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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market environment shows a new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and

company. You can easily observe customers take initiatives to get involved in the

marketing activities such as product development, pricing and distribution etc.

Despite the fact there are a lot of marketing activities initiated by customers in the

online travel market, customer participation has been given little attention in the

academic literature. Our research is grounded in the well-known commitment-trust

theory of relationship marketing, originally proposed by Morgan and Hunt(1994).

According to the theory, trust is central to successful relationship marketing.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trust on customer participation in the online travel

market.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some managerial implications for

marketing strategies in response to customer initiative in the marketing activities on

the online trave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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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사전적 의미에서 참여 란 일부분을 가지다 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Participation) ‘ ’

어떤 성과를 나눠가진다든가 어떤 결정을 같이 한다든가 혹은 고통을 분담하는 것 을 가리‘ , ’

킨다 양석준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의 고객참여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2005). ,

는 서비스접점에서의 고객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고객참여를 고객Silpakit and Fisk(1985) ‘

이 서비스 생산과 전달과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혹은 물리적 노력이나 관여의 정

도 라고 정의하였으며 는 고객참여를 고객의 적극적이며 책임있는 기업’ , Bettencourt(1997) ‘

조직에의 관여 로 정의하여 기존 연구자들이 서비스 접점에 국한되었던 범위를 기업 조직’ ,

까지 확장하였다.

디지털 환경의 발전은 기업과 고객 간 교환 활동과 고객 행동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

게 되었다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하기에 앞서 지식검색이나 제(Sharma and Sheth, 2004).

품 공급업체 웹사이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가격이나 제품의 특징 사용방법과 같은 정, ,

보를 얻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며 고객들의 참여영역도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빠르게 확,

대되어 서비스 접점에서 뿐만 아니라 상품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평가, , , , ,

하는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의 도입으로 인한 정보의 집적과 확산이 빨라짐에 따라 고객이 욕구가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객의 욕구변화도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고객, ,

행동에 대한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고객들의 빠르게 변화하는 욕구에 대하여 차.

별화된 상품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 공급하는지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결

정하게 되었으며 고객들이 무엇을 언제 얼마나 살 것인지에 대해 기업들이 영향력을 행사, , ,

해왔던 과거 마케팅 방법에서 고객의 욕구에 빠르게 반응하여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새

로운 마케팅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양석준( 2005).

은 고객의 욕구에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MacStravic(1993)

욕구를 가진 고객이 기업과의 교환관계를 주도하는 것이며 고객은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유용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환 관계를 주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많은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들이 교환 관계를 주도하는 현상은 이미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임.

종원 등 은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로의 권력이동이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마케팅 기(2002)

업이 가질 수 있는 궁극적 경쟁력 기반이 고객참여임을 지적하였으며, Wind and

는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소비자는 제품의 개발과 구매 소비에 있어서Rangaswamy(2001) ,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모하고 있다고 하였다 양석준 은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 (2005)

어지고 있는 고객들의 참여행동을 고려해 고객참여를 고객의 적극적이며 책임있는 마케팅, ‘

행위 로 정의하였다’ .

기존 고객참여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객참여에 관한 연구는 성과에 관한 연구와 고,

객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고객참여 성과에 관한 연구들은 대.

부분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생산프로세스에 고객을 참여시켰을 때 나타나는 기업

생산성 개선 효과를 다루었다(Lovelock and Young 1979; Mills et al. 1983;

Fitzsimmons 1985).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 Mills et al.(1983)

객참여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며 고객을 부분적 종업원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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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였다 또한 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고객들이 깊게 관여할 수 있. Fitzsimmons(1985)

도록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객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기,

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는 기존 고객참여와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고객참여가 성Mills and Morris(1986)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연구들과 달리 서비스 기업에서 성과는 고객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고객의 참여가 긍정적인 성과만을 얻.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고객의 역할과 고객에게 제시하는 참여의 성과를 명확하,

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고객이 부분적 종업원의 역할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경우 주. ,

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서비스 프로세스 안에 고객의 역

할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석준 은 디지, (2005)

털 환경에서 정보적 참여 영향모형에 관한 연구에서 구조명확성 정보개방성 연결성 커뮤, , ,

니티 상호작용 등이 정보적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홍성태 등 은 웹사이트, (2004)

에서의 상호작용의도와 웹사이트 만족이 사이트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는 온라인 소매시장에서 신뢰와 몰입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Mukherjee and Nath(2007)

친다고 하였으며 신뢰에의 영향요인으로는 공유된 가치 프라이버시 보안 기회주의적 행, , , ,

동 커뮤니케이션 몰입에의 영향요인으로는 공유된 가치 종료비용 관계혜택이 영향을 미, , , ,

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오프라인 상에서는 높은 전환비용으로 인해 일단 단기적인 이벤트를 통해 들어온 고, ,

객들도 그 상점의 환경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온라인 환경에서는 전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벤트와 같은 단. ,

기적 혜택 제공을 통한 고객유인 효과가 장기적인 관계형성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고객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장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고객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참여 영향요.

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의 연구를 제외한 고객참여, Mukherjee and Nath(2007)

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고객과 기업간 관계를 중심으로 고객참여를 접근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의 연구도. Mukherjee and Nath(2007) Morgan and

의 신뢰 몰입 모형을 온라인 소매시장 환경에 적용시킨 연구로 전자상거래에서Hunt(1994) - ,

의 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정,

보제공 고객들의 정보참여 개인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 ,

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여행사를 대상으로 고객과의 관계형성요인인 신뢰와 고객참여와의 관

계를 규명한다 마케팅 분야에서 신뢰는 유통채널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또는 도소매업체 간. ( )

관계 및 구매자 판매자간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서 핵심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Wang and

Emurian 2005).

여행시장에서도 고객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커뮤니티를 통한 여행상품의 공동구매 활동

을 하면서 스스로 유통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며 인터넷을 통해 고객 간 여행경험 정,

보를 교환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기업을 대신해 다른 잠재고객에게 여행상품을 소개하기도 한

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해 스스로에게 맞는 여행상품을 설계하여 제안.

하고 있으며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구매나 다양한 웹사이트에서의 가격비교 및 역경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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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품의 가격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등 마케팅 전반에서 고객들의

참여가 일어나고 있어 고객참여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첫째 여행사사이트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둘, , .

