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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인터넷을 어느 정도 이용하게 될지 그 가능성을 추정한
12개 제품 군별 사이버 거래지수(CTI ; Cyber Transaction Index)를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 거래지
수 추정을 위해서 Forrester Research(1996)에서 개발한 테크노그래픽스(Technographics) 관련 태도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이 변수들로서 도출한 개별 소비자들의 정보기술 태도 요인 4개 중 2개 요인
이 인터넷 쇼핑의 이용도를 추정하는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제시된 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사이버 거래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
을 제시하고 있다.

Ⅰ.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CTI분석을 통해 제품군 별로
인터넷 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요의
가능성을 추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인터넷을 통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쇼핑의 활용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개

주는 통계 중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총

별 소비자의 정보기술에 관한 태도요인으로

수요 중 제품군 별 거래비중, 즉 인터넷 쇼핑

Forrester Research(1996)에서 개발한 테크노

이용자가 주로 어떤 제품을 많이 구매했는가

그래픽스(Technographics)의 측정항목을 적용

이다. 그러나 제품군 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

을 통틀어 발생하는 전체 수요 중에 과연 어

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

느 정도의 비중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하고 있다.

가를 집계한 통계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제품군 별로 전체 수요 중에서 인
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구매가 어느 정도인지

II. 문제의 제기

를 수집한 후, 개인 소비자의 정보기술에 관한
태도요인을 가지고 향후 전체 소비자들이 각
제품군의 구매경로로서 인터넷을 어느 정도까

인터넷 마케팅의 도입 초기 학자들과 기업의

지 이용하게 될지 그 가능성을 지수화한 사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던 주제 중의 하나는 사이

버 거래지수(CTI ; Cyber Transaction Index)

버 거래 혹은 “e-business"의 수용가능성이라고

를 추정하고 있다.

할 수 있다. 2000년 5월 국내 7개 대행사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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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biz의
가능성
[ e -biz
의 가능성
]

(그림 1)

제품
(아날로그/디지털)

e -biz

점포
(아날로그/디지털)

유통
(아날로그/디지털)

동으로 실시한 CPR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거래

사이버 거래는 제품 및 배송이 어떤 차원에

아날로그

속하든지 점포 형태가 전통적인 형태 즉, 아날

(Analog) 제품들의 경우 유통채널에서 사이버

로그가 아닌 디지털 형태인 경우를 말한다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 즉 제품별 인터넷 쇼핑

(Wigand 1997). GVU 조사(Toon 1996)에 따

몰 주 이용율은 1% 미만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르면 인터넷을 통한 제품 구매의 핵심적인 편

이러한 상황에서, (1)향후 소비자들의 사이버

익으로 소비자가 꼽은 내용은 1)접촉의 용이

거래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2)제품 측면

성, 2)낮은 가격, 3)주문의 용이성, 4)정보의

에서 봤을 때, 현재 대부분 아날로그 점포

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유

(Analog Store)에 의존하고 있는 아날로그 제

통경로로서 인터넷이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장

품들이 새로운 유통 채널인 디지털 점포(Digital

점으로 일주일 내내 원하는 정보를 기다릴 필

Store),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얼마만

요가 없음(24시간 동안 활용가능성, 즉각적인

큼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며, (3)사이

만족) 상호 작용성(고객이 정보의 흐름을 통

버 거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제하면서 수집이 가능한 점) 등이 제시되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루

있다(Hoffman and Novak 1996).

의 이용 경험율은 8.8%이지만,

어져 왔다(Urbaczewski, and Jessup, and
Wheeler 1998).

그렇지만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터넷을 통한 제품의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

사이버 거래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그

가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oley

림 1>에서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생

and Sutton 1998).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제한

각해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는 그 가능성을

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웹

제품(Product), 점포(Store), 배송(Delivery)으

상의 공급상보다 여전히 전통적인 공급상을

로 나누어 각 차원마다 가능한 형태의 거래를

선호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소비의 증가 추

아날로그(analog) 및 디지털(analog)의 두 가

세가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 추세보다 훨씬 낮

지 형태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있다(Whiston,

고(Toon 1996), 다수층인 인터넷에의 후발 참

and Stahl, and Choi 1997).

