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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치열한경쟁에처해있는인터넷쇼핑몰(Internet Shopping Mall：ISM) 산업에서생존을위하여필수적

인 차별화 구현을 통한 수익성 향상 방안을 탐색한다. ISM 관리의 실질적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실행 수준에서의

관리 요소를 분석하는 본 연구는 이제까지 주로 개념적이고 기업 수준에서 수행된 B2C 차별화 전략 연구와 ISM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건을 파악하는 실증적 연구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되었다. 첫째,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각 단계 별 거래비용 이론 관점에서 고객가치를 정의하였다. 둘째, 포괄적 문헌연구를 통하

여 ISM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 중 관리요소의 차별화가 가능하며 차별화를 통하여 고객 가치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5개의 관리요소를 도출하고 연구모델과 가설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구

조적 모델을검증하고 차별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연구는 ISM 차별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는초기단계에

속하는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는 ISM 차별화를 위한 향후 연구와 실무적 응용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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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중개기능을

대체할 수 있고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하는 B2C

유통의 중요한 판매 채널이다. 한국의 2009년 3월

당월의 인터넷 쇼핑몰(ISM) 거래 액은 1조 6천억으

로(http://www.kosis.kr) 연평균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속

적 성장과 함께 ISM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포괄적

으로 진행되어 왔다. ISM 연구의 대표적 부류 중

하나는 고객만족과 쇼핑몰 이용의 지속의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

하는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ISM이 가지는 유통 중

개자로서의 특성과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기술 사용

특성의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거래비용(transa-

ction cost)이론, 플로우(flow)이론, 기술수용 모델

(technical acceptance model：TAM)이론,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이론 등에 기반하여 수행되었

다(Saeed et al., 2003). 이들 연구를 통하여 ISM 고

객만족 선행변수, 중개변수, 만족도 지표 등에 대한

결과가 광범위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ISM 산업 매출의 성장과 기업 수의 증가

는 가격경쟁의 가속화와 함께 ISM의 수익성 저하

와 과당경쟁 등 경영상의 문제를 초래하였다(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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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2008). 이는 클릭 한번으로 쉽게 ISM 사이트의

전환과 ISM 간 제품 가격의 비교가 가능한 B2C 전

자상거래의 본질적 특성에도 기인한다. 이러한 위험

은 전자상거래 초기부터 예견된바 있다. Merrilees

(2001)는 낮은 가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자상

거래 기업이 일반적인 저가격 전략을 채택할 경우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Margretta(2002)는 전자상

거래 모든 업종에서 유사한 제품, 서비스, 표적고객

과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의 과도한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은 Porter

(2001)의 파괴적 경쟁(destructive competition) 형

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고 ISM의 수익성과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차별화를 통한

경쟁전략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김정희,

2008; 전대근 외 2인, 2008). 실증적으로 미국의 13개

의 온라인서점과 2개의 전국 네트워크 체인을 보유

하고 있는 오프라인서점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온라

인의 가격이 항상 낮게 형성되지는 않았다(Clay et

al., 2002). 미국의 대표적 온라인 CD 쇼핑몰의 가격

이 저가격 리더가 아닌 사례(Lee and Gosain, 2002)

는 표준화된 상품의 온라인 쇼핑몰 산업에서조차 가

격경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 이용 고객이 가격에

있어서합리적이긴하지만 반드시 가격에만집착하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Reichheld

and Schefter(2000) 역시 ISM에서 가격보다 신뢰형

성이충성고객확보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였으며 Yang and Jun(2002) 또한 ISM의

서비스가 고객충성도를 형성하는데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Kim et al.(2004)은 ISM 산업에서 가격경쟁에 대

비한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

다. Kim et al.(2004)는 ISM을 중심으로 Porter의

경쟁전략을 e-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e-비즈니스 환경에

서 차별화전략은 저비용 우위 전략 보다 높은 성과

를 낼 것이다. 둘째, e-비즈니스 환경에서 집중전략

은 차별화전략 혹은 저가격전략보다 비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e-비즈니스 환경에서 저비용전략과

