷 탐색의 쾌락적 가치는 인터넷탐색 그

4)

and Everett 1995)을 참조하여 인터넷탐색의

4) 인터넷탐색 가치는 인터넷쇼핑 가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가 정보탐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보
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가치이며, 후자는 인터넷쇼핑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쇼핑행위 특정적 가치이다. 인터넷탐색 가치차
원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가치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나, 인터넷쇼핑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쇼핑 경험자를 대상으
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표본의 선정과 결과의 일반화에 무리가 따른다. 더 나
아가서 본 연구가 인터넷 사용자(네티즌)들을 유형화하고 분류된 집단간의 인터넷 행동 및 인터넷 쇼핑경험의 차이를 분석하
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정행동 가치(예: 인터넷 쇼핑가치)보다는 일반적 가치(예: 인터넷탐색 가치) 차원을 측정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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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의 두가지

미를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분류한 이들 4집단

차원으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의 인터넷 사용행태, 인터넷 쇼핑경험, 인구통
계적 특성 등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2.3. 연구문제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소비
자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즉, 제1

연구문제1: 인터넷탐색 가치차원은 실용적/

유형은 인터넷탐색에 있어 실용적 가치와 쾌

쾌락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락적 가치가 모두 낮은 저실용/저쾌락 가치집

가?

단, 제2유형은 실용적 가치는 낮고 쾌락적 가

연구문제2: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서 분류

치는 높은 저실용/고쾌락 가치집단, 제3유형은

한 소비자 집단별 인터넷 사용

실용적 가치는 높으나 쾌락적 가치가 낮은 고

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실용/저쾌락 가치집단, 그리고 제4유형은 실용

연구문제3: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서 분류

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가 모두 높은 고실용/

한 소비자 집단별 인터넷 쇼핑

고쾌락 가치집단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을 것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서 분류

이다.

한 각 소비자 집단의 인구통계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은 인터넷탐색을 통

적 특성은 어떠한가?

해 실용적인 혜택이나 즐거움의 흥미를 상대
적으로 낮게 추구하는 집단이며, 저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은 실용적인 혜택을 추구는 낮으나 인
터넷탐색 그 자체를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는

Ⅲ. 연구방법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실용/저쾌락 가치집
단은 인터넷탐색의 문제해결적 실용적 혜택은
추구하나 인터넷탐색 그 자체를 즐기고 탐닉하

3.1. 조사절차

는 정도는 낮은 집단이며, 고실용/고쾌락 가치
집단은 인터넷탐색을 통해 실용적인 혜택을 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터넷 사용자들

구하면서도 인터넷탐색 그 자체를 즐기고 재

을 대상으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그림 1]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한 소비자 집단 분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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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실용/저쾌락

고실용/고쾌락

가치집단

가치집단

저실용/저쾌락

저실용/고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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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인터넷 탐색행위

니까?”의 1문항을 어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5

(웹서핑)와 인터넷 쇼핑(쇼핑몰)에 대한 피면

점척도(1=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5=매우도움

접자들의 느낌, 소감, 혜택, 그리고 평가가 집

이 된다)로 측정하였다. 웹사이트 만족도는 5점

중적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설문

척도 (1=매우불만족, 5=매우만족)로, 인터넷

지가 작성되었고, 우리나라 전국에 거주하는

쇼핑사이트 평가도 5점 척도 (1=매우나쁨, 5=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매우좋음)로 각각 측정하였다. 인터넷에 관한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용 설문지를 html

소비자 혁신성은 Goldsmith and Hofacker

문서로 만들어 온라인 설문전문 웹사이트인

(1991)의 항목을 이용하여 4항목(예: 나는 친

QSS(www.survey.co.kr)에 의뢰하여 조사하였

구들에 비해 인터넷을 비교적 먼저 사용한 사

다. 표본은 QSS의 패널을 이용였다. 조사기간

람에 속한다, 나는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를 알

은 1999년 12월 10일-11일 이틀간이었고, 500

게되면 그곳을 꼭 찾아가보는 편이다 등) 의 5

명의 패널이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에게는 QSS

점 리커트척도(1=절대아니다, 5=정말그렇다)

에서 제공되는 마일리지 점수가 부여되었고,

로 측정하였다. 인터넷 쇼핑몰 접속빈도는 “거

응답자 중 10명을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선

의 없음”에서 “거의 매일방문”의 양극단을 두

물을 지급하였다.

고 7점 척도5)를 제시하여 측정하였고, 인터넷
쇼핑빈도는 “한번도 없음”에서 “한달에 2-3번

3.2. 측정변수 및 자료분석 방법

이상”의 양극단을 두고 5점 척도6)를 제시하여
측정하였다. 인터넷 쇼핑 구매의도 역시 “결코

인터넷탐색 가치는 심층면접 결과와 이학식

구매하지 않을 것임”에서 “반드시 구매하겠음”

외 (1999), 박 철(2000), Babin et. al. (1994),

의 양극단을 두고 7점 척도를 구성하여 측정하

Baumgartner and Steenkamp (1996), Titus

였다. 주로방문하는 인터넷 쇼핑몰 유형, 인터

and Everett (1995), 그리고 Hammond et. al

넷 쇼핑몰 방문동기,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1998)의 쾌락적, 실용적 가치척도를 참고하여

구매희망 품목은 명목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외

모두 10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인구통계적인 변수로 응답자의 연령, 성별, 직

구성하였다(표 1참고). 인터넷 사용기간, 1주일

업, 월평균 수입, 그리고 거주지역 등을 측정하

인터넷 이용시간 등은 직접 응답하게 하였다.