여자가 조기 참여자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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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덜 하고 있고(Global Internet Project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조사에 비

1997), 전통적인 점포를 통한 구매에 비해 인

해 무작위 표본추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오

터넷을 통한 구매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에 따

프라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소비자 프로파

른 위험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 조사(CPR : Consumer Profile Research)

(Jasper and Quellete 1994, Van den Poel and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

Leunis 1999).

제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구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요인

첫째, 전체 수요 중에서 인터넷 쇼핑에 대한

을 찾기 위해 Van den Poel and Leunis(1999)

수요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들

에서는 리스크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환불

의 사이버 거래 가능성은 어떻게 추정

보장, 유명 상표의 제공, 할인된 가격의 제공

되며, 주요 제품별로 그 추정치는 얼마

과 같은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

인가.

며, Jarvenpaa, and Tractinsky, and Vitale.

둘째, 소비자들의 사이버 거래 가능성을 추

(2000)은 인터넷 쇼핑몰의 평판 및 규모에 대

정함에 있어 테크노그래픽스들의 역할

한 소비자 지각이 인터넷 구매에 미치는 영

은 무엇인가.

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와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제품들이 많이 거래되는 지

III. 사이버 거래지수의 추정과정

를 분석하여 그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인테
넷 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조사
기관과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

TRA(Theory

of

Reasoned

Action)

및

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한국전산원 1998, For-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하면

rester Research 1996).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를 하고자 하는 소

본 연구에서는 세 차원으로 대별되는 거래의

비자의 ‘의지적 행위(volitional behavior)'는 ’행

유형 중 제품 차원의 형태는 아날로그이나 점

동 의도(intention to act)'에 의해 결정된다

포차원의 형태는 디지털인 경우의 거래형태에

(Ajen and Fishbein 1980). 한편 TRA연구에서

대해 국내에서의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구매자의 구매의도에

다시 말하면 소비자와 주로 전통적인 경로를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터넷 구매와 관련된 태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날로그 제품

도요인 및 과거의 구매 행위 자체가 될 것이다.

이 인터넷 쇼핑몰 이라는 디지털 점포를 통해

과거의 구매 행위는 매개효과(mediated effect)

소비자와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진

및 직접효과(direct effect)를 통하여 구매의도

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진단하는 과정에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

서 선행적으로 검토되는 인터넷 구매관련 소

정하고자 하는 사이버 거래 지수(Cyber Trans-

비자들의 태도결정 요인으로 테크노그래픽스

action Index : CTI)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

를 활용하였다. 결론부분에서 본 연구는 향후

면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현재의 구매행

사이버 거래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

위가 향후의 구매의도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

의 핵심적인 테크노그래픽스를 어떻게 관리하

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각 제품의 사이버 거

여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래 현 수준을 파악해야 하고, 동시에 사이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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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이버 거래지수의 추정 Flow

CTI = Wn * CTI_N + Wf * CTI_F
CTI : Cyber Transaction Index (사이버 거래 지수)
CTI_N : Cyber Transaction Index _Now (현재 상황을 반영한 사이버 거래 지수)
CTI_F : Cyber Transaction Index_Future(향후 가능성을 반영한 사이버 거래 지수)
Wn : CTI_N 의 가중치
Wf : CTI_F 의 가중치

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 사이버 구매 의도를

1. 자료의 수집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별 사이버 거래의 현 수

본 연구는 전국 6대 광역시 및 중소도시에 거

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Gemunden(1985)의 제

주하는 만 13~59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안대로 각 제품 카테고리별 구입 경험자를 대

국내 7개 광고 대행사가 매년 5월에 공동으로

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구입율을 측정

실시하는 CPR(Consumer Profile Research) 데

하였으며, 향후 사이버 거래를 통한 구매 의도

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에는 Forrester Re-

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소비자의 테크노그

search에서 개발한 소비자를 분류하는 테크노

래픽스 중 사이버 거래 경험여부에 유의미한

그래픽스 변수(Technographics variables)와 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태도 요인을 통

12개 제품(속옷, 캐주얼의류, 스포츠화, 화장품,

한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다.