째 여행사사이트에 대한 신뢰와 고객참여와의 관계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고객참여를 높, . ,

이기 위한 여행사사이트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말해 본 연구는 웹사이트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와 고객참여와의 관계를 온라인 여행

사이트를 중심으로 규명하고 온라인 여행사이트에서 고객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웹사이트,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장으로 구성된다 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구성 체계를5 . 1 ,

제시한다 장은 신뢰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장에서는 구성개념간 관계를 기초로 연. 2 . 3

구모형개발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구성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한다 그리고, . 4

장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결론 및. 5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론적 고찰2.

신뢰의 정의2.1

신뢰에 관한 정의는 비즈니스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환경으로 변함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온라인 환경은 오프라인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우선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있다 둘째 판매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 .

대부분의 거래가 사람이 아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과 구매자 간에 이루

어지게 된다 셋째 구매자와 상품 간에도 거리가 존재한다 온라인상에서 구매. , (Yoon 2002).

자는 상품의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이미지를 볼 수는 있지만 실물을 보지 못하며 디지, ,

털화된 정보제품을 제외하고는 구매시점과 제품 인도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는 제품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거래 위험에 따른 안전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

다.

넷째 휴먼 속성 음성 시각 감성 등 이 존재하지 않는다 온, ( , , ) (Mukherjee and Nath 2007).

라인 환경에서는 웹페이지를 커뮤니케이션 대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간 대화에서 느.

낄 수 있는 감성이나 음성 시각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 , .

근에는 웹페이지 등에 실시간 채팅창을 열어두거나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등의 기능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일어나는 활동이 웹사이트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는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인터페이(Wang and Emurian 2005).

스 구조 등이 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는 온라인 환경의 비, . Fung and Lee(1999)

인간적 특성과 구매 전 제품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고

하였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뢰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은 웹사이트의, Corritore et al.(2003)

거래 또는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접속하는 개인이 누군가에게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취,

약한 위험에 대해서 온라인 내에서 확신을 지니고 있는 기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은 소비자가 판매자에 의존하려는 자발성이라고 하였으며 권영국Jarvenpaa et al.(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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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은 웹사이트 신뢰란 웹사이트의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정도라고(2003)

정의하였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신뢰와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뢰에 대한 정의를 비교해보면. ,

온라인 환경에서는 신뢰의 대상이 인터넷 등과 같은 기술 그 자체가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Marcella, 1999).

신뢰에 관한 선행 연구2.2

본 연구는 온라인 여행시장에서 관계형성요인인 신뢰가 고객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로 의 신뢰 몰입 이론을 기초로 한다 는Morgan & Hunt(1994) - . Morgan and Hunt(1994)

기업 간 교환관계에서 신뢰와 몰입이 핵심적인 매개변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Eastlick et

은 기존 연구들을 보면 에서의 연구결과가 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al.(2006) B2B B2C

며 의 연구는 관계마케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Morgan and Hunt(1994) B2B , B2C

관계에서도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환,

경을 오프라인의 확장된 형태로 보는 연구와 순수하게 웹사이트 특성을 중심으로하는 연구

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순수하게 웹사이트 속성만을 고려하는 연구는 대부분 웹사이트 개.

발 및 개선 전략을 위한 것으로 신뢰에의 영향 요인으로 웹사이트 평가 속성들이 고려되고,

있다 윤명숙과 경종수( 2006).

표 디지털 환경에서 신뢰에의 영향요인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1>

연구내용 선행요인 매개 결과 저자

전자상거래에서 고
객신뢰 확보 방안

개인정보보호 상호작용, - 신뢰
Hoffman et
al.(1999)

인터넷 상점 여행사/
이트에서의 소비자
신뢰

기업규모 평판,
신뢰,
위험

구매의도
Ja r v enpa a
et al.(2000)

전자상거래 환경에
서 신뢰형성 요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trust
통제기능in the other party),

에 대한 신뢰(trust in control
외부적인 요인mechanisms),

과 거래의 잠재적 이익
위험과 위험(potential gain),

에 대한 태도(risk & risk
attitude)

- 거래 신뢰
Tan and
T h o e n ,
(2002)

온라인 구매결정에
서 신뢰의 영향 및
결과

거래에서의 보안 웹사이트 고,
유성 개인적 가치 네비게이션, ,
기능

신뢰
웹사이트 인지,
온 오프라인 구/
매의도

Yoon(2002)

웹사이트 결함과 구
매와의 관계

온라인 상점의 지각된 품질 빈(
약한 스타일 불완전성 에러, ,
등 결함있는 외형의 결과변수)

신뢰
온라인 상점에서
의 구매의도

Everard(200
3)

온라인 뱅킹에서 신
뢰 모형

공유가치 커뮤니케이션 기회, ,
주의적 행동

신뢰 몰입
Mukher jee
a n d
Nath,(2003)

온라인 신뢰모형
지각된 신용 지각된 사용편의,
성 지각된 위험,

- 신뢰
Cor r i t o r e ,
et al.(2003)

모바일 환경에서 상
호작용 구성요인과
구매의도 관계

반응성 사용자통제성 연결성, , 신뢰 구매의도
이 태 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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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환경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웹사이트의 정보적 특성

과 시스템적 특성 관련요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이국용 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 (2003)

는 정보와 관련해서는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 풍부성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김대환, ,

도 정보의 정확성과 유용성이 온라인 환경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2005) .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보안관련 요인과 상호작용 관련된 요인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안과 관련해서는 정보유출과 관련한 시스템의 안전성 및 개인정보보호. (Hoffman et

가 중요한 요al. 1999; Tan and Thoen 2002; Yoon 2002; Mukherjee and Nath 2007)

소로 규명되었으며 웹사이트의 상호작용과 관련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성 반응성, , ,

등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태민(Hoffman et al. 1999; 2003).

온라인 항공여행시장에서의 신뢰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대환 은 온라인상에 개, (2005)

설되어 있는 여행사의 웹사이트와 이 웹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믿음 웹사이,

트 상 대금 결재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지각하지 않음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사,

를 지니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효진 은 온라인. (2007)

관광정보의 신뢰와 관계지속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정보보호 거래 안전성 지속적 이용이, ,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성준호와 엄서호 는 여행상품 구매의도의 신뢰와 관. (2002)

계몰입에 관한 연구에서 생동감과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웹사이트 특성 온라인 커뮤,

니티 제공정도 운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

본 연구는 온라인 여행사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 모형 및 디지털 환경에서 신뢰에의 영향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Morgan & Hunt(1994)

에 기초해 온라인 여행시장 환경에 맞도록 수정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외생변수들을 의 신뢰 몰입 모형에 적용하여 보면Morgan and Hunt(1994) - ,

는 커뮤니케이션과 기회주의적 행동 공유된 가치가 신뢰에 영향을Morgan and Hunt(1994) ,

미친다고 하였다 정보풍부성과 연결성 반응성은 신뢰 몰입 모형의 커뮤니케이션에 대응되. , -

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은 과거.