차별화전략의 결합은 각 전략을 개별적으로 적용

하는 것 보다 성과가 높을 것이다. 넷째, e-비즈니

스 환경에서 전략과 성과는 중개자의 성격에 영향

을 받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밀접하게 결합되

어 운영되는(clicks-and-bricks) 기업은 순수온라

인 혹은 순수오프라인 기업보다 성과의 우위가 있

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Varadarajan and Yadav

(2002)는 환경, 제품 특성, 구매자와 구매환경, 산업

구조, 기업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인터넷 기

반의 차별화된 경쟁전략의 개념적 프레임웍을 제

시 하였다. Porter의 경쟁전략을 바탕으로 한 전자

상거래 차별화전략의 체계화노력은 Kearns (2005)

와Koo et al.(2004) 등에 의해서도 수행되었다. Kearns

(2005)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Miles and Snow(1978)

의 4가지 전략유형을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용하였

고 Koo et al.(2004)도 가격주도, 시장차별화, 혁신

차별화, 시장포커스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차별화

와 성과의 관계를 이론화 하였다.

그러나 ISM 차별화 전략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

지 주로 개념적 관점에서 기업 단위로 진행되어 실

행차원에서의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는 한

계점이 있었다. ISM 차별화 실행전략과 관련된 연

구가 제한적인 것은 ISM의 고객만족과 충성도 형

성과 관련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과는 상

당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갭을 메우고자 수행되

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ISM 고객만족과



ISM 차별화를 위한  고객 구매 프로세스 기반 관리 요소 분석

지능정보연구 제15권 제3호 2009년 9월  83

관련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무적 관

점에서 ISM의 어떤 차별화 관리요소가 효과적인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내용은 e-

비즈니스 환경에서 강조된 차별화전략의 개념적

프레임웍의 연장선상에서 ISM 고객만족 실증연

구를 결합하여 실행전략 차원에서의 유용한 관리

적 요인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정리 될 수

있다.

2. 연구의 구조

차별화전략은 경쟁업체와 구별되는 가치있는 프

로세스의 구현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환경에서의 차별화 프로세스는 제품, 서비스, 인력,

채널, 이미지 등의 5가지 관점에서 실행이 가능하

다(Kotler, 2003). 5가지 실행관점에서의 차별화 요

소는 개인화(customization)와 묶음(번들링) 등을

통한 제품의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온라

인상에서 24시간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서

비스차별화(service differentiation), 인터넷의 취

합(aggregation)과 매칭의 특성을 이용하여 인력자

원의효율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차별화 (person-

nel differentiation), 인터넷 유통채널과 오프라인 채

널의 효과적인 결합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경로차별

화(channel differentiation), 그리고 이미지차별화

(image differentiation) 등이다.

같은 맥락에서 Strauss et al.(2006)은 전자상거

래 고유의 차별화 가능요인을 사용자 친근성, 제품

배치 등에 의한 사이트분위기, 가상투어 등 무형요

소의 유형화, 신뢰구축, 신속한 운송등 주문 사이클

타임, 고객관계 경영(customer relationship mana-

gement：CRM) 등 6가지 관점에서 제시 하였다.

Albert and Sanders(2003)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

여 마케팅 관점에서의 차별화를 강조한 4C를 기존

4P 마케팅믹스 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4P와 대응되는 차별화 가능 4C는 제품(pro-

duct)：차별화된 고객솔루션 제공(customer solu-

tion), 가격(price)：차별화된 원가구성(cost), 유통

(place)：편의성(convenience) 제공, 홍보(promo-

tion)：양방향 의사교환(communication) 등이다.

Cazier et al.(2006)은 e-비즈니스 환경에서 신뢰형

성을 통한 차별화방안을 기업 제공가치와 고객가치

와의 일치(congruence)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제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별화에 대한 연구들은 각각

의 이론적 프레임웍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개념적

이며 기업수준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여 차별화를

위한 실행 관리요소에 대한 제시가 미흡하며 따라

서 전자상거래 연구문헌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심

층적으로 분석된 고객만족과 인터넷채널 선호, 충

성도 결정요소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차별화전략 연구의 연장선상

에서 ISM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차별화가 가능

하며 또한 차별화를 통하여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 관점에서 인

터넷채널과 차별화의 시사점을 이론적으로 전개한

Peterson et al.(1997)의 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

여 고객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도입하였다. 고

객 의사결정 프로세스 프레임웍은 판매자가 고객

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

행하는 역량을 파악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Kohli et al., 2004) 소비자 행태를 일반화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Teo and Yeong, 2003). 또한 고