였다.

인터넷탐색의 유용도(perceived overall use-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을 거쳐 SPSS를 통해

fulness of the Inernet navigation)란 인터넷 사

통계 분석되었으며, 빈도분석, 분산분석, 요인

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탐색을 하는 행동

분석 등이 주로 이용되었다. 또한 인터넷탐색

(웹브라우징)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에

가치차원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토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인터넷탐색의

하기 위해서는 LISREL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

전반적 유용도는 “인터넷 탐색활동(웹서핑)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귀하께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
5) 구체적으로 ‘1=거의방문안함, 2= 일년에1-2번, 3= 한달에 1번, 4= 한달에 2-3번, 5= 일주일에 1번, 6= 일주일에 2-3번,
7=거의 매일방문’으로 척도점을 구성하였다. 각 척도점은 기존연구들의 결과에서 나온 분포와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
되었다.
6) 구체적으로 ‘1=한번도 안해봄, 2= 1년에 1-2번, 3= 1년에 3-4번, 4= 한두달에 1번, 5= 한달에 2-3번 이상’으로 척도점을
구성하였다. 각 척도점은 기존연구들의 결과에서 나온 분포와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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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본특성

4.4%,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6%, 그리고
제주도 0.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터넷 사용

총 500명의 응답자 중에서 남성은 65.6% (328

기간은 평균 2.93년 (약 3년)으로 나타났고, 1주

명), 여성은 34.4% (172명)이었다. 응답자의 평

일간 인터넷 사용시간은 평균 17.9시간으로 나

균연령은 26.5세로 나타났는데, 10대가 4.2%, 20

타났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 한번이라도 제품

세-25세가 34.2%, 26세-30세가 33.8%, 31세-39

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세가 25%, 그리고 40세 이상이 2.8%의 분포를

70.8%를 차지했다.

보였다. 응답자 중 미혼자는 71.2% (356명), 기
혼자는 28.8% (144명)이었다. 응답자의 직업분
포는 학생이 38.0%, 직장인 40.6%, 프리랜서/전

Ⅳ. 결 과

문직/자영업이 11.2%, 가사 2.8%, 기타가 7.4%
로 나타났다. 학생/가사을 제외한 직업분포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컴퓨터관련이 90명으로 제

4.1. 인터넷 탐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 38명, 서비스업

가치의 차원

18명, 교육관련 15명, 건설업 13명, 금융업 9명,
공무원/군인 8명, 유통업 7명 등의 순으로 나타

인터넷탐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구

났다. 월소득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총응답자의

조를 구분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7.0%, 50-100만원미만이 19.2%, 100-200만원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방식

미만이 32.8%, 200-300만원미만이 9.6%, 그리고

을 사용하였다. 원래 측정된 10개항목 중에서

300만원 이상이 1.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

요인적재량이 0.5하인 2개항목을 제거하였다.

주지 지역분포는 서울특별시 37.4%, 부산광역

추출된 요인들, 아이겐값, 설명된 분산값, 그리

시 10.2%, 대구광역시 4.2%, 인천광역시 4.6%,

고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광주광역시 4.4%, 대전광역시 4.2%, 울산광역

요인1에는 “인터넷탐색은 정보를 빠르게 찾

시 2.4%, 경기도 15.4%, 강원도 2.6%, 충청북도

게 한다,” “인터넷탐색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

1.2%, 충청남도 1.6%, 경상북도 4.2%, 경상남도

는다” 등 인터넷탐색의 실용적인 가치를 나타

<표 1> 인터넷탐색 가치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1: 실용적 가치

요인2:쾌락적 가치

인터넷탐색은 정보를 빠르게 찾게 한다.

측정항목

.823

.062

인터넷탐색을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729

.360

인터넷탐색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723

.111

인터넷탐색은 쉽게 정보를 찾게 한다.

.670

.313

나는 인터넷탐색을 하면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194

.843

인터넷탐색은 복잡한 문제를 잊고 뭔가 몰두할 수 있게 한다.

.056

.840

인터넷탐색을 통해 진귀하고 신기한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다.

.295

.707

나에게 인터넷탐색은 재미있고 즐겁다.