당사자 간 직접 정보를 교환하던 방식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매개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

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정보의 양적이고 질적인 측면과 함께 응답의.

속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한편 동의성은 신뢰 몰입 모형의 공유된 가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소비, - .

자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구매 고객들의 상품평을 참고하여 구매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
용자 몰입

친밀감 상호작용성 놀이성, , ,
편리성 명성 컨텐츠, ,

신뢰

온라인 커뮤니티
태도 온라인 커,
뮤니티 이용자
몰입

이 국 용
(2005)

여행사 웹사이트 신
뢰형성 요인과 전환
태도 및 행동과의
관계

신뢰형성요인 정확성 외관 유( / ,
용성 지각된 이점 안전성 명, , ,
성 편리성 신뢰성향, , )

-
전환태도 전환행,
동

김 대 환
(2005)

온라인 관계B2C 의 평판 개인적 관심e-tailer , 신뢰
서비스 e-tailer
에 대한 몰입

Eastlick et
al.(2006)

온라인 관광정보의
신뢰와 관계지속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 거래 안전성 지, ,
속적 이용

- 신뢰
조 효 진
(2007)

온라인 소매 시장에
서 신뢰의 역할e-

공유된 가치 커뮤니케이션 기, ,
회주의적 행동 프라이버시 보, ,
안

신뢰 행동의도
Mukher jee
and Nat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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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양석준 소비자들은 다른 고객들의 상품 이용경( 2005).

험을 보면서 과거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거나 또 다른 소비자들이 올린 평가를 비교하면서,

일치성이 높은 내용을 신뢰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구매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신뢰 몰입, . -

모형에서 기업들의 가치관이 같을 때 기업 간 신뢰와 몰입이 생긴다고 하였다 한편 온라, .

인 환경에서는 동일한 상품이라도 구매하는 사이트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존재해 같은 제품

을 비싸게 구매할 위험이 높으며 또한 상품구매에 대한 결제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아 전자상거래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 모형을 수정한 요인들과 함께 여행사이Morgan & Hunt(1994)

트 이용에 따른 지각된 위험을 신뢰에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하였으며 기회주의적 행동은 비,

즈니스 환경이 온라인으로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속성으로 볼 수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제

외하였다.

표 신뢰에의 영향요인 온라인 여행사< 2> : Morgan & Hunt vs.

Morgan and Hunt(1994)
신뢰 영향요인

온라인 여행사
신뢰 영향요인

신뢰

커뮤니케이션

정보풍부성

연결성

반응성

기회주의적 행동 -

공유된 가치 동의성

- 지각된 위험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3.

본 연구에서는 신뢰에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의 신뢰 몰입, Morgan and Hunt(1994) -

모형과 온라인 환경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동의

성 정보풍부성 반응성 지각된 위험 된 연결성( ), ( ), ( ), ( ), (同意性 情報豊富性 反應性 知覺 危險 連

등 개의 요인을 온라인 여행사이트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5 .結性

동의성3.1 (Consensus)

다른 소비자들에 의한 제품평가는 소비자의 제품판단에 영향을 미친다(Bone 1995).

는 다른 소비자들에 의한 동의 의 정도가 온라인 구전에Schindler and Bickart(2002) ( )同意

있어 유용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소비자들은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구매 고객들의 상품평을 참,

고하여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다른 고객들의 상품 이용경.

험을 보면서 과거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거나 또 다른 소비자들이 올린 평가를 비교하면서,

일치성이 높은 내용을 신뢰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구매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

의 사회비교이론 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확한Festinger(1950) (Social Comparison Theory) ‘ ’

의견을 가지길 바라며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타인과 비교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다수에 의해 수용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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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은영( 2004).

은 온라인 구전에 있어서 신뢰성의 판단기준으로 다른 소비자에 의한 동의의Elliott(2002) ,

정도를 제시했다 즉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의 의견을 신뢰성 판단의 준거로 삼고 있다는. ,

것이다 동의성은 소비자들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동의로 웹사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신. ,

뢰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윤명숙과 경종수 의 연구를 보면 웹사이트 요소 중 소비자, (2006) ,

들이 제공받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지식 등이 신뢰를 높여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e- .

동의성은 소비자들이 생산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의성이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여행사에서도 동의성은 여행상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으로 여.

행상품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다른 여행객들이 작성한 후기를 참고로 여행상품을

평가하여 구매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에 대한 동의성이 여행사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가설화할 수 있다.

가설 여행사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동의성이 높을수록 여행사사이트에 대한< 1>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여행사에서의 동의성을 다른 고객들의 여행상품 평가에 대해 동의하‘

는 정도 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은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은’ . Chiou and Cheng(2003) ‘

후 그 글에 대한 선호정도 이은영 은 구전정보에 동의하는 추천의 정도 구전정보’, (2004) ‘ ’, ‘

가 여러 사람에 의해 검색된 정도로 동의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 Chiou and

과 이은영 의 연구를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개Cheng(2002) (2004) 3

항목으로 동의성을 측정하였다.

다른 고객들이 평가한 여행상품 평가 정보를 믿는 정도①

사용자가 다른 고객들의 여행상품 평가 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정도②

사이트에 게재된 여행상품 평가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정도③

정보풍부성3.2 (Information Richness)

정보기술의 발달은 피드백이 보다 즉시적이 되고 있으며 경로에 있어서는 시각 청각 정보, ,

의 전송 및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홍성태( 1997). Daft

은 정보풍부성을 잠재적으로 정보가 전송할 수 있는 자료라고 정의하였and Lengel(1984)

다 즉 정보풍부성은 정보의 양과 정보의 질 표현방법 에 관한 개념으로 높은 정보풍부성. , ( ) ,

은 단위시간당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많게 하고 대면접촉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은 웹사이트 상호작용성과. , Coyle and Thorson(2001)

생동감이 원격실재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는 생동감을 인터넷, Steur(1992) ‘

환경 하에서 제시된 정보의 풍부함 으로 정의하였다’ .

최근 웹사이트들은 상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

고 있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들은 상품에 관한 일반 정보 외에 여행지에 대한 지도나 위성.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해 여행에 관한 보다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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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은영 은 정보의 생생함이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2004) , Fung and

는 웹사이트의 정보품질과 훌륭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소비자의 신뢰형성을 강Lee(1999)

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웹사이트에서의 높은 정보풍부성은 정보의 질을 높여 고객에게 생생.

