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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은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도 우수하여 고객 개인별로 제

시되는 상품을 차별화하는 고객 맞춤화가 가능하다. 반면 인터넷은 오프라인상

점에 비해 감각적 정보의 제공능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시각, 청각을 제외한 나

머지 감각적 정보의 제공 면에서 오프라인상점에 비해 사실성이 떨어진다는 약

점을 가지고 있다.(Hoffman et al,. 1999)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의 한계점은 고

객과의 실시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는 장점을 통하여 극복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저렴한 가격(Degeratu

et al., 1999), 사용편리성(Swaminathan et al., 1999), 신뢰성(Jarvenppa and

Tractinsky 1999), 정보 다양성(Swaminathan et al. 1999)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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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인터넷의 장점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가 온라

인상점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다. 초기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었던 개인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인 B2C 온라인시장은 이미 초기 단계를 벗어나 성숙단계

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이러한 내용

을 뒷받침 해 주고 있는데 2000년 57조 5,584억 원이던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

는 2008년 1분기에만 138조 3,930억 원으로 확대되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8) 이러한 시장규모 확대의 대부

분은 기업 간 전자상거래인 B2B 시장이지만 개인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인

B2C도 꾸준한 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져 2008년 1분기에 2조 8,510억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통계청, 2008). 이와 같이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인한

변화는 개인과 기업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는 기존 고객의 구매행동과 유통채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따라서 과

거 전통적인 오프라인채널과 대별되던 TV 홈쇼핑과 카탈로그와는 달리, 인터넷

은 그것이 지닌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실무적,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인터넷 사용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Tino and Aron(2001)은 온라인 사용자들이 보안과 관련된 사항, 혁신적인 면

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타인과의 연대와 관련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에

접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러한 온라인 이용자들의 특성

을 파악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ahng et al.(2002)은 이와 함께 웹사이트 구축과 관련하여 제품정보를 디자인

하는데 있어 고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Amichai-Hamburger(2002)는 인터넷 사용자의 특성이 온라인상의 행위에 있

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Brown et al.(2003)은 인구통계적 요인들을 통한 고객의 구매의도를 연구하였

는데 초기 온라인시장의 고객들은 인터넷이 주는 편리함으로 인하여 온라인 상

점에서 구매활동을 하게 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소

비성향 또는 구매의도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Hills and Argyle(2003)는

인터넷 사용이 개인 간 특성 차이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Kotler(2003)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요소들이 구매자의 구매행위에 주요

한 영향을 미미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 고객과 비 인터넷 쇼핑구매자란 두 그룹

간의 특성 차이에 대한 이해는 사업과 경영에 있어 극히 중요하며, 이러한 온라

인 잠재고객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잠적 표적 시장 선정에 필수적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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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들도 수행되어 왔다.

Peterson et al.(1997)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마케팅에 대한 적합성이 달라지므로 제품 유형간 차이에 대한 고

려가 필수적이라 하였다.

Liang and Huang(1998)은 전자시장(electronic market)을 다룰 때, 온라인 마

케팅에 어떤 제품이 적합한가를 이해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Phau and Poon(2000)은 인터넷 잠재구매자와 인터넷비구매자를 비교하여 자

주 거래되고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게 차

별화된 제품이 인터넷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Kwak et al.(2002)과 같은 연구자들은 온라인 구매에 적합한 제품을 필요한

정보의 양과 온라인구매의 대중성에 의해 분류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추가적

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하여 고객의 태도와 인터넷 사

용경험, 인구통계학적 변수 그리고 개인특성이 온라인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사

실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온라인 쇼핑

수용과 관련한 이슈들을 고려할 때, 고객의 특성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

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서로 다른 제품 유형이 온라인 쇼핑 수용에 유의한 영

향관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들은 단일 제

품이나 유사 제품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객의 온라인

쇼핑 수용과정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확한 온라인 쇼핑 수용에 대한

실질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제품들을 대상으로 연구

를 수행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고객의 온라인 쇼핑 수용의도 결정요소 
온라인 쇼핑 관련 기존 연구들은 고객의 온라인 쇼핑 수용에 관하여 4가지

영역의 결정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고객의 특징 ② 개인의 지각된 가치 ③

웹 사이트의 디자인 그리고 ④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되는 제품 자체와 같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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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특성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고객의 수용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

다.