.544

.628

아이겐값
설명된 분산값
Cronbach-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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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1.21

49.2%

15.1%

.774

.816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분류한 온라인 소비자 집단별 특성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사용행태, 인터넷 쇼핑경험, 인구통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

<표 2>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의 특징수 추정결과
특징수

표준화된 추정치

표준오차(SE)

t값

λx11
λx21
λx31
λx41
λx52
λx62
λx72
λx82
Φ21

.672
.800
.582
.672
.827
.685
.669
.485
.345

.000
.084
.078
.080
.000
.056
.056
.064
.040

14.2
11.1
12.6
14.7
14.3
9.1
8.6

내는 4개항목이 묶였다. 요인2는 “인터넷탐색을

구간(Φ±2SE)에 1.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

하면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인터넷탐색은 복

로 이론변수들이 서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

잡한 문제를 잊고 뭔가 몰두할 수 있게 한다”

다(Gerbing and Anderson 1988). 즉, 이론변수

등 인터넷탐색의 쾌락적인 가치를 타나내는 4개

들(실용적 가치, 쾌락적 가치)간의 판별타당성

항목이 묶였다. 요인1의 아이겐값(eigen value)

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전반

7)

은 3.94, 요인2는 1.21로 각각 나타났고 설명된

적 적합도는 카이자승값이 80.8(d.f=18, p=

분산값(% of variance)은 요인1이 49.2%, 요인2

.000), GFI가 .961, AGFI가 .922, RMSR이 .047

가 15.1%로 각각 나타났다. 요인1에 묶인 측정

로 나타났다.

항목 4개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계
수(Cronbach-α)는 .774, 요인2의 4개항목에 대

4.2.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한 온라인 소비자

한 신뢰도 계수는 .816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

집단 분류

은 요인분석을 통해 인터넷탐색 가치의 차원은
크게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 차원으로 구성

실용적 인터넷탐색 가치와 쾌락적 인터넷 탐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실용적 가치요인이 상

색 가치를 이용하여 응답자를 4가지 집단으로

대적으로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하였다. 응답자 분류는 응답자의 실용적 인

한편 이들 두차원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

터넷탐색 가치의 4개 측정항목의 합계를 구하

성을 검정하기 위해 LISREL을 이용한 확인적

고 이 값의 중앙값(median) 16점을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

고실용가치 집단과 저실용가치 집단을 구분하

와 같다. 각 측정항목들과 해당구성개념을 연결

였다 . 쾌락적 가치도 마찬가지로 4개 측정항

하는 람다(λ)계수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목의 합계를 구하고 이 값의 중앙값 15점을 기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각 가치 측정항목

준으로 고쾌락가치 집단과 저쾌락가치 집단을

의 집중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구성개

구분하였다9). 이렇게 하여 4개 집단을 구분해

념들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Φ계수의 신뢰

본 결과,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은 155명

8)

7) 아이겐 값의 기준값은 1.0으로 하였으며, 이는 최소한 한 요인이 한 개이상의 변수에 해당되는 변량(variance)을 설명해야 한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8) 저쾌락가치 집단의 쾌락가치 평균값은 13.3 (n=209), 고쾌락가치 집단의 쾌락가치 평균값은 17.5 (n=291)이었고, 분산분석결
과 F값 770.3, p=.000으로 나타나 이들 두 집단간의 쾌락가치 평균값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9) 저실용가치 집단의 실용가치 평균값은 14.4 (n=285), 고실용가치 집단의 실용가치 평균값은 18.3 (n=215)이었고, 분산분석결
과 F값 661.1, p=.000으로 나타나 이들 두 집단간의 실용가치 평균값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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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저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은 130명 (26%),

각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고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은 54명 (10.8%), 그리고

다 (F=5.85, p < .01). 주당 인터넷 사용시간

고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은 161명 (32.2%)로 나

평균값에 있어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은 14.1

타났다.

시간, 저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은 17.5시간, 고
실용/저쾌락 가지집단은 17.2시간, 그리고 고실

4.3. 온라인 소비자 집단별 인터넷 사용행태
차이

용/고쾌락 가치집단은 22.2시간으로 각각 나타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7.69, p < .001). 5점 척도로 측정한 인터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분류한 4집단은 인

넷탐색 유용도 평균값에 있어서는 저실용/저

터넷 사용행태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가를

쾌락 가치집단이 4.03, 저실용/고쾌락 가치집단

살펴보기 위하여 인터넷 사용기간, 주당 인터넷

이 4.32, 고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이 4.59, 그리

사용시간, 인터넷탐색 유용도, 웹사이트 만족도,

고 고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이 4.72로 각각 나

10)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소비자 혁신성 을 종속

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변수로 하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F=36.2, p < .001). 5점 척도로 측정한 웹사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네집단

이트 만족도 평균값에 있어서는 저실용/저쾌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락 가치집단이 3.32, 저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이

(그림 2, 3 참고).

3.60, 고실용/저쾌락 가지집단이 3.76, 그리고

인터넷 사용기간 평균값에 있어 저실용/저쾌

고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이 3.85로 각각 나타나

락 가치집단은 2.67년, 저실용/고캐락 가치집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0.4,

은 2.69년, 고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은 3.56년,

p < .001).