한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정보풍부성과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행상품은 직접 상품을 경험하고 구매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정보가 매우 중요하게 요,

구되고 있다 최근 여행사들은 온라인 환경으로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와 이미지 동. ,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생생한 제공함으로써 여행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행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풍부성은 여행사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것을 가설화할 수 있다.

가설 여행사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풍부성이 높을수록 여행사사이트에 대한 신뢰< 2>

는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풍부성을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방식과 수준으로 정‘

보를 제공하는 정도 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박상철 등 은 제품 검색하기에 풍부한’ . (2004) ‘

정보 제공 정도 제품 평가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정도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시기적’, ‘ ’, ‘

절한 정보 제공 정도 로 정보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홍성태 는 정보풍부성 정보량의’ , (1997) ‘ ’, ‘

증가 연결의 다중화 정보의 개방적 접근 등으로 정보풍부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 ’, ‘ ’ .

는 홍성태 박상철 등 등의 연구를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다음과(1997), (2004)

같은 개 항목으로 정보풍부성을 측정하였다3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량의 적절한 정도①

정보제공 방식 동영상 위성지도 텍스트 사진 등 이 적절한 정도( , , , )②

관련제품 검색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③

반응성3.3 (Responsiveness)

선행 연구에서 반응성은 상호작용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태.

민 은 모바일 환경에서 상호작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반응성을(2003)

소비자의 요구사항이나 문의 등에 대하여 기업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는가와

관련된 반응속도 반응시간에 관련된 개념으로 보았다, .

이러한 반응성은 가 정의했던 커뮤니케이션의 적시성과 관련이 있Morgan and Hunt(1994)

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비자의 요구사항이나 문의 등에 대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응답하는. ,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적시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환경에.

서는 상대방의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즉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또. ,

는 시스템이 어떤 장애가 생겼는지 등은 화면을 통해 파악할 없다 따라서 기대하고 있던.

피드백시간을 넘기게 되면 해당 웹사이트 이용을 종료하게 된다.

은 시장관계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시기적Moorman et al.(1993)

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신뢰를 촉진시킨다고 하였으며 은 서비, Sharma and Patterson(1999)

스 분야 커뮤니케이션 효과성을 기업과 고객 간 정보공유의 적시성으로 정의하면서 커뮤니,

케이션 효과성이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정리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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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반응성과 신뢰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

가설 여행사사이트 이용시 반응이 빠르고 활발할수록 여행사사이트에 대한 신뢰는 높< 3>

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성을 사이트에서 고객 간 또는 고객 사이트 기업 간에 정보교환이 빠르‘ - ( )

게 일어나는 정도 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태민 은 반응성을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 . (2003) ‘

게 응답해주는 정도와 고객의 요구에 적절하게 응답해주는 정도 로 측정했으며’ ‘ ’ , Ho and

는 사용자들 요구에 즉시 응답 수준 사용자들이 코멘트 할 수 있는 메시지 채Lee(2007) ‘ ’, ‘

널 제공 수준 제품과 서비스가 약속된 시간에 전달되는 수준 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 ’ .

서는 이태민 과 의 연구를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다음(2003) Ho and Lee(2007)

과 같은 개 항목으로 반응성을 측정하였다3 .

질문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게 돌아오는 정도①

사용자들간 정보공유가 활발한 정도②

웹사이트 접속이나 정보이용시 연결의 빠른 정도③

지각된 위험3.4 (Perceived Risk)

은 위험의 지각을 기대손실의 개념적 차원에서 선택의 결과로 인한 기대손실Assael(1998) ‘

과 그 결과 구매를 저지하게 하는 부정적인 효용 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위험에 대한 지’ .

각은 거래의 환경이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변하였다 은 전자상거. Mayer et al.(1995)

래와 관련한 지각된 위험은 온라인 환경의 특성에 따른 영향 즉 결제와 배달의 시간적 차,

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상대방과 제품의 실물을 보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

는 거래방식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사이트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위험을 지각하게 되면 온라인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거래,

위험에 대한 지각정도는 일반적으로 구매경험이 많을수록 낮아진다(Mowen and Minor,

는 온라인 거래에서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수준이 온라1998). Mukherjee and Nath(2007)

인 소매에서 소비자들의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온라인 환경은 여행사 상품에 대해 고객들이 느끼는 위험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여행사들은.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이용해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면은 각 명,

소의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으로 이러한 정보로 인해 커진 기대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경

우 더욱 불만족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도 여러 여행사에서 다양한 가격으, .

로 판매하고 있어 최저가격으로 구매하지 못할 위험이 높다 이상의 논의와 온라인 여행사, .

의 특성을 반영하여 볼 때 온라인 여행사의 이용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클수록 온라인 여,

행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다는 것을 가설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여행사사이트 이용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클수록 여행사사이트에 대한 신뢰는 낮< 4>

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을 잘못된 여행상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한 고객의 지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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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조작적 정의한다 박유식과 한명희 는 제품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비쌀 위험’ . (2001) ‘ ’,

대금 사기 당할 위험 기대한 품질이 나오지 않을 위험 개인정보유출 위험 쇼핑몰에서‘ ’, ‘ ’, ‘ ’, ‘

구매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등을 가지고 지각된 위험을 측정하였다’ . Corbitt

은 위험지각을 성과위험 재무위험 사회위험 정신적 위험 시간위험으로 구분et al.(2003) , , , ,

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유식과 한명희 의 연구를 본. (2001), Corbitt et al.(2003)

연구의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개 항목으로 반응성을 측정하였다3 .

여행상품에 대해 기대했던 수준과 여행경험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정도①

동일한 여행상품을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②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 정도③

연결성3.5 (Connectedness)

는 연결성을 자신의 관심사항과 관련된 곳에 하이퍼링크를 통해 연결Ha and James(1998)

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결성은 상.

호작용 의 관점에서 소비자와 소비자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

다 이태민 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각종 토론의 장 게시판 뉴스 그룹 채. (2003) ‘ ( , ,

팅방 등 을 통해서 소비자 간에 공동의 관심사 가치관을 공유하고 유용한 정보 교환이 가) ,

능한 정도로서 연결성을 개념화하였다’ .

소비자는 특정 환경내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려는 욕구를 지니며 온라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송창석과 신종칠( 1999).

는 인터넷 포럼의 제품정보가 기업에서 직접 제공하는 정보보Bickart and Schindler(2001)

다 소비자들로부터 더 큰 흥미를 이끌어내며 따라서 인터넷 포럼의 컨텐츠가 기업에서 만,

든 웹 컨텐츠보다 더 설득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간 정.