고객의 특징에 속하는 연구(Swaminathan et al., 1999)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O’Cass and Fenech, 2003), 자아 효능감에 관한 연구(Eastin, 2002), 인구

통계적 프로필에 관한 연구((Li et al., 1999; Sim and Koi, 2002; Vrechopoulos

et al., 2001) 그리고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수용에 관한 연구(Childers et al.,

2001; Citrin et al., 2000; O’Cass and Fenech, 2003) 등이 있다.

지각된 가치와 관련된 연구(Li et al., 1999)는 지각된 위험에 관한 연구

(Bhatnager et al., 2000; Eastin, 2002), 지각된 편의성에 관한 연구(Eastin,

2002), 지각된 웹 사이트 품질에 관한 연구(O’Cass and Fenech, 2003) 그리고

지각된 이익에 관한 연구(Eastin, 2002)가 있다.

웹 사이트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Dahlen and Lange, 2002; Liang and Lai,

2002; Ranganathan and Grandon, 2002)는 웹 사이트 보안과 관련된 연구

(Belanger et al., 2002; Liao and Cheung, 2001; Ranganathan and Grandon,

2002; Swaminathan et al., 1999)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Belanger et

al., 2002; Ranganathan and Grandon, 2002; Swaminathan et al., 1999)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인터넷 마케팅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의 유형이 매우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품 자체에 관련된 연구(Peterson et

al., 1997)는 제품 유형이 고객의 온라인 쇼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hatnager et al., 2000; Liao and Cheung, 2001; Peterson et al., 1997)와

제품 관련 컨텐츠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Liao and Cheung, 2001) 등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주요

변수들을 활용하여 통합적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증분석을 실시

할 것이다.

2. 온라인 제품과 서비스 
전통적인 마케팅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판매되는 제품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기 위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수준을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제품들은 탐색재, 경험재 그리고 신뢰재로 구별된다.(Nelson, 1970, 1974) 이 외

에 Kotler(2003)는 제품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기 위한 기초로 제품 속성을

사용하였는데 그가 구분한 제품의 속성은 내구성, 유형성과 사용성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과 관련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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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개발되거나 사용되어진 모형(Hsieh et al., 2005)이며 아직까지 온라

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연구에 적합한 모형이 설계되거나 연구되어진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Peterson et al.(1997)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보다 적절하고 관련성 있는

분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특성에 기초한 특별히 설계된 온라인 제품과 서비스 분류시스템을 제

안했는데 이들이 제안한 시스템은 제품 구입비용과 구매빈도, 가치제안과 차별

화 정도이다. 첫 번째 구매비용이 낮고 구매빈도가 높은 제품에서부터 구매비용

이 높고 구매빈도가 낮은 온라인 제품까지 이다. 두 번째 차원은 제품 가치제안

을 따르며, 제품을 유형적이고 물리적인 제품 또는 무형의 서비스로 분류한다.

세 번째 차원은 제품 차별화의 정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사업이 경쟁우위 창출

에 기여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와 같은 분류기준은 다음의 <표 1>에 제시되

어 있다.

<표 1> 제품서비스 분류 격자

차원 1 차원 2 차원 3

구매비용이 낮고

구매빈도가 높은 제품

유형적 또는 물리적

가치제안

높은 잠재적 차별화

낮은 잠재적 차별화

무형적 또는 정보적

가치제안

높은 잠재적 차별화

낮은 잠재적 차별화

구매비용이 높고

구매빈도가 낮은 제품

유형적 또는 물리적

가치제안

높은 잠재적 차별화

낮은 잠재적 차별화

무형적 또는 정보적

가치제안

높은 잠재적 차별화

낮은 잠재적 차별화

Ⅲ.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① 고객의 특징 ② 개인의 지각된 가치

③ 웹 사이트의 디자인 그리고 ④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되는 제품 자체와 같은

4가지 특성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고객의 수용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



158  大韓經營情報學會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고객의 온라인 쇼핑

수용에 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5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선정된 고객

특성 변수들은 정보기술에 관련된 개인적 혁신성, 인터넷 자기 효능감, 지각된

웹 보안, 프라이버시 염려와 각기 다른 제품에 대한 고객의 수용정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제품 관여도를 추가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1.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개인적 혁신성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적인 혁신성은 고객의 새로운 혁신 수용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ogers, 1995; Agarwal, 2000; Lu et al., 2005;