객 의사결정 프로세스 프레임웍은 구매 의사결정

의 각 단계별로 인터넷 활용의 차별화 영향과 공헌

을 구체화 할 수 있으며(Zeng and Reinartz,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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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구조

이를 통하여 고객 행태의 예측과 일반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Kohli et al.(2004) 은 온라인 구매자의

의사결정 단계별 요구사항 파악의 중요성에 대비한

기존전자상거래 연구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ISM 기

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구매 의사결정단계별로

고객의 가치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고객 의사결정 프로세스분야의 대표적인 Engel,

Blackwell and Miniard(EBM) 모델은 구매과정을

요구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결정, 구매 후

평가 등 5단계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단순화한 모델이다. 구매과정의 범위는 구매라는

행위 이전의 단계부터 구매 이후의 행동까지를 포

함한다. 1단계의 요구인식은 고객이 문제 혹은 구

매 필요성을 인지하는 단계이고 정보탐색의 2단계

는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관련제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찾는 과정이며 3단계 대안평가는 가격, 품

질, 애프터서비스 등 여러가지 평가요인들을 기준

으로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다음 4단계 구매

결정 단계에서 실제제품 구매행위가 이루어지며 5

단계의 구매 후 평가 단계에서 구매 전 기대치와

구매 후 만족을 비교 평가하여 재구매 여부를 판단

한다. EBM 모델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고객 행태

를 모델링 하는데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된(Butler

and Peppard, 1998; Teo and Yeong, 2003) 프레임

웍으로 본 논문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차별화 관리요소는 궁극적으로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 단계별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를 경쟁사

대비 향상하여 고객만족과 함께 궁극적으로 충성

도를 높여 ISM의 수익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향상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차별화 요소의 파악은

ISM의 고객만족과 충성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기

존의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다. 본 연구에

서는 프로세스 단계별 가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 기반 전자상거래 연구

와 고객만족과 충성도 형성의 선행요인 파악 연구

의 두 가지 연구흐름의 효과적 결합을 통하여 ISM

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관리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는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차별화 가능 실행 관리요소가 고객가치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하여 재구매 의도가 향상되는 인과관

계로 구성되는데 이는 Song and Zahedi(2005)와

Venkatesh and Agarwal(2006)의 관리요인, 가치,

결과의 연속적 인과관계 구조와 유사하다.

3. 연구 모형

Gorsch(2000)은 고객이 제품 구매를 통하여 얻

고자 하는 가치를 구매에 수반되는 비금전적 비용

을 포함한 총비용 대비 제품의 고객 요구 충족 효

능으로 정의하고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고객

요구충족을 위하여 수행하는활동의집합으로설명

하였다. 거래비용 이론(transaction cost economics :

TCE)에 따르면 총구매비용은 제품가격과 함께 구

매 프로세스 활동에 투입된 총시간과 노력을 포함

하며 총비용의 최소화는 구매 의사결정 품질과 함

께 고객가치를 결정하는 핵심동인이 된다(Kohli et

al., 2004).

Liang and Huang(1998)은 TCE 관점에서 제품

특성이 구매자의 인터넷채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품 구매 프로세스에 수반되는 불확실성

과 자산 특이성(Asset specificity) 요인으로 설명하

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Teo and Yu (2005)

는 온라인 구매의 총거래비용을 탐색비용,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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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비용, 적응비용으로 세분화하고 소비자의 온라

인채널 선호행태를 TCE 이론에 근거하여 모델링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객가

치를 TCE 관점에서의 정의하고자 한다.

TCE 관점에서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단계

별 고객가치를 정의하면 필요인식, 정보탐색, 대안

비교 등 구매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의 과정에서

는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사항에 가장 적합한 제품

을 파악하고 대안을 비교하는 탐색노력과 시간이

거래비용에 해당된다. 구매단계에서는 제품가격이

거래비용이 되며, 구매 후 단계의 거래비용은 제품

의 획득과 문제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데 수반되

는 노력과 시간 등의 비용으로 정의된다.