보교환을 지원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박종원( , B.E.S.T,

2002).

온라인 여행시장에서도 일부 온라인 여행사들은 외부의 관련 블로그나 자체 게시판을 통해

소비자들이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와.

는 별도로 여행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이 여행사와는 별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관심 지역

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

리해보면 온라인 여행사의 연결성이 충분하게 제공될수록 소비자들의 사이트에 대한 신뢰,

가 높아진다는 것을 가설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여행사사이트에서 관심있는 정보로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여행사사이트에 대한 신< 5>

뢰는 낮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성을 소비자가 관심있는 정보를 다른 소비자들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정도 로 조작적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태민 과’ . (2003) Mukherjee and Nath(2007)

등의 연구를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개 항목으로 연결성을 측정하3

였다.

다른 여행객들과 여행정보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 정도①

다른 여행객들이 제공하는 정보로의 연결이 많은 정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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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행객들이 제공하는 최신 정보의 양이 많은 정도③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뢰3.6

는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의 신뢰에 관한 연구에서 신뢰가 행Mukherjee and Nath(2007) e-

위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은 고객이 생산활동, Lovelock and Young(1979)

에 직접 관여하도록 하기 위한 가지 단계 제안에서 고객의 신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7

주장하였다 이은영 은 온라인 구전에 대한 신뢰성이 높을수록 구전내용을 타인에게. (2004)

전달하고자하는 확산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로 볼 때 신뢰는 고객참여. ,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설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여행사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여행사사이트에서의 고객참여 활동은 활발< 6>

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사이트를 믿고 의지하는 정도 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태민‘ ’ . (2003)

은 회사 사이트 가 믿을만한 정도 회사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믿을만한 정도 회‘ ( ) ’, ‘ ( ) ’, ‘

사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믿을만한 정도로 신뢰를 측정했으며( ) ’ ,

는 회사의 정직하고 신뢰할만한 정도 회사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정도Eastlicka(2006) ‘ ’, ‘ ’,

회사가 약속을 잘 지킨다고 믿는 정도 회사가 공정하다고 믿는 정도를 가지고 측정하였‘ ’, ‘ ’

다 본 연구에서는 이태민 과 의 연구를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개발. (2003) Eastlicka(2006)

하여 다음과 같은 개 항목으로 신뢰를 측정하였다2 .

여행사사이트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한다고 믿는 정도①

여행사사이트가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킬 것으로 믿는 정도②

신뢰의 결과변수 고객참여3.7 - (Customer Participation)

본 연구에서는 고객참여를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여행경험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정도 로‘ ’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양석준 은 제품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의 전달 의도 활용 경. (2005) ‘ / ’, ‘

험에 대한 전달 의도 홈페이지 이용 불편 정보의 전달 의도 로 고객참여를 보았으며’, ‘ ’ ,

은 구전환경에서 온라인 소매상에 관해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Mukherjee and Nath(2007) ‘

게 말하려는 의지로 보았다 또한 는 상점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 . Bettencourt(1997) ‘

록 제안하려는 의지 상점의 문제를 경험했을 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알려주려는’, ‘ ,

의지 좋은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상점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려는 의지 가격이’, ‘ , ’, ‘

적정하지 않다면 그 사실을 상점에 충고하려는 의지 등으로 고객참여를 측정하였다 본 연’ .

구에서는 양석준 등의 연구를 본Mukherjee and Nath(2007), Bettencourt(1997), (2005)

연구의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개 항목으로 고객참여를 측정하였다2 .

여행사사이트에서 여행목적이 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상품을 구매하려는 정도①

여행사사이트에서 거래시 나의 목적을 명확하게 달성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의견을 제안②

할 의향이 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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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모형< 1>

실증연구4.

연구 설계4.1

분석단위 및 조사절차4.1.1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여행사에서 고객참여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고객참여가 해당 여,

행사 여행상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있다 따라서 실증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 표본은 온라인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거나 여행상품에 관한 정,

보를 이용해 본적이 있는 대 대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였다20 -50 .

대의 경우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고 이용하는데 가장 활발한 세대이지만 자신의 의지에10 ,

따라 여행계획을 세우고 구매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본 조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설문지는 총 부가 배부되었고 그 중 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표. 400 , 363 .

본 중 일부 항목의 응답이 누락되거나 응답이 부실한 표본 개를 제외하고 총 개의, 41 322

표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항목들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본 연구의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개발된 것으로 구성되었다 설문항목의 선별 및 정교화를 위하여 항공여행시장에 관심과 지.

식을 가지고 있는 석박사과정 학생들 및 관련분야 산업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를 실시하였다(pilot study) .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항목을 수정한 후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간, 2008 5 21 26 6

면접원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하거.

나 여행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 및 표본의 구성4.1.2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응답자의 특성관련 문항과 온라인 여행사 이용경험에 관한 문항,

가설검증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 특성은 연령과 성별 직업 소득수준 등 신상. , ,

정보 등에 관한 문항과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구매경험 인터넷 상에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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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및 다른 고객들이 제공한 정보 이용 경험 등에 대한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4 .

한편 온라인 여행사 이용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제품구매경험과 정보 이용 및 제

공경험 정보제공 의향 이용매체 등에 관한 항목들을 추가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 .

개의 구성개념에 대해서는 구성개념별로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0 2-4 .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표본은 총 명으로 응답자 중 남성은 명 여성은322 , 154 (47.8%), 168

명 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별로는 대 세 명 대 세(52.2%) . 20 (20-29 ) 125 (38.8%), 30 (30-39 )

명 대 세 명 대 이상 명 으로 구성되었다83 (25.8%), 40 (40-49 ) 68 (21.1%), 50 46 (14.3%) .

표 표본의 구성< 3>

응답자 수 비율

총 응답자 수 명322 100.0%

성별
남성 명154 47.8%

여성 명168 52.2%

연령대

대 세20 (20-29 ) 명125 38.8%

대 세30 (30-39 ) 명83 25.8%

대 세40 (40-49 ) 명68 21.1%

대 세50 (50-59 ) 명46 14.3%

실증분석4.2

온라인 항공여행서비스 이용행태 분석4.2.1

온라인에서 상품 및 서비스 이용경험(1)

응답자들의 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높은 구매경험을 갖고87.6%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대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 20 96.8% , 30 89.2%, 40

대 대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구매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85.3%, 50 63.0% ,

었다.