Wang et al., 2006)

Rogers(1995)는 ‘혁신의 확산’이라는 저서에서 ‘개인의 혁신성’을 개인이 다

른 시스템의 구성원들 보다 초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정도라고 정의

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Agarwal and Prasad(1998)는 개인적 혁신성을 정보기술

에 적용하여 PIIT(Personal Innovativeness of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명

명하였고 이것을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개인의 의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개인의 혁신성(PIIT)을 새로운 정보기술의 확산과

사용의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구성개념이라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정

보기술 수용에 대한 개인의 혁신성(PIIT)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개인적 지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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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행요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개인의 혁신성(PIIT)은 온라인 쇼핑에 대한 태

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높은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개인의 혁신성(PIIT)

을 가진 개인은 온라인 쇼핑을 받아들이는 데 보다 적극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하였다.

H1. : 높은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개인의 혁신성(PIIT)의 수준은 온라인 쇼핑

에 대한 고객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인터넷 자기 효능감 

인터넷 자기 효능감은 Bandura(1997)에 의해 제안된 사회적 인지 이론에서

유래한다.

Eastin(2002)과 O'Cass and Fenech(2003)는 이러한 개념을 인터넷 사용에 접

목시켜 인터넷 자기 효능감이라 명명하였고, 인터넷의 사용을 체계화하고 성공

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각자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

러한 인터넷 자기 효능감은 온라인 활용에 대한 개인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터넷이 온라인 쇼핑의 주요한 플랫폼이 된 이래

로, 사용자의 인터넷 자기 효능감은 온라인 쇼핑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할 수 있으며. 높은 인터넷 자기 효능감은 다양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수용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높은 수준의 인터넷 자기 효능감은 온라인 쇼핑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지각된 웹 보안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대면을 통하여 상호작용하지 않고, 가상환경이 높은 익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은 전통적인 상거래에 비하여 보안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Liao and Cheung(2001)은 거래처리에 있어 보안에 대한 관심이 온라인 쇼핑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Ranganathan and Gana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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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는 보안을 기업과 고객(B2C) 전자상거래 사이트 설계에 있어 주요한 요

소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Wolfinbarger and Gilly(2003)는 보안을 온라인 소매 서비스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라고 하였다. 또한, O'Cass and Fenech(2003)은 웹

보안에 대한 사용자의 지각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

H3. : 높은 수준의 웹 보안에 대한 개인의 지각은 사용자의 온라인 쇼핑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프라이버시 염려 

Pan and Zinkhan(2006)은 웹 사이트상에서의 사생활 노출은 온라인 구매자의

온라인 소매상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Wolfinbarger and

Gilly(2003)는 프라이버시 염려는 온라인 소매 서비스 질에 대한 고객 지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Smith et al.(1996)은 데이터 수집, 에러, 허락받지 않은 부가적 사용, 부적절

한 접근이란 네 가지 범주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나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고객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은 온라인을 통한 구매를 망설이게

된다. 또한 이러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는 교육수준, 문화, 지역적 특성 등과

같은 개인적인 차이 때문에 매우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Hsu, 2006;

Peslak, 2006)

Ranganathan and Ganapathy(2002) 역시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를 기업과

고객(B2C)간 전자상거래 사이트 설계에 있어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지적

하였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염려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온라인 구매를 회피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염려는 온라인 쇼핑에 관한 사용자 태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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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관여도 

개인의 관여도에 대한 개념은 Zaichkowsky(1985, 1994)에 의해 “특정 상황에

있어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 지각된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혹은 관심도의 수준”

이라고 정의되었다.

Koufaris(2002)은 개인의 관여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제품 관여도’를 개인의 관여도를 설명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용하였고, “중요성

또는 관련성에 의해 활성화된 동기부여 상황에서 객체(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

하여 가지는 개인적 동기”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haudhuri(2000)과

Wang et al.(2006)도 개인의 관여도와 같은 의미로 제품 관여도란 용어를 사용

하였다. Chaudhuri(2000)은 정보 검색과 제품 관여도 간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관여도가 높은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은 제품과 관련된 정보

를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하려는 높은 수준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

한 Shim et al.(2001)은 빈번하게 온라인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개인은 온라인

쇼핑에 대하여 높은 수용수준을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Koufaris(2002)는 높은 수준의 제품 관여도를 가진 개인들은 보다 긍정적인

쇼핑경험과 특정한 제품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마

지막으로 Wang et al.(2006)은 고객의 제품 관여도를 온라인을 통한 재무적 서

비스 구매의 결정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인터넷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 제품

관여도가 개인의 관여도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높은 수

준의 제품 관여도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고객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

다.