유아복/아동복, TV/VTR, 비디오카메라, 음향

구체적으로 사이버 거래지수의 도출 과정은
위의 <그림 2>와 같은 Flow로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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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컴퓨터/PC, 에어컨, 세탁기/냉장고, 가정
용 가구)의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이용실태가 포함되어 있다.

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단계별 사이버 거래 지수 추정

상대적 CTI_Nk = CTI_Nk /Max(CTI_Nk)

1) CTI_N

<표 1>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아날로

CTI_N은 구매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

그제품의 경우 유통경로 중 사이버 거래가 차

통경로 중 인터넷 쇼핑몰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나

추정한 값으로 정의된다. 제품의 구매 경험율

타나고 있다.

이나 유통경로 중 인터넷 쇼핑몰이 차지하는

메라, 컴퓨터/PC의 사이버 거래 비중은 높은

비율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

편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CTI_N을 살펴

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면

반면 타 제품에 비해 비디오카

비디오카메라,

컴퓨터/PC,

음향기기,

TV/VTR, 가정용 가구, 에어컨, 화장품, 속옷,
CTI_Nk = (∑Iki)/nk

스포츠화, 유아복/아동복, 캐주얼의류, 세탁기

CTI_Nk : k번째 제품의 CTI_N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Iki : i 번째 응답자의 k번째 제품 구입시 인
터넷 쇼핑몰 주 이용 여부

2) CTI_F

(1: 이용 / 0 : 이용안함)

본 연구는 Forrester Research(1996)에서 제

nk : k번째 제품 구입 경험자 수

시한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 및 능력 변수를
활용하여 개별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

위의 지수산출 공식을 바탕으로 총 12개 제

한 개인의 태도 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 요인

품의 CTI_N을 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분석에 의해 추출된 태도 요인이 인터넷 쇼핑

<표 1>에서 상대적 CTI_N이란 총 12개 제

몰 구매 경험 유무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미도

품의 CTI_N의 상대적인 크기를 반영한 지수

를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한 후, 역으

<표 1> 품목별 CTI_N
제품

CTI_N(%)

상대적 CTI_N

속옷

0.127

0.148

캐주얼의류

5.1867e-4

0

스포츠화

0.1028

0.120

화장품

0.1566

0.182

유아복/아동복

0.0963

0.112

TV/VTR

0.3898

0.454

비디오카메라

0.8591

1

음향기기

0.4734

0.551

컴퓨터/PC

0.7403

0.62

에어컨

0.1577

0.184

세탁기/냉장고

5.3106e-4

0

가정용가구

0.3377

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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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이버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기술 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의 결과
요인

F1

F2

F3

F4

요인별 해당문항 (적재치)

신뢰도 계수 요인정의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0.703)
정보통신 관련 기사를 꼼꼼히 읽는다(0.701)
필요한 정보라면 기꺼이 돈을 내서 산다(0.677)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0.650)

α=0.7305

앞으로는 컴퓨터를 모르면 생활이 매우 불편해질 것이다
(0.774)
컴퓨터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한다(0.705)
개인용 컴퓨터는 생활 필수품이다(0.647)
정보통신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 준다(0.516)
대면접촉 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편리하
다 (0.783)
인터넷/PC통신을 하루라도 이용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0.747)
정보통신과 관련된 신제품을 남보다 빨리 구입한다(0.607)
컴퓨터를 사용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0.758)
PC통신/인터넷으로 대화하는 것은 인간적이지 않다
(0.712)

α=0.6619

요인설명
정보화시대라는 새로
정보화에 운 시대적 흐름 (네트
대한
워크 세상)을 따라가
관심과 기 위해서 보이는 노
노력
력과 관심 (시 간, 돈,
노력의 적극적 투자)
새로운 시대적 흐름은
정보화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
편익에대 한 시대적 조류에 대
한 믿음 해 나타내 보이는 긍
정적인 반응

α=0.6643

사이버 세상에 깊이
정보화의 빠져있으며, 어느 정도
과잉
중독 증세까지 보이는
태도

α=0.6094

정보화라는 새로운 흐
정보화의
름(네트 워크 세상)에
부정
대한 부정적 태도

로 그 모형을 활용해 개별 소비자들의 각 제

수용과 관련된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

품군별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하이테크 제품을 구매

추정하였다.