한편 상품평 등 온라인에서 정보를 게재해본 경험자 비율 은 구매경험자 비율(44.1%)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역시 대가 로 가장 높은 정보제공(87.6%) . 20 60.0%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대는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0 13.0% .

표 온라인에서 상품 및 서비스 이용경험< 4>

대20 대30 대40 대50 전체

구매경험자 비율 96.8% 89.2% 85.3% 63.0% 87.6%

상품평 등 정보 게재
경험자 비율

60.0% 45.8% 33.8% 13.0% 44.1%

온라인 항공여행상품 및 서비스 이용행태(2)

온라인 여행사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59%

으며 연령별로는 대가 대 대 대 순으로 구매경험, 20 62.4%, 40 61.8%, 30 59.0%, 50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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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매시 정보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 , ‘

매시 여러 곳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비교하는 정도와 여행정보를 얻기 위해 커뮤니티’ ‘

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정도 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 각각 점 만점에 점과 점으로’ 7 5.59 5.24

나타났다 조사 결과로 볼 때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행상품 구매시. ,

정보탐색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터넷에서 여행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품평가를 남기, , ‘

는 정도 여행 후 경험을 인터넷에 올리는 정도 여행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정’, ‘ ’, ‘

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세 항목 모두 점 만점에 이하’ . 7 3.5

로 나타나 여행 후 여행에서 경험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여행 전 정보탐색 활동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온라인 항공여행상품 및 서비스 이용행태 점 만점< 5> (7 )

대20 대30 대40 대50 전체

상품 구매시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가격 비교 정도 5.6 5.5 5.4 4.9 5.4

여행상품 정보를 얻기 위한 커뮤니티 방문 정도 5.2 4.8 4.9 4.6 5.0

여행 후 상품평가를 남기는 정도 3.1 3.0 2.9 2.6 3.0

여행 후 여행경험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정도 3.4 3.1 2.9 2.6 3.1

여행 관련 커뮤니티 활동 정도 2.8 2.5 2.6 2.3 2.6

향후 참여활동에 대해서는 여행 후 상품평가를 남기는 정도 여행 후 경험을 인터넷‘ ’ 3.58, ‘

에 올리는 정도 여행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정도 로 현재 수준보다’ 3.76, ‘ ’ 3.37 ,

는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참여의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활동을 하고 싶지 않.

은 이유로는 응답자의 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46.8% ‘ ’ ,

가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서 라고 응답해 이 두 가지 속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34.3% ‘ ’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항목의 평가4.2.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측정항목들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자료의 분석에 앞서 측정항목을 선별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교화 과, .

정은 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측정항목의 선별 및 정교화 신뢰성 분석 타Churchill(1979) , , ,

당성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측정항목의 선별 및 정교화를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은 이.

론변수들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각 항목의 신뢰성 수렴타당성(Reliability), (Convergent

판별타당성 의 개괄적인 방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많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은 연구자들이 요인분석을 측정항목의 사전평가에 사용하고 있다.

요인분석을 하였을 때 관련 항목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져 나오는지 여부로서 수렴타당,

성의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측정하는 항목이 별도의 요인으로 분리되어지는 여부로서 판,

별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요인적재량 및 커뮤낼러티 값의 분석을. (Communality)

통해 신뢰성을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Carmines and Zelle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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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1)

가 외생변수군.

요인분석은 방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요인은 아이겐값이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Varimax , 1

하도록 지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와 같다 신뢰에의 영향요인 변수군인 가지. < 6> . 5

요인이 설명하는 누적분산은 로 나타났다69.73% .

표 외생변수군 요인분석 결과< 6>

구성개념
측정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커뮤낼러티

설명된

분산비율

동의성

A1 .781 .298 .098 -.141 .089 .737

69.7%

A2 .812 .161 .245 -.009 .014 .746

A3 .804 .150 .266 -.022 .024 .741

정보

풍부성

B1 .171 .701 .281 -.115 .095 .622

B2 .235 .836 .125 -.030 .116 .785

B3 .194 .797 .272 -.027 .127 .763

반응성

C1 .214 .176 .769 -.112 .061 .685

C2 .233 .202 .760 -.052 .078 .681

C3 .163 .270 .711 -.136 .117 .638

지각된

위험

D1 -.075 -.039 -.024 .831 .033 .699

D2 .026 -.027 -.223 .776 -.182 .687

D3 -.084 -.081 -.036 .828 -.074 .706

연결성

E1 .097 .048 -.057 -.069 .797 .654

E2 -.003 .119 .100 -.110 .777 .641

E3 .011 .112 .188 -.012 .792 .675

신뢰성분석(2)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재도출된 측정변수들을 가지고 이 측정변수들이 해당하는 이론변수,

를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Churchill,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내적일관성 측정법1979). (Internal

을 이용하였다Consistency Method) .

일반적으로 구성항목들이 내적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를Cronbach-α

사용한다 는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여러 계수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Cronbach-α

값을 제공하고 있어 신뢰성 검증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Carmines and Zeller, 1979).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계수를 사용하였다 값Cronbach- . Cronbach-α α

은 표 에 나타나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이론변수들은 값을 보면 동의< 4.6> . Cronbach- ,α

성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결성이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0.811 , 0.723 .

작은 값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의 신뢰도가 만족할만한 수준Cronbach- 0.7α

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Nunnally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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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측정항목의 신뢰성 계수< 7>

구성개념 측정항목
Cronbach
계수-α

신뢰

영향요인

동의성
� 다른 고객들이 평가한 여행상품 평가 정보를 믿는 정도
� 사용자가 다른 고객들의 여행상품 평가 정보를 이용하는 정도
� 여행상품 평가를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정도

0.811

정보
풍부성

�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량의 적절한 정도
� 정보제공 방식 동영상 위성지도 텍스트 사진 등 이 적절한 정( , , , )
도

� 관련제품 검색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0.803

반응성
� 질문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게 돌아오는 정도
� 사용자들간 정보공유가 활발한 정도
� 사이트 접속시 또는 웹사이트내 정보이용시 빠른 연결 정도

0.760

지각된
위험

� 여행상품에 대해기대했던 수준과 여행경험에서의 차이가 클 가
능성 정도

� 다른 사이트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가능성 정도
� 개인정보 유출 가능 정도

0.764

연결성

� 다른 여행객들과 여행정보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 정도

� 다른 여행객들이 제공하는 정보로의 연결이 많은 정도

� 다른 여행객들이 제공하는 최신 정보의 양이 많은 정도

0.723

신뢰
� 사이트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한다고 믿는 정도
� 사이트가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킬 것으로 믿는 정도

0.801

고객
참여

� 사이트에서 목적이 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상품을 구매
하려는 정도

� 사이트에서 거래시 나의 목적을 명확하게 달성하기 위해 공급
자에게 의견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 정도

0.820

확인적 요인분석(3)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항목간의 판별타당성과 수렴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실증모형에 최(Anderson and Gerbing 1988).