그리고 고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은 3.17년로 각
<표 2> 인터넷탐색가치에 의한 소비자 집단별 인터넷행동차이

인터넷 사용행태
인터넷사용기간(년)
주당인터넷사용시간
인터넷탐색 유용도
(5점척도)
웹사이트 만족도
(5점척도)
인터넷 혁신성
(20점만점)
각 집단의 평균값에 표시된

전체응답자
(n=500)
2.93

저실용/

저실용/

고실용/

고실용/

저쾌락집단

고쾌락집단

저쾌락 집단

고쾌락 집단

(n=155)

(n=130)

(n=54)

(n=161)

a

2.67

a

a

2.69

a

b

3.56

a

F값

b

5.85**

b

3.17

17.9

14.1

17.5

17.2

22.2

7.69***

4.39

4.03a

4.32b

4.59c

4.72c

36.2***

3.61

3.32a

3.60b

3.76c

3.85c

20.4***

15.8

14.9

c

15.5***

a b c

a

b

15.9

b

15.8

16.6

는 쉐페검증에 의한 다중비교 결과임(유의수준 α=.05).

** p < .01, *** p < .001
1)0) 소비자 혁신성을 측정한 4개 변수는 요인분석결과 1개의 요인으로 묶였고(아이겐값 2.20, 변량의 퍼센트 55.1%), 내적 일관
성을 살펴본 신뢰성 검증에서도 4항목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0.722로 나타나 단일차원이 확인되었다. 분산분석에서는 4항목의
총점을 종속변수의 값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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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척도의 4개항목으로 측정한 인터넷에 대
한 소비자 혁신성 점수(20점 만점) 평균값에

4.4. 온라인 소비자 집단별 인터넷 쇼핑경험
차이

있어서는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이 14.9, 저실
용/고쾌락 가치집단이 15.9, 고실용/저쾌락 가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분류한 4집단은 인

지집단은 15.8, 그리고 고실용/고쾌락 가치집단

터넷 쇼핑경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가를

은 16.6으로 각각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살펴보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 방문빈도, 인터

차이를 보였다 (F=5.85, p < .01).

그리고 각

넷 쇼핑사이트 평가정도, 인터넷 쇼핑몰 구매빈

종속변수의 평균값은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

도,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구매의도를 종속변수

이 가장 낮았고, 고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이 가

로 하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

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와 같이 네 집단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그림 2]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한 온라인 소비자집단별 인터넷행동 차이(1)
5
4.5
4
인터넷사용기간
인터넷탐색유용도
웹사이트만족도

3.5
3
2.5
2
저실용/저쾌락 저실용/고쾌락 고실용/저쾌락 고실용/고쾌락

[그림 3]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한 온라인 소비자집단별 인터넷행동 차이(2)

24
22
20
주당인터넷사용시간
인터넷혁신성

18
16
14
12
10
저실용/저쾌락 저실용/고쾌락 고실용/저쾌락 고실용/고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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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터넷탐색가치에 의한 온라인 소비자 집단별 인터넷쇼핑 경험차이

인터넷 쇼핑경험

전체응답자

인터넷쇼핑몰
방문빈도(7점척도)
인터넷 쇼핑사이트
평가정도(5점만점)
인터넷쇼핑몰
구매빈도(5점척도)
인터넷 쇼핑몰 구매의도
(7척도)
각 집단의 평균값에 표시된

(n=500)

저실용/

저실용/

고실용/

고실용/

저쾌락집단

고쾌락집단

저쾌락 집단

고쾌락 집단

(n=155)

(n=130)

(n=54)

(n=161)

a

b

b

b

F값

4.74

4.23

4.87

4.65

5.14

7.81***

3.26

3.16

3.25

3.26

3.38

2.31

2.68

2.47a

2.56a

2.85a

2.91b

4.15**

4.32

4.03

b

5.68**

a b c

a

a

4.23

a

4.41

4.64

는 쉐페검증에 의한 다중비교 결과임 (유의수준 α=.05).

** p < .01, *** p < .001

림 4참고).

척도로 측정한 인터넷 쇼핑몰 구매의도 평균값

인터넷 쇼핑몰 방문빈도(7점척도) 평균값에

에 있어서는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이 4.03, 저

있어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은 4.23, 저실용/

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이 4.23, 고실용/저쾌락

고캐락 가치집단은 4.87, 고실용/저쾌락 가치집

가치집단이 4.41, 그리고 고실용/고쾌락 가치집

단은 4.65, 그리고 고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은

단이 4.64로 각각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5.14로 각각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차이를 보였다 (F=5.68, p < .01). 그리고 각 종

를 보였다 (F=7.81, p < .001). 5점 척도로 측정

속변수의 평균값은 대체적으로 저실용/저쾌락

한 인터넷 쇼핑사이트 평가정도 평균값에 있어

가치집단이 가장 낮았고, 고실용/고쾌락 가치집

서는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이 3.16, 저실용/

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

11)

고쾌락 가치집단은 3.25, 고실용/저쾌락 가지집

한편 네 집단의 주로 방문하는 쇼핑몰의 유

단은 3.26, 그리고 고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은

형, 쇼핑몰 방문동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

3.38로 각각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고 싶은 품목 등의 특성은 <표 4>와 같이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F=2.31, p= .075).

나타났다12).