H5. : 높은 수준의 제품 관여도는 온라인 쇼핑에 관한 고객의 태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제품과 서비스 유형 

많은 연구자들은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 제품 차이의 중요성을 주장해 오고

있다.(Bhatnager et al., 2000; Liao and Cheung, 2001; Peterson et al., 199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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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에 대한 실중연구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

부분의 이전 연구들은 단일 제품이나 유사 제품군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예

를 들어, Liang and Lai(2002)는 책 구매 행위, Dahlen and Lange(2002)는 식료

품 소매상, Shim et al.(2001)은 탐색재, 그리고 Ruyter et al.(2001)은 교통서비

스에 관하여 집중된 연구를 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단일 제품이나 유사 제품군

에 한정된 연구내용으로 인하여 기껏해야 몇 개의 제품에 관한 실증분석결과

만을 알아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비록 Eastin(2002)이 e-shopping, Online banking, 온라인 투자와 전자결제와

같은 4가지의 일반적인 기업과 개인 간 전자상거래(B2C) 활동을 사용자의 수용

도에 미치는 중요 영향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네 가지 제품유

형이 매우 흡사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제품의 효과는 분석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품 유형의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제품과 서비스의 유형이 고객의 특성과 온라인 쇼핑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H6. : 제품과 서비스 유형은 고객의 특성과 온라인 쇼핑에 대한 태도 간의 관

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설문지의 구성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온라인 고객들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6가

지 변수집단이 본 연구를 위하여 활용되었다.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개인의 혁신성(PIIT)을 측정하기 위하여 Agarwal and

Prasad(1998)에 의해 개발된 네 가지 측정 항목을 사용하였다. 인터넷 자기 효

능감과 지각된 웹 보안은 O'Cass and Fenech(2003)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

었다. 프라이버시 염려는 Smith et al.(1996)에 의해 개발된 측정 도구를 이용하

였고 제품 관여도는 Zaichkowsky(1994)에 의해 개발된 PII(개인의 관여도 목록

; Personal involvement inventory)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에

대한 고객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Tayor and Todd(1995)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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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문제점 및 적합성을 파악하

고 선택된 제품․서비스가 연구를 위하여 적절히 선정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다음에 제시한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

구를 인용한 관련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선행연구자 정리

측정개념 조작적 정의 문항수 선행연구자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개인적

혁신성(PIIT)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개

인 의도 또는 의지
4

Agarwal and

Prasad (1998)

인터넷 자기

효능감

인터넷 사용을 체계화하고 성공적

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각자의 능

력에 대한 신념

4
O'Cass and

Fenech(2003)

지각된 웹 보안

개인적 또는 재무적 정보를 제공

하거나 보내는 경우 웹 보안에 대

한 개인의 지각

3
O'Cass and

Fenech(2003)

프라이버시 염려

데이터 수집, 에러, 허락받지 않은

부가적 사용, 부적절한 접근등과

같은 온라인 거래 시의 위험에 대

한 염려

15 Smith et al.(1996)

제품 관여도
고객의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는

제품
10 Zaichowsky(1994)

온라인 쇼핑에

대한 고객의 태도

고객이 온라인을 통한 구매를 선

호하는 정도
5

Taylor and

Todd(1995)

8.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선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온라인 제품과 서비스는 선행연구 고찰의

<표 1>에서 밝힌 바와 같이 Peterson et al.(1997)에 의해 제안된 제품 분류 모

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모형은 구매 관련 비용(제품 및 서비

스의 구입가격)과 구매 빈도 그리고 가치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제품의 선정은 표본 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였고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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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식 투자, 보험 가입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의하여 구매 빈도나 금