종적으로 투입된 측정변수들에 의한 측정모형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분석할 수 있다.

는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수렴타당성 과 판Campbell and Fiske(1959) (Convergent Validity)

별타당성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수렴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Discriminant Validity), 2 .

측정하고자하는 변수들이 일치하는 정도로 보았으며 판별타당성은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측정치들이 상호간에 명확하게 구분되는 정도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Amos7.0 (CFA : Confirmatory Factor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군과 관계특성 변수군을 나누어 부분적 모Analysis) .

델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하고 전체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가 외생변수 구성요인의 타당성 분석.

외생변수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값 로 유의하게 나타났108.1(df=80, p=.020)

다 본 연구에서 외생변수군은 동의성 정보풍부성 반응성 지각된 위험 연결성으로 구성되. , , , ,

어 있다 외생변수군인 동의성 정보풍부성 반응성 지각된 위험 연결성에 대한 확인적 요. , , , ,

인분석의 결과를 보면, GFI=0.958, AGFI=0.938, NNFI=0.977, CFI=0.983, RMR=0.035,

으로 전반적인 적합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구성개RMSEA=0.033 .

념과 측정항목간의 관계가 실제자료와 부합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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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적합도 지수

=108.1(df=80, p=.020), GFI=0.958, AGFI=0.938, NNFI=0.977, CFI=0.983,
RMR=0.035, RMSEA=0.033

주 는 는 수준에서 유의함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임) ** =0.01, * =0.05 . ( ) (Standard Error) .α α

그림 외생변수군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수렴타당성 은(Convergent Validity) 의 적재량에 대한 값의 유의성과 평균추출 분산t

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평가하였다 표 에서 보는바와(AVE) (Fornell and Larcker 1981). < 8>

같이 적재량에 대한 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t (p<0.01),

값도 모두 이상을 보이고 있어 수렴타당성이 확인되었다AVE 0.5 .

다음으로 측정모델이 다음의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판별타당성2

을 평가하였다 첫째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를 보(Baker et al. 2002; Voss et al. 1998). ,

여주는 계수의 신뢰구간 즉( ± 에 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0 (Anderson and

둘째 이전의 조건보다 더 엄격한 테스트로서 평균추출분산 이 모든Gerbing, 1988). , (AVE)

구성개념간 상관자승치 보다 커야 한다(Squared Correlation) (Fornell and Larcker 1981).

표 외생변수 타당성 측정모형 평가결과< 8>

구성
개념

측정항목 적재량
개별항목
신뢰도

복합
신뢰도

AVE

동의성

다른 고객들이 평가한 여행상품 평가 정보를 믿는
정도

0.757* 0.603

0.803 0.576사용자가 다른 고객들의 여행상품 평가 정보를 이
용하는 정도

0.781* 0.535

여행상품 평가를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정도 0.778* 0.596

정보
풍부성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량의 적절한 정도 0.669* 0.511

0.828 0.617정보제공 방식 동영상 위성지도 텍스트 사진 등( , , , )
이 적절한 정도

0.78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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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표 는 개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9> 5 . 계수의 신뢰구간에 이1.0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성개념들 간의 판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Anderson and

또한 표 의 와 표 의 대각선 아래쪽에 나타낸 구성개념간 상Gerbing, 1988). , < 8> AVE < 9>

관자승치를 비교해보면 각 구성개념의 가 모든 구성개념간 상관자승치보다 큰 것을 확, AVE

인할 수 있으므로 가 제시한 판별타당성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Fornell and Larcker(1981)

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가지 검정에 대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포함된. 2 ,

개 구성개념들간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5 .

표 외생변수 구성개념간의< 9>  행렬

CON INFO RESP RISK CONN

CON 0.576*
INFO 0.382 0.617*
RESP 0.430 0.482 0.513*
RISK 0.041 0.045 0.116 0.536*
CONN 0.035 0.135 0.113 0.066 0.516*

주 대각선 아래쪽은 구성개념간 상관자승치 대각선 행렬의 지수 동의성) (squared correlation), (*)=AVE. CON= ,

정보풍부성 반응성 지각된 위험 연결성INFO= , RESP= , RISK= , CONN=

연구가설의 검증 및 결과요약4.2.3

연구가설의 검증(1)

본 연구는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의성 정보풍부성 반( , ,

응성 지각된 위험 연결성 을 규정하고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고객참여에, , ) ,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여행사들의 고객참여 관리 요소를 제시하,

고자 한다.

공변량구조모형 분석에 의한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그림 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모형< 3> .

에 대한 적합도를 보면, 값이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186.66(df=136, p=0.003)

관련제품 검색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0.831* 0.702

반응성

질문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게 돌아오는 정도 0.721* 0.514

0.759 0.513
사용자들간 정보공유가 활발한 정도 0.720* 0.531

사이트 접속시 또는 웹사이트내 정보이용시 빠른
연결 정도

0.711* 0.493

지각된
위험

여행상품에 대해기대했던 수준과 여행경험에서의
차이가 클 가능성 정도

0.687* 0.466

0.776 0.536다른 사이트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가능성
정도

0.737* 0.590

개인정보 유출 가능 정도 0.738* 0.558

연결성

다른 여행객들이 제공하는 최신 정보의 양이 많은

정도
0.631* 0.472

0.761 0.516
다른 여행객들과 여행정보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의 제공 정도
0.687* 0.510

다른 여행객들이 제공하는 정보로의 연결이 많은

정도
0.728* 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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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 GFI=0.943, AGFI=0.920, NNFI=0.974, CFI=0.979,

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RMR=0.041, RMSEA=0.034 .

전반적 적합도 지수

=186.66(df=136, p=0.003), GFI=0.943, AGFI=0.920, NNFI=0.974, CFI=0.979,
RMR=0.041, RMSEA=0.034

주 는 는 수준에서 유의함 안의 수치는 표준화경로계수임) * =0.05, ** =0.01 . ( ) .α α

그림 연구 모형의 적합도< 3>

모형의 연구 가설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여행사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동의성이 높을수록 여행사사이트에 대1 :①

한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구성개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의 값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0.274(t=3.256) ,

관계의 방향도 가설에서 설정된 방향과 일치하여 가설 은 채택되었다1 .