5점 척도로 측정한 인터넷 쇼핑몰 구매빈도 평

주로 방문하는 쇼핑몰의 유형에서는 종합몰

균값에 있어서는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이

의 경우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의 비율이, 전

2.47, 저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이 2.56, 고실용/

문몰의 경우는 고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의 비

저쾌락 가치집단이 2.85, 그리고 고실용/고쾌락

율이, 그리고 경매사이트의 경우 고실용/고쾌

가치집단이 2.91로 각각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락 가치집단의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4.15, p < .01). 7점

나타났다. 쇼핑몰 방문동기에서는 ‘제품정보수

11) 이러한 결과는 소비와 관련되지 않은 문항으로 측정된 인터넷탐색 가치와 인터넷 쇼핑경험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
석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근 정보탐색은 인터넷으로 하고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하거나 정보탐색은 오프라인에서 하고
실제구매는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인터넷 정보탐색과 인터넷 구매행동이 별개로 일어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쇼
핑인터넷 탐색가치와 인터넷 쇼핑경험간의 관계는 이들 중간에 다양한 매개변수나 조절변수(예: 제품의 유형, 가격대, 온라
인구매 편의성 등)를 포함하는 추후연구가 진행되어야 좀 더 확실해 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향후 연구에서는 좀더 소비특
정적인 인터넷 쇼핑가치척도의 개발과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이에 대해선 각주4참고).
1)2) 표시된 %는 각 소비자 집단내(within-group)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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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한 온라인 소비자 집단별 인터넷쇼핑 경험차이
5.5
5
4.5
인터넷쇼핑몰 방문빈도
인터넷쇼핑몰 평가정도
인터넷쇼핑몰 구매빈도
인터넷쇼핑몰 구매의도

4
3.5
3
2.5
2
저실용/저쾌락 저실용/고쾌락 고실용/저쾌락 고실용/고쾌락

<표 4> 인터넷탐색가치에 의한 온라인 소비자집단별 쇼핑몰 이용특성

주방문
쇼핑몰유형

저실용/저쾌락집

저실용/고쾌락집

고실용/저쾌락

고실용/고쾌락

단 (n=155)

단 (n=130)

집단 (n=54)

집단 (n=161)

종합몰

32.9%

27.7%

24.1%

26.1%

전문몰

53.5%

55.4%

66.7%

52.8%

경매

13.5%

16.9%

9.3%

21.1%

제품정보수집

14.8%

15.4%

22.2%

16.8%
43.5%

가격할인정보

47.7%

46.2%

44.4%

인터넷쇼핑몰

특이한 것 찾으러

15.5%

13.1%

3.7%

9.9%

방문동기

편리한 구매

15.5%

18.5%

25.9%

25.5%

진귀제품 구매

0%

3.1%

3.7%

2.5%

기타

6.5%

3.8%

0%

1.9%

책/잡지

20.2%

13.8%

25.9%

20.5%
13.0%

항공권/기차표

9.7%

10.0%

11.1%

영화/공연 티켓

21.3%

17.7%

18.5%

17.4%

인터넷쇼핑몰

컴퓨터관련 제품

21.9%

29.2%

25.9%

28.6%

구매희망

음반

14.8%

11.5%

9.3%

8.7%

품목

꽃배달

1.9%

3.8%

0%

1.2%

가전제품

5.8%

9.2%

3.7%

8.7%

식품

1.3%

0%

0%

0%

의류잡화

3.2%

4.6%

5.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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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경우 고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이, ‘가격할

음반의 경우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이, 꽃배

인정보’에서는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이, ‘특

달의 경우 저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이, 가전제

이한 것 찾으러’의 경우 저실용/저쾌락 가치집

품이 경우 저실용/고쾌락과 고실용/고쾌락 가

단이, ‘편리한 구매’에서는 고실용/저쾌락과 고

치집단이, 그리고 의류잡화의 경우 고실용/저

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이, 그리고 ‘진귀한 제품

쾌락 가치집단의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높

구매’에서는 고실용/저쾌락과

게 나타났다.

고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의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4.5. 온라인 소비자 집단별 인구통계적 특성

품목에서는 책/잡지의 경우 고실용/저쾌락 가
치집단이, 항공권/기차표의 경우 고실용/고쾌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분류된 4집단의 성

락 가치집단이, 영화/공연 티켓의 경우 저실용

별, 결혼여부, 직업, 거주지역, 소득, 그리고 연

/저쾌락 가치집단이, 컴퓨터 관련제품의 경우

령 등 인구통계적 특성이 어떠한지 살펴보았

저실용/고쾌락과

다 (표 5참조)13).

고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이,

<표 5> 인터넷탐색가치에 의한 온라인 소비자집단별 인구통계적 특성차이
인구통계특성
성별
결혼여부

직업

거주지역

소득

연령

전체응답자 저실용/저쾌락 저실용/고쾌락
(n=500)

고실용/저쾌락

고실용/고쾌락

집단 (n=155)

집단 (n=130)

집단 (n=54)

집단 (n=161)