액이 적은 제품군들은 제외하였다. 네 가지 제품은 Peterson et al.(1997)의 선정

기준에 따라 유형 또는 물리적이면서 구매비용이 낮고 구매빈도가 높은 도서,

무형 또는 정보적이면서 구매비용이 낮고 구매빈도가 높은 온라인 뉴스 및 잡

지, 유형 또는 물리적이면서 구매비용이 높고 구매빈도가 낮은 TV용 게임 마지

막으로 무형 또는 정보적이면서 구매비용이 높고 구매 빈도가 낮은 컴퓨터 게

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 본 연구에 사용된 대상 제품 및 서비스

구분
구매비용이 낮고 구매빈도가

높은 제품

구매비용이 높고 구매빈도가

낮은 제품

유형적/물리적 도서 TV용 게임

무형적/정보적 온라인 뉴스 및 잡지 컴퓨터 게임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징 

표본 집단은 온라인 쇼핑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설문조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

구는 서로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상황에서 고객의 특성과 온라인 쇼핑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Peterson et al.(1997)이 활

용한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분류 격자에서는 특정한 제품에 관련된 개인적 위

치(Positions)는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들은 컴퓨터 게임

을 저비용, 빈번한 구매의 대상으로 여기는 반면, 다른 이들은 다른 의견을 견

지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성을 배제하고 연구 결과의 일반적인 적용 가

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본을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그룹(교육, 소비습관, 경제

적 상황 등)인 대학생으로 구성하였다. 설문결과 전체 응답자는 372명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기초 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응답된 전체 설문 중에서 불성실하

게 응답한 89명을 제외하고 283명을 분석이 대상으로 삼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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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로 여성보다 많았고, 컴퓨터 활용능력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1.5%로

나타났다.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 사이가 79.1%, 인터넷 사용

경력은 3년 이상이 79.2%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숙련도와 관련해서는 ‘보통이다’

가 55.2%로 나타났다.

<표 4> 표본의 인구통계적 분포

구분 항목 빈도 구성비율

성별
남 182 64.1

여 101 35.9

컴퓨터활용능력

매우 낮다 5 2.0

낮다 48 17.6

보통이다 145 51.5

높다 65 23.4

매우 높다 20 7.5

일일 인터넷

사용시간

1시간 미만 11 4.2

1～3시간 223 79.1

3～5시간 37 13.2

5시간 이상 12 4.5

인터넷 사용경력

6개월 미만 0 0.0

1년～2년 20 6.8

2년～3년 39 14.0

3년 이상 224 79.2

인터넷 숙련도

매우 낮다 10 3.5

낮다 10 3.6

보통이다 156 55.2

높다 78 27.5

매우 높다 29 10.2

2. 제품관여도 분석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

하여 Peterson et al.(1997)에 의해 제안된 제품분류모형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

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4가지 속성을 가진 제품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제품의 기본적인 차이를 측정

하기 위하여 제품관여도와 관련된 10개의 질문을 하였고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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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도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품관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각각 상반된 심리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

고 그것을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5> 제품관여도 측정 항목 - 예시

질의 내용 선택된 제품 또는 서비스는 나에게 있어

척도

 ➡

전혀

중요하지

않다(10)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40)

조금

중요

하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70)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품관여도는 1부터 7까지의 범주를 가진 측

정 형태이다. 이 척도를 통하여 설문 참여집단의 제품관여도를 측정하였다. 실

증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283명을 대상으로 앞서 제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

한 관여도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표 7>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품관여

도 분석결과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 제품의 분류 기준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44)

을 활용하였다.

<표 7> 선택된 제품/서비스의 관여도 분석 결과

구분 도서 TV용 게임
온라인 뉴스

및 잡지
컴퓨터 게임

고관여 제품/서비스 223(78.79%) 121(42.76%) 116(40.98%) 139(49.11%)

저관여 제품/서비스 60(21.21%) 162(57.24%) 167(59.02%) 144(50.89%)

3.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의 실질적인 유효성을 높이고 설문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독립변수와 변수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

석 방법의 요인추출에 있어서는 구해진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의 수

를 적절히 줄이기 위한 주성분분석 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회전으로는 직각

회전방식(Varimax)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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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개인적 혁신성, 인터넷 자기 효능감, 지각된 웹 보안,

프라이버시 염려 등의 독립변수 26개 항목과 온라인 쇼핑에 대한 태도에 5개

항목 등 총 31개 항목 전체에 대한 신뢰성 및 요인분석결과이다.