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구매한 제

여기서 각 제품의 향후 사이버 거래 가능성

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인터넷

을 측정할 수 있는 CTI_F는 다음의 네 단계

쇼핑몰의 이용 가능성의 추정에는 경제적 능

를 거쳐 구해진다.

력 보다는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CPR의

[1 단계] 태도 관련 요인의 추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태도관련 요인의 도출에는 테크노그래픽스
변수 중 개개인의 태도와 관련된 13개 항목을

정보수집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편이다.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더 발달된 정보화사회가 오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다.

추출되었으며, 이 중 3개 요인의 신뢰성 계수
가 Nunnally(1978)가 제시하는 허용치인 0.7보
다는 다소 낮으나 탐험적 연구에서의 허용치

핸드폰의 부가기능 사용(전자수첩,폰메일)에 능숙하다.
PC통신/인터넷을 통해 정보수집을 하는 편이다.
나는 컴맹이다 (역문항).
나는 인터넷이나 정보 기술에 관한 용어에 익숙하다.

인 0.5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에 의한 총분산의 설명력은 57.8%이며, 추출된

위의 항목들의 평균으로 능력지수, 즉 인터

4개 요인의 문항과 적재치, 요인에 대한 정의

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척

와 설명을 하면 <표 2>와 같다.

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 단계] 능력 변수의 척도화

able_m = (∑ ai) i=1,‥,6

테크노그래픽스 변수 중에 하이테크 제품의

able_m : 전반적 능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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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i=1,‥,6) : 정보관 중 능력관련 항목

(정보화의 부정)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두 변수를 제거한 후

[3 단계] 향후 인터넷 쇼핑몰 이용 가능성
예측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가 유의하고, 적
합도 또한 높은 모형을 구할 수 있었다. 추정

본 연구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소
비자들이 향후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가능

가능한 대안적 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
면 <표 3>과 같다.

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다. 종속변수는 쇼핑몰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

의 이용/이용안함의 두 가지 값만을 가지므로

넷 쇼핑몰 이용을 추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이 아닌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선정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Sultan, and
Farley, and Lehmann 1990).

<표 4>의 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인터넷 쇼핑
몰 이용 가능성에 대한 예측모델은 다음과 같

[3 단계]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

이 표현된다.

여 앞의 [1 단계]에서 구한 4개의 태도 관련
요인점수(f1, f2, f3, f4)와 능력지수(able_m)

p=exp(-2.7501+0.2221*정보화에 대한 관심

를 설명변수로 하고 현재 쇼핑몰 이용 여부를

과 노력+0.1225*정보화 과잉+0.8276*능력

종속변수로 하여 항후 인터넷 쇼핑몰 이용 가

지수)/{1+exp(-2.7501+0.2221*정보화에

능성(p)을 추정하였다.

대한 관심과 노력+0.1225*정보화 과잉

이때, 각 변수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미치는 영

+0.8276*능력지수)}

향의 정도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모든 독립
변수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태도관련 요인점수는

위 모델을 볼 때, 인터넷 쇼핑몰 이용 가능

이미 표준화된 것이므로, 능력지수(able_m)만

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태도관 중에는 '정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능력지수 able_m_s 을

보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요인점수, '정보화

설명변수로 사용했다.