남자

65.8%

54.8%

67.7%

79.6%

70.2%

여자

34.2%

45.2%

32.2%

20.4%

29.8%

미혼

71.2%

71.6%

73.8%

70.4%

68.9%

기혼

28.8%

28.4%

26.2%

29.6%

31.1%

학생

38.0%

32.3%

43.8%

40.7%

37.9%

직장인

40.6%

41.9%

36.9%

46.3%

40.4%

프리랜서/전문직/자영업

11.2%

12.9%

10.0%

7.4%

11.8%

기타

10.2%

12.9%

9.2%

5.6%

9.9%

수도권

59.6%

59.4%

60.0%

70.4%

55.9%

영남

24.0%

24.5%

23.8%

18.5%

25.5%

호남

6.4%

6.5%

9.2%

1.9%

5.6%

충정

7.4%

8.4%

3.8%

7.4%

9.3%

강원/제주

2.6%

1.3%

3.1%

1.9%

3.7%

50만원미만

37.0%

35.5%

41.5%

33.3%

36.0%

50-100만원미만

19.2%

19.4%

20.8%

13.0%

19.9%

100-200만원미만

32.8%

33.5%

29.2%

38.9%

32.9%

200-300만원미만

9.6%

9.7%

7.7%

13.0%

9.9%

300만원이상

1.4%

1.9%

0.8%

1.9%

1.2%

19세이하

4.2%

5.8%

3.8%

3.7%

3.1%

20-25세

34.2%

30.3%

37.7%

29.6%

36.6%

26-30세

33.8%

36.8%

34.6%

35.2%

29.8%

31-39세

25.0%

23.9%

20.8%

31.5%

27.3%

40세이상

2.8%

3.2%

3.1%

0.0%

3.1%

1)3) 표시된 %는 각 소비자 집단내(within-group)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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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분류한 온라인 소비자 집단별 특성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사용행태, 인터넷 쇼핑경험, 인구통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

성별에 있어서는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의

비자집단별 인터넷 사용기간, 주당인터넷 사용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45.2%)이 높고,

시간, 인터넷탐색 유용도, 웹사이트만족도, 그

고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의 경우 남성의 비율

리고 인터넷 혁신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79.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방문빈도, 인터

부에 있어서는 고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의 경

넷 쇼핑몰 구매빈도,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구

우 상대적으로 기혼자의 비율(31.1%)이 높게

매의도에서도 4개의 소비자 집단, 즉 저실용/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는 저실용/고쾌락 가

저쾌락 가치집단, 저실용/고쾌락 가치집단, 고

치집단의 경우 학생의 비율(43.8%)이 상대적

실용/저쾌락 가치집단, 고실용/고쾌락 가치집

으로 높고, 고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의 경우 직

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 네

장인의 비율(46.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집단간의 인터넷 사용행태, 인터넷 쇼핑경험,

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저실용/고쾌락 가치집단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6>과

의 경우 호남의 비율(9.2%)이, 고실용/저쾌락

같다.

가치집단의 경우 수도권의 비율(70.4%), 고실용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은 인터넷 사용기간

/고쾌락 가치집단의 경우 충청의 비율(9.3%)이

이 짧고 사용시간도 많지 않은 초보적 네티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있어서는 저

집단으로서, 여성과 고령자비율이 상대적으로

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의 경우 50만원 미만의

높은 집단이다. 할인된 가격의 탐색재14) (특히

비율(41.5%)이, 고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의 경우

영화/공연 티켓, 음반 등)를 판매하는 인터넷

100-200만원미만의 비율(38.9%)와 200-300만원

쇼핑몰이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이

미만의 비율(13.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들에게는 오프라인(off-line) 홍보 등을 통해서

다. 연령에서는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

에는 40세 이상의 비율(3.2%)이, 저실용/고쾌

는 전략이 필요하다.

락 가치집단의 경우 20-25세의 비율(37.7%)이,

저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은 대학생 중심의 저

고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의 경우 31-39세의 비

소득 탐색형 쾌락집단으로서 컴퓨터관련 제품,

율(31.5%)이 상대적으로 각각 높게 나왔다.

꽃배달, 가전제품에 대한 구매의향이 타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잠재고객 집단이므로 지속적인 관

Ⅴ. 논의 및 시사점

계관리(relationship management)가 필요하며,
구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무료 사용쿠폰 제공,
특별촉진가격 제시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온라인

고실용/저쾌락 가치집단은 남성 중심의 합리

소비자를 4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인

적 실용추구 집단으로서 책/잡지, 의류잡화에

터넷 사용행태, 인터넷 쇼핑경험, 그리고 인구

대한 구매의향이 타집단에 비해 높고, 인터넷

통계적 특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터넷탐

구매빈도가 높은 실질 고객집단이다. 이들에게

색의 가치는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로 구

는 흥미위주의 마케팅전략보다는 이들의 인터

분되었다.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한 온라인 소

넷 구매빈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다양한

1)4) 제품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품질의 확인이 가능한 제품

소비자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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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편리한 구매방법 제시, 구매마일리지

항공권/기차표, 컴퓨터 관련 제품의 구매의도

제공 등의 실리를 보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가 타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들에게는

마지막으로 고실용/고쾌락 가치집단은 인터

실리제공과 이울러 흥미유발 등의 마케팅 프

넷 사용기간과 주당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고

로그램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단골로

인터넷 혁신성이 높은 인터넷 쇼핑에 있어 핵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들의 고객데이터

심적 로열고객(loyal customers)층이라고 할

를 충분히 활용하여 고객보다 앞서 구매제안

수 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관심과

을 하고, 제품에 대한 개인화(personalization)