정보경제학 (Economics of Information：EoI)은

전통적 오프라인에 대비되는 온라인의 특성을 탐

색의 효율성(Biswas, 2002)으로 정의한다. 이는 가

격탐색과 대안의 검토가 많이 필요한 구매의 경우

에 온라인채널 구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탐색에

필요한노력과 시간이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의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설명한다(Gupta et al., 2004). 같

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ISM에서 구매 이전 단

계의 고객가치에 대한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구성개

념(construct)으로 선택효율성(choice efficiency) 을

정의한다.

온라인 구매과정에서 효율적인 탐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탐색편의성(search convenience)의 선행

이 필요하다. 탐색편의성은 ISM 고객만족도를 설

명하는 TAM의 사용편의성(ease of use：EOU)과

연관되는 구성개념으로 Devaraj et al.(2004)의 연

구 등 ISM의 고객만족 선행요건으로 많은 실증분

석을 통하여 검증되었다.

효율적 탐색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탐색이

쉽고 편해야 하는 한편 검색제품의 품질확신성이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웹에서의 품질확신성은 오

프라인 대비 전자상거래 환경에서효과적인 관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슈중 하나이다 (Choi et

al., 1997). 정남호 (2008)와 Figueiredo(2000)는 오

프라인 대비 온라인상에서 관리가 어려운 대표적

이슈로 제품의 품질지각(awareness) 문제를 제시

하고 웹에서의 제품품질 파악 관점에서 제품을 특

성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차별적 경쟁전략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품의 품질확신성은 전자상거래 채

널에서 오프라인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래 위

험과도 연계되어 있다.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통합

경로(dual channel) 전략의 시너지 초점 역시 위험

감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다(Steinfield, 2002).

따라서 웹 상에서 제품의 효과적인 품질 확신은

탐색편의성과 함께 선택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 중 구매 이전 과정의 선

택효율성은 비금전적 거래비용과 관계되며네 번째

구매단계에서는 저렴한 제품가격이 고객가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4단계

구매단계의 고객가치의 구성개념으로 정의한다.

전자상거래 특성 중 하나는 4단계의 구매시점

과 제품을 받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다. 오프라인과 달리 배송기간 이후에 제품이 도착

하게 되고 인도 후 제품의 문제발생 시 반품이나

클레임 해결 등은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병

행으로 진행된다(유일 외 3인, 2006). 이를 반영하

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구매 과정까지의 만족을 구매만족(purchase sat-

isfaction) 구성개념으로 정의하며 이를 구매 후 단

계의 제품배송과 사용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는 ISM

에 대한 고객의 태도와 구분하기로 한다. 구매만족

과 구매후만족은 고객의 ISM 재방문과 지속적 구

매에 필요 선행조건이 된다(정철호와 정영수, 2007).

구매 후 단계에서 ISM의 성과는 구매경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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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모델

하여 형성되며특히문제발생후의처리 과정은 ISM

신뢰에많은 영향을 미친다(Gefen and Straub, 2004).

거래비용 관점에서 구매후거래비용은 문제발생시

해결에소요되는 시간과노력을 의미하며배송과정

과 문제 발생시 해결과정을 통하여 인지되는 ISM

의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은 구매 후 단계의

고객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구성개념이 될 수

있다.

ISM의 수익성은 궁극적으로 고객충성도에 의하

여 결정된다. Reichheld and Schefter(2000)는 신규

고객 유치에 소요비용의 손익분기에 필요한 기간

이 가전의 경우 4년 이상, 의류의 경우 1.1년 이상

소요된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ISM의 수익성과

성장은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

를 통하여 형성된 고객충성도에 의하여 결정됨을

강조하였다. 일상품(commodity) 대비 의류 등의 탐

색재(search goods)가 ISM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이 큰 것은 이들 제품의 특성 상 ISM에 대한 신뢰

와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구매를 반복하며 이는 순

수한 가격경쟁과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

여 본 연구에서는 ISM 차별화의 궁극적 목표에 해

당되는 구성개념을 재구매 의도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

출한 차별화 요소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연구 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3.1 탐색편의성(Search Convenience)

경쟁 쇼핑몰에 대비한 우수한 탐색편의성은 구

매과정에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

실행 차원에서 탐색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

리요소들은 다음과같다. 제품탐색과정에서웹페

이지가 편리하게 구축되어있고 시각적으로 매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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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디자인 등은 전자상거래 사이트 평가와 품질 관

점에서 중요한 속성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관

점에서탐색편의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관리 요소는

웹 사이트의 제품전시(display), 제품정보표현 형

태(format), 네비게이션(navigation) 편의성, 질의

(query) 유용성, 그리고 고객의 탐색 이력과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화(customization)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제품의 정렬과 상식적이고 쉬운검

색은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

며, 개인화는 소비자가 ISM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찾게 해줌으로써

제품탐색 시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도출되었다.