과잉'의 요인점수 그리고 '능력지수' 이다. 이들

5개의 독립변수(태도관련 4개 요인점수과 능

세 변수는 모두 쇼핑몰 이용에 정(+)의 영향

력지수)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

을 미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세

시한 결과, f2(정보화 편익에 대한 믿음), f4

변수 중 '능력지수'가 쇼핑몰 이용율에 가장

<표 3> 인터넷 쇼핑몰 이용 가능성 추정을 위한 logistic regression 결과
모형적합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f1,f2,f3,f4
able_m_s
p1
f1,f2,f3
(인터넷
able_m_s
쇼핑몰이
f1,f3,4
용 경험
able_m_s
여부)
f1,f3
able_m_s

추정값(p-value)

-2lnλ

Good of
Fit

x2

3118.7

6186.6

441.9

3120.3

6188.9

440.2

3118.9

6194.2

441.7

3120.5

6196.0

440.1

f1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
0.2429
(0.0001)
0.2268
(0.0003)
0.2378
(0.0001)
0.2221
(0.0003)

정분류율

f2
f3
(정보화편 (정보화
익에 대한 과잉)
믿음)

f4
able-m_s
(정보화 (전반적
부정) 능력지수)

0.0248
(0.6606)
0.0235
(0.06678)

-0.0664
(0.2041)

0.1367
(0.0135)
0.1256
(0.0125)
0.1334
(0.0149)
0.1225
(0.0235)

-0.0660
(0.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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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테크노

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 요인이 인터넷

그래픽스보다는 인터넷 환경에 적응할 수 있

쇼핑몰 이용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

는 능력이 인터넷 쇼핑몰 이용에 더 많은 영

났다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테크노그래픽스에 의한 태도요인이 향후 인

[4 단계] 제품별 향후 사이버 거래 가능
지수(CTI_F)

터넷 쇼핑몰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정보화 편익에 대한 믿음' 요인이나 '정보화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부정' 요인은 쇼핑몰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하여 각 제품별로 향후 사이버 거래 가능성을

미치지 않으며,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

나타내는 CTI_F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

요인과 '정보화의 과잉' 요인이 쇼핑몰 이용에

다. 우선, 인터넷 쇼핑몰 이용 예측 모델에 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 추정한 쇼핑몰 이용 확률(p)의 크기에 따

한 소비자의 정보화 과잉 요인 보다는 소비자

라 6000명의 소비자를 혁신자, 조기 수용자, 조

<표 4> 인터넷 쇼핑몰 이용 가능성 추정 모형

Ⅰ. 로지스틱 회귀모형 정의
p=exp(β0 + β1X1 + β2X2 + β3X3) / { 1 + exp(β0 + β1X1 + β2X2 + β3X3)}
p : 인터넷 쇼핑몰 이용확률
X1 :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요인점수
X2 : 정보화 과잉의 요인점수
X3 : 표준화된 능력지수
II. 추정량
β0 = -0.2701(0.0) / β1 = 0.221(0.0003) / β2 = 0.1225(0.0235) / β3= 0.8276(0.0)
III. 모형 적합도
-2lnλ = 3120.511
χ2 = 440.073
정분류율 (overall) = 91.27%
Predicted

아니오

아니오

예

5475

524

Observed
예
Correct Percent

0
100%

1
0.19%

overall
91. 27%

* 유보샘플(holdout sample) 1017개(17%)를 이용한 모형의 Cross Validation:
Hit Ratio ;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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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터넷 쇼핑몰 이용가능성 추정을 위한 Cut-Off Value p

기 다수자, 후기 수용자, 최후수용자로 나누기

쇼핑몰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것으로, 향

로 한다(Rogers 1995). 신제품 수용곡선은 제

후 가능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CTI_F의 정의

품별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각 제품의 구입

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 쇼핑몰 시

자가 서로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장이 모든 조기 수용자(전체 소비자의 16.0%)

라 각 제품의 구매자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까지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CTI_F에 대한 추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제품별로 서로 다른 수

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p의 임계치는 0.1592로

용곡선을 가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6000명을

결정할 수 있다.