구매의도, 실제 구매빈도가 다 높고, 전문직/프

수준을 높여주며, 구매빈도가 높은 고객에게는

리랜서의 비중, 경매사이트 방문빈도, 그리고

확실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표 6> 온라인 소비자집단별 종합적 특성비교
저실용/저쾌락

저실용/고쾌락

고실용/저쾌락

고실용/고쾌락

가치집단

가치집단

가치집단

가치집단

- 인터넷 사용기간이 짧
고 사용시간도 적음
인터넷
사용행태 특성

- 인터넷 혁신도나 웹사
이트 만족도도 낮고
인터넷탐색 유용도도
낮은 편임
- 인터넷 쇼핑몰 방문빈
도, 평가점수, 구매빈
도, 그리고 구매의도
가 가장 낮음
- 종합몰 방문빈도가 다
른 집단에 비해 높은

인터넷
쇼핑관련 특성

편임
- 가격할인정보를 얻기
위한 동기가 높고 영
화/공연 티켓, 음반의
구매의향이 높은 집
단임

- 인터넷 사용기간과 사 - 인터넷 사용기간이은
용시간이 비교적 작음
- 인터넷탐색 유용도도
낮은 편임

가장 길지만 사용시
간은 중간정도임
- 웹사이트 만족도와 인

- 웹사이트 만족도나 인

터넷 혁신성, 인터넷

터넷 혁신성은 중간정

탐색 유용도는 비교적

도임
- 인터넷 쇼핑몰 방문빈
도는 중간정도이나 구
매빈도는 낮고, 구매
의도도 낮은 편임
- 쇼핑몰 방문동기 중 진
귀제품 구매 비율이
타집단에 비해 높음
- 컴퓨터 관련 제품과
꽃배달, 그리고 가전
제품에 대한 구매의
향이 타집단에 비해
높은 편임

- 주당 인터넷 사용시
간이 가장 많고, 인
터넷 혁신성이 높음
- 인터넷탐색 유용도,
웹사이트 만족도가

높음
높은 편임
- 인터넷 쇼핑몰 방문빈 - 인터넷 쇼핑몰 방문
도와 구매의도는 중간

빈도가 가장 높고,

정도이나 구매빈도는

구매빈도과

높은 편임

도가 높음

구매의

- 제품정보수집, 편리한 - 경매사이트 방문비율
구매, 진귀제품 구매

이 타집단에 비해 상

가 타집단에 비해 높

당히 높은 편임

게 나타난 쇼핑몰 방 - 쇼핑몰
문동기임.
- 책/잡지, 의류잡화에
대한 구매의향이 타

방문동기는

편리한 구매라는 비
율이 타집단에 비해
높은 편임

집단에 비해 높게 나 - 항공권/기차표, 컴퓨
타남

터관련 제품의 구매
의향이 타집단에 비

- 여성비율과 프래랜서/ - 미혼자, 학생, 호남거주 - 남자, 직장인, 수도권
인구통계적

자영업, 19세이하, 40

자, 50만원 미만의 소

거주자, 고소득층, 30

특성

세 이상의 비율이 타

득, 20-25세의 비율이

대의 비중이 타집단에

집단에 비해 높음

타집단에 비해 높음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종합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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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적 초보

대학생 중심의 탐색형 남성 직장인 중심의 합

네티즌 집단

쾌락집단

리적 실용추구집단

해 높은 편임
- 기혼, 전문직/프리랜
서, 충청/호남/강원/
제주, 30대 비중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음
전문직/프리랜서 중심
의 인터넷 다량사용자
집단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분류한 온라인 소비자 집단별 특성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사용행태, 인터넷 쇼핑경험, 인구통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

구결과는 인터넷탐색 가치를 통해 가상공간의

Ⅵ. 결 론

소비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인터넷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기업들에
인터넷은 이제 어떤 기업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인터넷 마케팅 전략, 특히 인터넷 소비자

유통경로로 정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

세분시장 전략 및 목표시장 전략에 유용한 시

넷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만도 벌써 60만명에

사점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15)

육박하고 있고 , 예스24․알라딘 등 인터넷

그러나 본 연구는 인터넷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점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통서점을

하는 초기연구이기 때문에 몇가지 한계점을

16)

위협하고 있다든지 , 각종 연극․영화․스포

가지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

츠관람 등의 인터넷 예약구매 비중이 높아진

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7)

다든지

하는 소식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을

첫째, 변수의 측정에 있어 다항목이 아니라,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우리생활 속

단일항목으로 측정한 변수들(예: 인터넷탐색

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소비자 연구

유용도, 웹사이트 만족도, 인터넷 쇼핑사이트

도 실물공간 시장에서의 소비자 뿐 아니라, 가

평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측정의 신뢰성

상공간 시장에서의 온라인 소비자에도 초점이

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항목 측정은 피

맞추어져야 한다. 가상시장의 소비자인 인터넷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 구성개

사용자(네티즌)의 특성을 분류하고, 그 세분시

념인 인터넷탐색의 쾌락적, 실용적 차원에 대

장을 확인하는 작업이 효과적인 인터넷 마케

한 더 정교한 측정항목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

팅 전략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인다. 이들 항목개발에 따라 이들 두 차

본 연구는 온라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원은 좀 더 세분화된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

있을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인터넷탐색 가치

터넷탐색 가치를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

차원은 이들 두 차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

로 구분하고, 이 가치의 고/저에 따라 소비자

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좀 더 심층적

집단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

인 연구가 필요하다.