H1：제품전시와 형태(display and format)은

탐색편의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네비게이션(navigation)은탐색편의성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

H3：질의(query) 유용성은 탐색편의성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

H4：개인화(customization)는 탐색편의성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

3.2 선택효율성(Choice Efficiency)

선택효율성 성과에 있어서의 차별화 요소는 탐

색편의성 향상을 통하여 선택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 가능성과 품질확신성을 향상할 수 있는 변수와

함께 직접적으로 선택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ISM 제품관리자의 추천

(recommendation)의 정확도가 높을수록 구매자는

제품선택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경감시킬 수

있다. ISM의 추천기능의 품질향상은 지능적 정보

시스템 구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두 번째 차별화

가능 요소로는 제품다양성 (product variety) 을 고

려할 수 있다. 제품구색의 다양성은 특정 ISM에서 구

매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와 종류를 의미한다 (Wol-

finbarger and Gilly, 2003). 한 ISM에서 제공하는 제

품의 다양성이많을수록구매자는 여러 쇼핑몰을 방

문하여 제품을 검색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는 제품의견 (referral) 기능이 될 수 있다.

제품구매 후기와 커뮤니티 등은 고객의 경험을 공

유하게 함으로써 여러 쇼핑몰을 방문하거나 여러

제품의 상세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

력을 줄여 효율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도출되었다.

H5：추천(recommendation)은 선택효율성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

H6：제품다양성(product variety)은 선택효율

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7：의견(referrals)은 선택효율성에 정(+)의 영

향을 줄 것이다.

3.3 품질확신성(Quality Assurance)

ISM에서는 제품을직접오프라인에서 보고 선택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이미지와 제품사양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하기때문에 구매자가 고려하는 제

품의 웹상에서의 품질확신성(quality assurance)은

고객만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제품간 사양

의 비교(comparison), 3차원 그래픽 등을 이용한 제

품형상의 향상된 표현(advanced display), 그리고

온라인과 전화상담을 통한 제품사양과 성능에 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등의 상호작용성(inte-

ractivity)은 온라인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

품의 품질확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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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 관리변수가 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도출되었다.

H8：제품 간 사양의 비교(comparison)는 품질

확신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9：제품의 향상된 표현(advanced display)은

품질확신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0：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품질확신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4 가격경쟁력(Price Competitiveness)

구매 단계에서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는 상대적

으로 저렴한 가격이다. 그러나 가격비교 사이트가

성행하고 한 번의 클릭으로 쇼핑몰 사이트를 변경

할 수 있는 웹 환경에서 저렴한 가격만을 고수하는

것은 ISM의 수익성 악화 위험이 있으며 차별화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총 거래비용 관점에서 구매

이전 탐색 비용과 함께 제품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별화 관리변수는 마일리지(mileage) 제도

의 유용성이 될 것이다. 제품구매 시축적되거나 사

용되는 마일리지는 거래가 반복되고 구매량이 많

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판매를 촉

진함과 동시에 고정고객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

다. 이는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며 쇼핑몰 관점과

구매자 관점 모두에게 총 거래비용 절감을 가능하

게 한다.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

되었다.

H11：마일리지(mileage) 제도유용성은 가격경

쟁력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5 서비스품질(Service Quality)

온라인 구매 고객은 구매 후약속한 일정에안전

하게배달되는 제품을 기대한다. 또한 반품및교환

서비스는 고객이 만약제품이배달된후마음을 바꾸

거나배달제품의손상이 있을 경우 매우 중요한 사안

이 된다. 온라인 쇼핑몰의 서비스 품질 개념구성은많

은 문헌에서 정의되었으며일반적으로 SERVQUAL

의 공감성(empathy), 반응성(responsiveness), 정확

성(reliability), 확신성(assurance) 등의 요인으로 구

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Devaraj et al.(2002)의 실증

분석 결과를 채택하여 확신성 중심의 서비스 품질

을 구매후고객가치로 선정하였다. 구매후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화 관리요소는 하자보

증 수준, 반품과정의 편의성, 온라인 클레임 불만처

리의 편의성, 배송기간 및 정확성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도출되었다.