신뢰도 분석의 결과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0.5 - 0.6 이상이면 충분하

고 기초연구도 0.8이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Nunally, 1978) 본 연

구를 위하여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요인 1

개인적

혁신성

요인 2

인터넷

자기효능감

요인 3

지각된

웹보안

요인 4

프라이버시

염려

신뢰도

계수

1. 새로운 정보기술 활용방법 탐색

2. 새로운 기술을 처음 활용하려고 노력

3. 새로운 정보기술 활용 주저

4. 새로운 정보기술 시험을 선호

.807

.795

.760

.735

.8557

1. 제품/서비스에 관련된 정보검색이 원활

2. 브라우저 이용한 특정 사이트 검색 숙련

3. 웹을 통한 검색을 편안하게 느낌

4. 스스로 웹을 이용 판매 사이트 검색 가능

.788

.787

.706

.821

.7446

1. 웹을 통한 정보 전송을 안전하다고 여김

2. 개인정보 제공이 안전하다고 느낌

3. 웹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안전한 환경

.925

.923

.759

.9290

1. 개인정보를 질의할 때 귀찮음

2. 비용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는 이중 점검

3. 제공자 허락없는 개인정보활용 절대 불가

4.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필요

5. 개인정보 제공 전 숙고함

6. 개인정보 정확성 위해 다양한 조치 필요

7. 지정된 경우 외에 개인정보제공 불가

8. 정보오류 수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 필요

9. 비용에 상관없이 불법적 접근 차단 필요

10. 정보요구처가 많아 귀찮음

11. 개인정보의 상업적 거래는 불가

12. 정보 정확성 확보를 위한 시간/노력 필요

13. 제공자 허락없이 타인에게 정보제공불가

14. 불법적 접근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750

.736

.732

.806

.838

.807

.801

.799

.861

.801

.763

.793

.872

.875

.7914

Eigen Value 1.912 1.922 1.241 2.915

분산비율(%) 13.213 12.092 16.051 30.902

누적분산비율(%) 13.213 22.305 38.356 68.258

<표 8>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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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요인 1

도서

요인 2

TV용

게임

요인 3

온라인 뉴스

및 잡지

요인 4

컴퓨터

게임

1. 온라인을 통한 [선택된 제품] 구입 선호

2. 온라인을 통한 [선택된 제품] 구매에 흥미

3. 온라인을 통한 [선택된 제품] 구매는 매력적

4. 오직 온라인만을 이용한 [선택된 제품] 구매의지

5. 향후 온라인을 통한 [선택된 제품] 구매 확대의도

0.777

0.785

0.803

0.833

0.891

0.732

0.711

0.659

0.701

0.799

0.722

0.699

0.624

0.655

0.752

0.824

0.847

0.700

0.735

0.774

신뢰도 계수 0.7802 0.7851 0.8014 0.8123

<표 9>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 2

타당성 측정은 독립변수 집단의 경우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관련되어 신뢰도

가 낮은 한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25개 문항을 가지고 측정하였고 모두

0.5이상으로 적재되었다.

4.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관한 회귀분석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였

고, 종속변수로는 온라인 쇼핑에 관한 사용자의 태도로, 독립변수로는 개인적

혁신성, 인터넷 자기 효능감, 지각된 웹 보안, 프라이버시 염려 등 4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4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네 개의

회귀 모형이 도출되었고 서로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쇼핑 수용

에 관하여 고객 반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표 10> 회귀식 정리

1.         (도서에 관한 회귀식)

2.         (TV용 게임에 관한 회귀식)

3.         (온라인 뉴스 및 잡지에 관한 회귀식)

4.        (컴퓨터 게임에 관한 회귀식)

여기서,  =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개인적 혁신성,  = 인터넷 자기 효능감

 = 지각된 웹 보안,  = 프라이버시 염려,  = 제품관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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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수용 태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제품이나 서

비스를 바탕으로 모형을 수립하였고, <표 10>에서 제시한 회귀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통계적 결과들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온라

인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자가 온라인 쇼핑에

관하여 가지는 태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4.1 구매비용이 낮으면서 구매빈도가 높은 유형적 제품 - 도서
Peterson et al,(1997)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비용과 구매빈도, 가치제안과 차별화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구매비용이 낮고 구매빈도가 높은 유형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예로 도서를 채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온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에 관한 제품관여도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라이