가설 여행사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풍부성이 높을수록 여행사사이트에 대한 신2 :②

뢰는 높아질 것이다.

구성개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의 값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0.230(t=2.069) ,

관계의 방향도 가설에서 설정된 방향과 일치하여 가설 는 채택되었다2 .

가설 여행사사이트 이용시 반응이 빠르고 활발할수록 여행사사이트에 대한 신뢰는3 :③

높아질 것이다.

구성개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의 값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0.378(t=3.593) ,

관계의 방향도 가설에서 설정된 방향과 일치하여 가설 은 채택되었다3 .

가설 여행사사이트 이용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클수록 여행사사이트에 대한 신뢰는4 :④

낮아질 것이다.

구성개념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의 값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0.143(t=-2.331)

며 관계의 방향도 가설에서 설정된 방향과 일치하여 가설 는 채택되었다, 4 .

가설 여행사사이트에서 관심있는 정보로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여행사사이트에 대한5 :⑤

신뢰는 낮아질 것이다.

구성개념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의 값은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0.410(t=4.668)

며 관계의 방향도 가설에서 설정된 방향과 일치하여 가설 는 채택되었다, 5 .

가설 여행사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여행사사이트에서의 고객참여 활동은 활6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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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질 것이다.

구성개념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의 값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0.741(t=9.101) ,

관계의 방향도 가설에서 설정된 방향과 일치하여 가설 은 채택되었다6 .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2)

본 실증연구에서는 온라인 여행사에서 고객관계 관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5

지 요인을 규명하였고 이러한 요인들과 신뢰 및 고객참여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공변량, .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의 결과는 표 에 요약되어 있다< 10> .

표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10>

연구가설 예상관계 경로계수 값
공변량구조분석

결과

동의성 웹사이트 신뢰-> + 0.274(t=3.256) 가설채택

정보풍부성 웹사이트 신뢰-> + 0.230(t=2.069) 가설채택

반응성 웹사이트 신뢰-> + 0.378(t=3.593) 가설채택

지각된 위험 웹사이트 신뢰-> - -0.143(t=-2.331) 가설채택

연결성 웹사이트 신뢰-> + 0.410(t=4.668) 가설채택

웹사이트 신뢰 고객참여-> + 0.741(t=9.101) 가설채택

변수간 관계를 보여주는 분석 방법으로는 상관관계분석도 많이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상,

관관계 분석보다 공변량구조모형 분석에서는 모든 변수들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며 구성개

념과 측정항목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는 공변량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종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변량구조모형 분( 1997).

석의 결과에 따라 가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로 한다.

첫째 여행사 웹사이트에서 동의성과 정보풍부성 반응성 연결성 지각된 위험은 고객들의, , , ,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시말해 다른 여행객들이 제공한 여행경. ,

험에 대한 정보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적인 수준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웹사이트를 이용함에 따른 빠른 반응속도와 거래 위험에 대한 심리,

적 수준도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행사 웹사이트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여행사 웹사이트에 여행경험을 남기고 보다, ,

나은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행사에 제안을 하는 것과 같은 고객들의 참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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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5.

연구결과5.1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참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온라인 항공여행시장에서 여행사

를 대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중요한 관계형성 요인인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

명하고 온라인 여행시장 환경에서 신뢰와 고객참여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신뢰, .

가 고객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고려되었던 온,

라인 여행시장에서 신뢰에 영향을 주는 웹사이트 서비스 요인들 즉 동의성 연결성 정보풍, , ,

부성 지각된 위험 반응성은 모두 신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여행시장에서, ,

이러한 웹사이트 서비스 요인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을 규명

하였다.

연구결과 온라인 환경에서 여행상품이나 정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다른 고객들이 제공한,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여행사들이 고객들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여행경험 정보를 확보,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고객들은 다른 고객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높은 가치를 두.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이트 내부에서 고객들의 정보교환이나 커뮤.

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활성화된 외부 사이트의 정보,

와의 연결을 통해 다른 고객들과의 정보 공유를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여행상품은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이 존재한다 이.

러한 고객들의 불안을 줄이고자 일부 여행사들은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활용해 여행상품의

정보를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생생하고 풍부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결,

과 이러한 풍부한 정보가 고객들의 신뢰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인 구매에 따른 위험요인들이,

온라인 여행시장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 여행사들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등 지각된 위,

험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반응성도 신뢰에 중요한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응성은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나 웹.

사이트 내에서 정보를 이용할 때 빠르게 이동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최근 멀티미디어,

기능이 사용된 웹페이지가 많아지면서 다시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여행시장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고객과 여행사간의 관계를 구,

축하여 고객의 참여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여행사간 신뢰 구축이 요

구된다 또한 이를 위해 동의성과 정보풍부성 반응성 연결성 지각된 위험 등 웹사이트 서. , , ,

비스 요인들의 개선을 통한 신뢰 개선이 요구된다.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5.2

본 연구의 의의는 온라인 항공여행시장 환경에서 고객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온라인 여행사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웹사이트 서비스를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온라인 항공여행시장에서의 고객참여라는 연구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선 연구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이론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견,

2008 한국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58



고하지 못하다 온라인 항공여행시장 환경에서의 고객참여에 대한 연구의 틀이 부족한 상태.

에서 기존에 연구되었던 신뢰 몰입의 틀을 온라인 여행시장 환경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가, -

설 근거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토대를 강화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실증연구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연구 목적상 조사 대상을 여, .

행 사이트에서 여행정보를 이용해 보거나 여행상품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였,

고 결과적으로 표본이 대에 다소 편중되어 결과가 일반화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다, 20-40

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대 이상의 연령대 샘플의 추가적으로 조사를 통한 보완이 요구된. 50

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고객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세분시장. .

별 속성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분석도 요구된다.

앞서 언급된 연구한계에 따른 개선과제에 추가해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들 몇 가지 살펴

보면 우선 관계특성 변수인 몰입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에서 신뢰와 몰입, .

을 관계형성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여행시장 환경에서 몰입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보다 정교한 고객과의 관계형성요인 규명을 위해 본,

연구의 범위를 한 단계 확장하여 신뢰와 몰입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여행시장의 특성을 온라인 여행사를 중심으로 보았다 그러나.

온라인 여행사가 온라인 여행시장에서 대표적인 시장참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온라인 여,

행사 외에도 쇼핑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이 온라인 여행시장에는 존재,

하며 이러한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통채, .

널에 따른 고객들의 특성 분석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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