류된 네 집단, 즉 저실용/저쾌락 가치집단, 저

둘째,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분류한 4집단

실용/고쾌락 가치집단, 고실용/저쾌락 가치집

이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의 중앙값을 기

단, 그리고 고실용/저쾌락 가치집단간에는 인

준으로 분류하여 다소 인위적일 수 있다. 이러

터넷 사용기간, 주당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한 인위성을 극복하기 위해 통계적 집단유형

탐색 유용도, 웹사이트 만족도, 인터넷 혁신성,

화 기법인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나 AID

인터넷 쇼핑몰 방문빈도, 인터넷 쇼핑몰 구매

(Automatic Interaction Detector) 분석기법 등

빈도,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구매의도에서 통

을 사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인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쇼핑가치가 아니

터넷 쇼핑몰 이용특성과 인구통계적 특성에서

라, 보다 일반적인 개념인 인터넷탐색 가치를

도 각 집단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

측정하고 이에 의해 소비자 유형을 분류하였

1)5) 연합통신 2000년 5월 10일자
1)6) 매일경제신문 2000년 5월 12일자
1)7) 조선일보 2000년 5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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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이 점차 보편화된다면

김상용․박성용 (1999), “전자상거래에서의 구매

인터넷탐색 가치보다는 인터넷 쇼핑가치와 같

의도 결정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

이 보다 구체적인 소비자 가치를 측정하여, 개

구, 10(3), 45-66.

별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적 시
사점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네 집단간의 인터넷 사용행

박 철 (1999), “인터넷 및 PC통신을 이용한 사
이버 쇼핑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1, 81-107.

태, 인터넷 쇼핑경험,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2000), “인터넷 정보탐색 가치가 인터넷

단순한 기술적(descriptive) 비교에 그쳤다. 추

쇼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마케팅

후연구에서는 이들 다른 변수들의 비교나 변

연구, 15 (1), 143-162.

수간의 인과적인 모형개발과 검증이 필요할

안중호 (1998), “전자상거래 활용에 대한 소비자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각 집단간에 인터넷

만족연구: PC통신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경

마케팅자극에 대한 정보처리과정, 태도변화,

영논집, 32(4), 194-208.

구매 의사결정 과정 등과 관련된 변수간의 차

이학식․김영․정주훈 (1999), “실용적/쾌락적

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소

쇼핑가치와 쇼핑만족: 구조모델의 개발과 검

일반적인 인터넷탐색 가치가 인터넷 쇼핑(태

정,” 경영학연구, 28(2), 505-538.

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

조남재․이금주 (1998), “전자시장에서의 소비자

들간에는 다양한 중재․매개변수(예: 인터넷

구매태도 분석,” 한국경영정보학회 ’98 춘계학

쇼핑에 대한 지각된 위험, 소비자의 지각된 시

술발표회 논문집, 47-49.

간압박,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특성 등)가

한경석․노미현 (1998), “전자상거래 역기능 개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변수들을 연결한 보다

선을 위한 주요 실패요인 분석,” 경영정보학연

인과적인 연구모형의 개발과 검증이 필요할

구, 8(1), 103-123.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가치와 행위를 통합하

한상린․박천교․강회일 (1998), “Flow개념을

는 보다 종합적인 모델(holistic model)의 개발

이용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소비자 구매의도

18)

결정요인 분석,” 1998 한국마케팅학회 추계학

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술발표회 논문집, 41-55.

은 소비자학자들이 계속 추구해야 하는 가치
<논문접수일 : 2000. 6. 19>

Babin, Barry J, William R. Darden, and Mitch

<게재확정일 : 2000. 11. 4>

Griffinn (1994), “Work and/or Fun: Measuring Hedonic and Utilitarian Shopping
Valu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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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ification of Online Consumer Group by the
Web Navigation Value
Cheol Park*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characteristics of online consumer groups by values of Web navigation.
Consumer values of Web navigation divided into two factors; the utilitarian and the hedonic.
Online consumer groups were classified four groups by the two dimension; high utilitarian and
hedonic, low utilitarian and hedonic, high utilitarian and low hedonic, and low utilitarian and high
hedonic groups. Through an online survey, 500 samples were completed. Ther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of Internet usages, Internet shopping experiences, and demographics among four online
consumer groups. The study presents empirical evidence that consumer values on the Web
navigation are relevant constructs in classifying online consumers. The marketing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nd further researches were suggested.

Key Words: Internet marketing, online consumer, consumer value, hedonic value, utilitarian
value, customer segmentation, online shopping.

* Assistant Professor of Marketing, Dept. of MIS, Korea University

52

인터넷탐색 가치에 의해 분류한 온라인 소비자 집단별 특성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사용행태, 인터넷 쇼핑경험, 인구통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