버시 염려는 온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에 관한 고객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서 와 같은 제품의 구매에 있어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 등이 전자책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미리보기 등을 제공하는 등 고객이

도서 관련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에 반하여 프라이버시 염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구매비용이 적고

위험도가 낮은 제품임에도 거래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고

객들이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개인적 혁신성(PIIT), 인터넷 자기 효능감 그리고 지각된 웹 보안은 온라

인을 통한 도서 구매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과 인터

넷 자기 효능감의 경우 인구통계적 분석(<표 4> 참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표본의 79.2%인 224명이 이미 인터넷을 3년 이상 활용하였고 컴퓨터 활용 능력

이 보통이상인 경우가 전체 표본의 82.4%인 230명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혁신적

인 정보기술 또는 효능감을 느낄 만큼 어려운 도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각된 웹 보안은 도서의 경우 구매비용이 낮고 구매빈도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래 등과 관련된 웹 보안 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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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회귀

계수(베타)

T값의

유의수준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개인적 혁신성(PIIT) 0.1986 0.0697 0.1982 0.1897

인터넷 자기 효능감 2.215E-02 0.1221 0.0668 0.3601

지각된 웹 보안 0.1775 0.1095 0.1722 0.0824

프라이버시 염려 -0.2624 0.1134 -0.2148 0.0412*

제품 관여도 0.2119 0.0901 0.2119 0.0000**

F : 4.254 Sig. F : 0.0000**   : 0.1585 Adjusted   : 0.1822

<표 11> 도서구매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p < .05, **p < .01

4.2 구매비용이 높으면서 구매빈도가 낮은 유형적 제품 - TV용 게임
구매비용이 높고 구매빈도가 낮은 제품으로 TV용 게임을 선정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구매비용이 낮고 구매빈도가 높은 도서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개인적 혁신성(PIIT), 인터넷 자기 효능감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 지각된 웹 보안, 프라이버시 염려 그리고 제품관여도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웹 보안의 경우 TV용 게임이 도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웹을

안전한 환경으로 지각하는 고객들만 온라인으로 TV용 게임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관여도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프라이버시 염려는 온라인을 통한 TV용 게임 구매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과정에서 과

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고객들이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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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회귀

계수(베타)

T값의

유의수준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개인적 혁신성(PIIT) 0.1844 0.0697 0.1850 0.1148

인터넷 자기 효능감 6.316E-02 0.1221 0.0544 0.5517

지각된 웹 보안 0.3027 0.1095 0.3017 0.0000**

프라이버시 염려 -0.2615 0.1134 -0.2977 0.0321*

제품 관여도 0.1988 0.0901 0.1958 0.0410*

F : 6.1157 Sig. F : 0.0000**   : 0.2098 Adjusted   : 0.1911

<표 12> TV용 게임 구매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p < .05, **p < .01

4.3 구매비용이 낮으면서 구매빈도가 높은 무형적 제품 - 온라인 뉴스 및 잡지
온라인 뉴스 및 잡지는 구매비용이 낮고(또는 거의 들지 않는) 구매빈도가 높은

무형의 제품 또는 서비스로 채택되었다. 회귀분석의 결과, 제품관여도 이외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은 결국 온라인 뉴스 및 잡지가 구

매비용이 낮고(또는 거의 들지 않는) 구매빈도가 높은 반면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선택되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기호에 따

라 제품관여도의 정도가 매우 높으며 검색과정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므로 인

하여 그 외의 변수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회귀

계수(베타)

T값의

유의수준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개인적 혁신성(PIIT) 0.1422 0.0697 0.1430 0.1148

인터넷 자기 효능감 2.912E-02 0.1221 0.0111 0.9517

지각된 웹 보안 0.1299 0.1095 0.1277 0.2119

프라이버시 염려 -0.2265 0.1134 -0.1961 0.1012

제품 관여도 0.4101 0.0877 0.3999 0.0000*

F : 6.008 Sig. F : 0.0000**   : 0.2238 Adjusted   : 0.2105

<표 13> 온라인 뉴스 및 잡지 구매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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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구매비용이 높으면서 구매빈도가 낮은 무형적 제품 - 컴퓨터 게임
온라인을 통한 컴퓨터 게임 구매에 관한 회귀분석의 결과, 모든 독립변수가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혁신성(PIIT), 인터넷 자기 효능감, 지각된 웹 보안 그리고 제품관여도는