바탕으로 하나로 통합된 신제품 수용곡선을
가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5월 CPR 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

다시 정리하면, 각 제품별 향후 사이버 거래
가능성 지수 CTI_Fk는 <표 5>의 셀 ①과 셀
②의 비율 합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쇼핑몰 이용 경험율은 8.8%이므로 현재 인터
넷 쇼핑몰 시장은 조기 수용자의 초기 단계까

<표 5> 임계치에 따른 인터넷 이용의사
Predicted

지 전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

예

아니오

(p ≥ 0.1592)

(p 〈 0.1592)

예

①

③

아니오

②

④

한 현 상황을 반영하여, 한 소비자의 향후 인
터넷 이용 여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p의
임계치(Cut-Off Value)를 결정하였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경험

p의 임계치 결정시에는 Rogers(1995)에서 고
려한 신제품 수용 곡선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추정된 p값을 서로 대응시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된 CTI_F를 12개 제품에 대하
여 구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을 보면, 제품별로 향후 사이버 거래의

위 <그림 3>에서 보는 것 처럼, 현 인터넷 쇼

가능성을 반영하는 CTI_F는 컴퓨터/PC가 가

핑몰 이용율 8.8%에 해당하는 p값인 0.21672을

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화, 캐주얼 의류, 속

향후 인터넷 쇼핑몰 이용 가능성의 판단 기준

옷, 음향기기, 비디오카메라, 화장품, TV/VTR,

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인터넷

에어컨, 유아복, 가정용 가구, 세탁기 순으로 높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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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2개 제품군별 CTI_N
제품

CTI_N(%)

상대적 CTI_N

①+②의 비율

속옷

16.0

0.925

캐주얼의류

16.2

0.936

스포츠화

16.3

0.942

화장품

15.5

0.896

유아복/아동복

13.8

0.798

TV/VTR

15.4

0.890

비디오카메라

15.9

0.919

음향기기

16.0

0.925

컴퓨터/PC

17.3

1

에어컨

14.6

0.844

세탁기/냉장고

3.7

0.214

가정용가구

7.5

0.434

다. 또한 세탁기/냉장고 나 가정용 가구의 경우

넷 쇼핑몰 이용의지에 대한 확률이 추정된

는 타 제품에 비해 CTI_F가 매우 낮은 수준임

Bayesian 확률상황에서, 이들이 결합된 확률을

을 알 수 있다. 즉, 타 제품에 비해 이들 두 제

측정하는 데는 Bayes-UMVU추정치가 통계적

품의 인터넷 쇼핑몰 수용곡선은 오른쪽으로 치

으로 효율적인 추정값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Bickel & Doksum 1987). 이에 따라 앞에서 구
한 CTI_N과 CTI_F를 바탕으로 CTI는 다음

3) CTI 지수

과 같은 추정치 산출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위에서 각 제품별로 구한 현재와 향후의 사이
버 거래 가능성을 반영하는 CTI_N과 CTI_F

CTIk = Wn x CTI_Nk + Wf x CTI_Fk

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사이버 거래 지수(CTI)

CTIk : k번째 제품의 CTI

를 산출한다. 그런데 모든 제품에서 향후 사이

CTI_Nk : k번째 제품의 CTI_N

버 거래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CTI_F는 10%

CTI_Fk : k번째 제품의 CTI_F

이상인 반면,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CTI_N

Wn = σ2f /{σ2f + σ2k}

은 1%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

Wf = σ n /{σ f + σ k}

이다. 따라서 이들 두 지수를 단순평균 할 경우

σn : CTI_N의 표준오차 추정치

CTI는 현재의 상황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대부

σf : CTI_F의 표준오차 추정치

2

2

2

분 CTI_F를 반영하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TRA 및 TPB이론에

위의 지수 산출 공식을 바탕으로 하여 총 12

기초한 Extended Fishbein Model에 따르는
․․․․
CTI의 추정을 위해서는 Bayes-UMVU(Unifor-

개 제품에 대해 추정한 사이버 거래지수(CTI)

mly Minimum Variance Unbiased) 추정치를

여기서 보면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인터넷 쇼핑몰

한 구매 가능성을 각 제품별로 추정한 사이버

이용수준에 대한 확률이 나와 있고, 향후 인터

거래 지수(CTI)는 비디오카메라, 컴퓨터/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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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7>과 같다.