H12：하자보증(warranty) 수준은 구매 후 서비

스 품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3：반품물류(reverse logistic) 편의성은 구매

후서비스 품질에 정(+)의 영향을줄것이다.

H14：효율적 불만처리(claim resolving)는 구매

후서비스 품질에 정(+)의 영향을줄것이다.

H15：배송(delivery) 수준은 구매 후 서비스 품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6 구매만족(Purchase Satisfaction)

본 연구는 거래비용 관점에서 구매만족과 연계

된 고객가치를 구매 이전 단계에서 선택효율성과

구매단계에서 가격경쟁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선택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탐색편의성 자체도 구

매만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탐색편

의성은 TAM 이론의 사용용이성 관련 구성개념으

로 편의성 자체가 ISM 구매과정에서 고객만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선택효율성 향상

을 통하여 고객만족에 영향을줄수도 있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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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탐색편의성이 직접 구

매과정에서의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클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품질확신성 역시 구매의 위

험감소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구매만족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줄수 있으며한편구매효율성 향상에의

기여를 통하여 구매만족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구매

대상 제품이 탐색재일 경우 품질확신성이 고객만족

에 미치는직접영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H16：탐색편의성은 선택효율성에 정(+)의 영

향을 줄 것이다.

H17：품질확신성은 선택효율성에 정(+)의 영

향을 줄 것이다.

H18：탐색편의성은 구매만족에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다.

H19：선택효율성은 구매만족에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다.

H20：품질확신성은 구매만족에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다.

H21：가격경쟁력은 구매만족에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다.

3.7 재구매 의도(Re-purchase Intention)

재구매 의도는 고객의 ISM에 대한 충성도에 의

하여 결정되며 신뢰는 충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가 ISM의

신뢰와 충성도 형성의 선행 변수를 파악하고 이론

화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서비스품질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

고 있다 (Gefen and Straub, 2004). 이는 오프라인

대비 전자상거래의 근본적 속성 중 하나인 판매자

와 제품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에도 기

인한다. 따라서 온라인 구매고객은 구매 이후에 배

송과 구매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대하여 더

욱 민감할 수 있으며 구매 후 배송의 신뢰성이나

반송과정 등에 수반되는 서비스 품질은 신뢰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매과정에서의 만족은

고객의 초기신뢰형성을 결정짓는 요인이며(Koufa-

ris and Hampton-Sosa, 2004) 이는 구매후서비스품

질과 함께 고객의 충성도를 형성할 것이다.

H22：구매 후 서비스 품질은 재구매 의도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3：구매 만족은 재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ISM 차별화전략에 관련된 기존연구

를 바탕으로 실행수준의 차별화 관리 요소를 파악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거래

비용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구매의사 프로세스 단

계 별 고객가치 구성개념을 정의하고 차별화가 가

능한 실행수준의 관리변수를 파악하였다. 차별화

관리요소의 파악을 위하여 우선 Saeed et al.(2003)

등 기존의 소비자 행태 중심의 전자상거래 관련 문

헌을 종합하여 총 60개의 ISM 고객 만족과 충성도

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산업전문가와

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들 변수 중에서 구매 프

로세스 별 고객가치제공에 영향을줄수 있는 관리

변수 15개를 선정하고 이를토대로 가설을 수립하였

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

문지를 작성하여 개인단위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4.1 측정도구(Measures)

본 연구에서 도입된 변수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연구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 구성개념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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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치 차별화 변수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Search
Convenience

ISM 웹사 이트 탐색 편의 수준
Palmer(2002),

Saeed et al.(2003),
Srinivasan et al.(2002),

Kim and Eom(2002)
Kim and Stoel(2003)

Kuan et al.(2005)

Display and Format 제품 배열 형태와 정보 표시 편의성

Navigation 웹 사이트 내 이동 편의성

Query 제품 검색 시 질의 유용성

Customization 고객 맞춤화 제품 및 정보 제공 수준

Choice
Efficiency

ISM에서 제품 선택 효율성 Torkzadeh and Dhillon
(2002),

Srinivasan et al.(2002),
Schubert(2003),

Agarwal and Venkatesh
(2002),

DeLone and McLean(2004)