온라인을 통한 컴퓨터 게임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프라이버시 염려의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컴퓨터 게임에 대한

구매빈도가 낮더라도 게임 활용을 위한 소비자들의 몰입 또는 숙련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각종 보안관련 절차들에 의하여 안전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프라이버시 염려는 과도한 가입 및 활용 절차에

대한 불편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회귀

계수(베타)

T값의

유의수준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개인적 혁신성(PIIT) 0.1599 0.0697 0.1545 0.0000**

인터넷 자기 효능감 0.2231 0.1221 0.2054 0.0142*

지각된 웹 보안 0.2078 0.1095 0.2010 0.0000**

프라이버시 염려 -0.1957 0.1134 -0.1953 0.0222*

제품 관여도 0.2236 0.0901 0.2215 0.0000*

F : 6.008 Sig. F : 0.0000**   : 0.2238 Adjusted   : 0.2105

<표 14> 컴퓨터 게임 구매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p < .05, **p < .01

Ⅳ. 결   론
본 연구는 개인적 혁신성(PIIT), 인터넷 자기 효능감, 지각된 웹 보안, 프라이

버시 염려 그리고 제품관여도라는 독립변수 그룹과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

의 태도라는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속성이 서로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

하여 소비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온라인 쇼핑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정도는 제품 또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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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제품관여도는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

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개인적 혁신성(PIIT)과 인터넷 자기 효능감은 구

매비용이 높고 구매빈도가 낮은 무형적 제품 또는 서비스(컴퓨터 게임)를 구매

하는 경우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수용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웹 보안은 구매비용이 높으면서 구매빈도가 낮은 유형적 제품

(TV용 게임)과 구매비용이 높으면서 구매빈도가 낮은 무형적 제품(컴퓨터 게

임)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수용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라이버시 염려는 구매비용이 낮으면서 구매빈도가 높은 유형적 제품

(도서), 구매비용이 높으면서 구매빈도가 낮은 유형적 제품(TV용 게임) 그리고

구매비용이 높으면서 구매빈도가 낮은 무형적 제품(컴퓨터 게임)을 구매하는 경

우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수용 태도에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품관여도는 구매비용이 낮으면서 구매빈도가 높은 무형적 제품(온라

인 뉴스 및 잡지)을 제외한 모든 제품․서비스 구매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되는 제품․서비스 속성은 소비자의 온라인 쇼

핑에 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영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프

라이버시 염려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온라인을 통한 제품․서비스 구매 시 소비자들에게 너무 과도한 개인정보와 복

잡한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제품․서비

스를 판매․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 정보 제공 내용과 절차에 대한 간소

화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용태도는 판매․제공되는 제품․서비스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를 위하여 선

정된 도서, 온라인 뉴스 및 잡지, TV용 게임 그리고 컴퓨터 게임에 대하여 서

로 다른 수용정도를 보였다. 이것은 온라인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판매․제공

시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무형성, 구매비용 그리고 구매빈도에 따라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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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고려한 판매․제공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비접촉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구

매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비

자들이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선택 하는지, 이미

사용해본 적이 있는 브랜드를 반복구매 하는지, 그리고 가장 비싼 제품이나 브

랜드를 구매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설문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하여 사

용된 소비자 특성 변수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많은 연구 변수들을 추가하여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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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Consumer Characteristics on their

Acceptance of Online Shopping in the context of Different Product or

Service Types

Paik, Chin-hyon*2)

Most previous electronic commerce studies have focused on a single

product or similar products. The effects of different product types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and so previous studies have limited the gener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different product

types. The Internet product and service classification grid proposed by

Peterson et al.(1997).

A survey-based approach was employed to investigate the research

questions.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determinants of online shopping

acceptance differ among product or service types.

As a result of analysis, personal innovativeness of information technology,

perceived Web security, personal privacy concerns, and product involvement

can influence consumer acceptance of online shopping, but their influence

varies according to product or service types.

Key Words : Online shopping acceptance, Consumer characteristics,

Product or servic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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