<표 7> 12개 제품군별 CTI
제품

CTI(%)

상대적 CTI

속옷

0.284

0.188

캐주얼의류

0.110

0.073

스포츠화

0.221

0.146

화장품

0.342

0.226

유아복/아동복

0.214

0.142

TV/VTR

0.322

0.213

비디오카메라

1.175

0.778

음향기기

0.336

0.222

컴퓨터/PC

1.510

1.000

에어컨

0.348

0.230

세탁기/냉장고

0.115

0.076

가정용가구

0.678

0.449

음향기기, TV/VTR, 화장품, 속옷, 스포츠화,

이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에어컨, 캐주얼의류, 유아복/아동복, 가정용가

한편 태도요인 중 향후 인터넷 쇼핑몰 이용

구, 세탁기/냉장고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
요인과 '정보화의 과잉' 요인이 유의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정보화 과잉' 보다는 정보화

Ⅳ. 분석 결과의 요약

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노력이 인터넷 쇼핑
몰의 구매의사 가능성을 높이는데 보다 큰 영
향을 미치는 태도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거래 가능성의 추

정보기술에 대한 능력이 동일할지라도 정보화

정 모형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이용 가능성에

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테크노그래픽스의 태도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 중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 요인 및

12 개 제품군별 사이버 거래 지수(CTI) 추정

'정보화 과잉' 요인, 그리고 '능력지수' 임을 밝

치를 통해 제품군별 사이버 거래지수의 추정

히고 있다. 세 요인 중에서도 특히 '능력지수'

결과 타 제품에 비해 Digital 성향이 가장 강한

가 인터넷 쇼핑몰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비디오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세상에

의 CTI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향기기

대한 태도'보다는 '네트워크 세상에 적응할 수

(73.8%)나 TV /VTR(67.2%)의 경우도 높은

있는 능력'이 쇼핑몰 이용에 더 많은 영향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제품의 패션 성향이 강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Global

한 화장품(53.9%),

Internet Project (1997)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53.1%)의 CTI 또한 50%이상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조기 참여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기

전자 제품 중에서는 에어컨(51.4%)의 CTI는

술 능력을 갖춘 소비자가 인터넷의 후발 참여

높은 반면 세탁기/냉장고(10.7%)의 CTI는 상

자 보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구매를 더 많

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95.95%)와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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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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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2개 제품의 향후 사이버 거래 지수는

(1997)에서와 같이 정보화의 능력지수 즉, 인터

컴퓨터/PC, 비디오카메라, 가정용 가구, 에어

넷 후발 참여자 또는 조기 참여자 여부가 인터

컨, 화장품, 음향기기, TV/VTR,

속옷, 스포

넷 쇼핑몰의 이용 가능성에 많은 영향을 주지

츠화, 유아복/아동복, 캐주얼 의류, 세탁기/냉

만, 그와 연계된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 요

장고 순으로 나타나, 단지 캐주얼의류와 세탁

인이 인터넷 후발 참여자 또는 조기 참여자 모

기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현 상황과 그 순서

두에게 인터넷 쇼핑몰 이용 가능성을 높여 주

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만, 타 제품에 비해 상용화 된지 그리 오

한편 각 제품군 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래 되지 않았고, 제품의 특성상 디지털적 성향

통틀어 발생하는 전체 수요 중에 과연 어느

이 강한 컴퓨터/PC와 비디오카메라는 현재의

정도의 구매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루어

사이버 거래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지는가를 집계한 보고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높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소비자들의 각 제품군에 대한 전체 수요 중

인터넷 조기 수용층이 많은10대와 20대층의

어느 정도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율이 높으며, 타 제품에 비해 패션적인 성

것인지를 지수화한 사이버 거래 지수를 제시

향이 강한 의류와 제화(캐주얼의류, 스포츠화,

하고 있다. 향후의 사이버 거래 가능성을 추정

속옷)는 현재 대부분을 오프라인 유통에 의존

한 결과를 2000년 현재 유통채널에서 사이버

하고는 있지만 향후 사이버 거래가 차지하는

거래(인터넷 쇼핑몰)가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

비중은 (여전히 오프라인에 비해 매우 미미한

한 결과, 분석 대상인 12개 제품 모두가 현재

수준이지만) 116%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는 1% 미만의 취약한 인터넷 쇼핑몰 이용율

예상된다

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컴퓨터와 비디오

구매될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1%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V. 결 론

있다. 한편 타 제품에 비해 10대와 20대 등 인
터넷 조기 수용층을 타겟으로 하는 의류와 제
화(캐주얼의류, 스포츠화, 속옷)는 향후 사이버

본 연구는 Forrester Research에서 제시한 테
크노그래픽스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개별 소

거래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비자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사이버 거래

본 연구는 사이버 거래지수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

인터넷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능력만

는 TRA 및 TPB이론을 적용하여 모형을 추정

을 고려하고 있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한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의적인 로지스틱 회귀

를 지니고 있다. 보다 정교한 지수의 개발을

모형을 도출하고 있다.

위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인터넷

본 연구는 테크노그래픽스의 태도요인 중 2

쇼핑몰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제반 활

개 요인(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 정보화 과

동(환불보장, 유명상표 취급, 할인된 가격제공)

잉) 및 능력요인이 국내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

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습관, 구매의 편의성,

몰 가능성을 진단하는데 유용한 변수임을 보여

제품의 다양성 등이 미치는 영향이 동시에 반

주고 있다. 아울러 Global Internet Project

영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본 연구에서 추정된

206

테크노그래픽스를 활용한 사이버 거래지수 추정

사이버 거래 가능성 지수는 2000년에 실시된

Inc.

전국규모의 오프라인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Foley, Paul and David Sutton(1998), “Boom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Time for Electronic Commerce - Rhetoric or

이번 연구에서 추정한 사이버 거래 지수의 타

Reality?" Business Horizons, Sep.-Oct., pp.

당성을 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

21-30.

거래지수 추정을 위한 모형을 수립함에 있어
서 기본적인 확산모형의 형태를 전제로 하여

Forrester Research, Inc. (1996), “Technographics Report", (Oct.).

모수를 추정하고 있는 바, 향후 이를 보완하기

Gemunden, H. G. (1985), “Perceived Risk and

위하여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

Information Search: A Meta-Analysis of the

몰 이용에 대한 정확한 확산모형을 추정하는

Empirical Ev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Research in Marketing, 2, (March), pp.

본 연구는 향후 사이버 거래 가능성 추정시

79-100.

향후 구매의사를 가진 집단을 인테넷 쇼핑몰

Global Internet Project(1997), Commerce by

확산 단계상 조기 수용층(early adopters)에 해

Numbers, Web growth report reviewed by

당하는 비율로 가정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니

Computerworld(http://www.computerworld.c

고 있다. 2001년 5월 현재 진행 중인 CPR 조

om.emmerce/); accessed ca. , Nov. 28.

통해 쇼핑몰 이용의 확산 정도를 파악

Hoffman, D. L. and T. P. Novak(1996),

하면, 역으로 확산 단계상 조기 수용층에 도달

“Marketing in Hypermedia Computer Me-

하는데 걸린 시간과 추가적으로 다음의 확산

diated

단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할 수

tion", Journal of Marketing, 60, July, pp.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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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Cyber Transaction Index Based on
Technographic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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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CTI(Cyber Transaction Index) which estimates the possibility of
internet as a purchasing channel for 12 categories of products. The estimation of CTI is based on
the ‘Technographics' variables which were developed by Forrester Research in 1996, and two of
the four factors derived from these variable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feasibility of Internet as a
purchasing channel. From the results of CTI estima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some managerial
implications regarding how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internet as a key distribution channel.
Key words: Technographics, Cyber Transaction, Internet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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