Recommendation 제품 제안 내역의 품질 수준

Product Variety 제품 선택의 폭과 다양성 정도

Referrals 사용 후기 등 커뮤니티 정보 품질

Quality
Assurance

ISM 웹 사이트에서 제품의 품질 확신 정도 Zeithaml(1988),
Loshe and Spiller(1998),

Figueiredo(200),
Agarwal and

Venkatesh(2002)

Comparison 다양한 제품 사양 비교 정보 수준

Advanced Display 향상된 그래픽 제공 정보 수준

Interactivity 웹 사이트와 고객과의 상호작용 수준

Price
Competitivenes

s

ISM에서 제시하는 가격의 경쟁력 수준
Ba and Pavlou(2002),
Chen and Hitt(2002)Mileage 제품구매 시 유용한 혜택 제공 정도

Service Quality

웹 사이트에서 구매 후 서비스 품질

Cho and Park(2001),
Wolfinbarger and Gilly(2003),

Shih(2004),
Parasuraman et al.(2005)

Delivery 배송 기간과 정확성

Warranty 제품의 품질 보장 수준

Reverse logistics 제품 반품 처리 편의성

Claim resolving 불만 해결 처리 진실성

Purchase
Satisfaction

ISM 구매 과정에서의 만족 수준 Liu and Arnett(2000),
Devaraj et al.(2002),

Gefen and Straub(2004)Re-purchase
Intention

ISM에서의 재구매의도의 정도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관련 연구

탕으로 설정되었으며 기존 문헌에서 검증된 설문

항목을 연구 상황에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변수 각각에 대하여 3∼5개의 다항목을 이용하여

변수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를

기반으로 각 변수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그렇다

(5)” 에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 (1)”로 동의의

방향과 정도를 표기하게 하였다. 일차적으로 문헌

을 바탕으로 정리된 설문서는 산업전문가, 관련분

야 교수, 그리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전테스트

(pretest)를 거쳐 용어와 문맥을 이해하기 쉽게 수

정 한 후 설문항목을 확정하였다. 각 변수의 조작

적 정의와 참조문헌은 <표 1>과 같으며 대부분

항목을 참조문헌의 기존 측정항목으로부터 채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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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
여

102
224

32%
68%

연령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세 이상

10
142
141
28
5

3.1%
44%
43%
8.9%
1.2%

직업

학생
주부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교직원
공무원

기타

78
66
128
5

14
7
8

20

24%
20%
39%
1.5%
4.3%
2.1%
2.5%
6.1%

최종
학력

고졸 미만
고졸

대학재학
대졸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이상

12
50
41
171
28
24

3.7%
15%
13%
53%
8.6%
7.4%

월 평균
수입

100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83
117
74
52

26%
36%
23%
16%

<표 2>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4.2 자료수집과 표본

총 3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소정의 기념품

을 제공하여 설문 응답품질을 높였다. 회수 된 설

문지 중 14부는 부실응답으로 판단되어 폐기하였

고 32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설문 응답자

의 성별을 보면 여성의 비율(68%) 이 남성(32%)

보다 많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대졸 (대재

포함) 이 15%, 66%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대부

분은 20대와 30대로 각각 44%, 43%였다.

4.3 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PLS(Partial Least

Square)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PLS는 컴포넌트

(component)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사용하

기 때문에 이론적인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와 측정

모형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Chin et al., 2003). 일반적으로

PLS는 모형 전체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보다는 원

인-예측(causal-prediction) 분석을 수행할 경우나

이론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알려져 있다(Formell and Larcker, 1981). 또

한 측정항목과 구성개념간의 관계가 원인-결과의

관계인 경우에 적절하며(Chin et al., 2003), 이런

이유 때문에 모형적합도 보다는 구성개념의 설명

력을 측정하고자 한 최근의 정보기술 관련 연구에

서 PLS가 자주 채택되고 있다.

PLS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표본 수는 이론적

으로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가

장 많은 측정항목을 가진 변수의 측정항목수의 열

배를 초과해야 한다. 둘째, 가장 많은 선행경로를

가진 변수의 선행경로 수의 열 배를 초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른 통계분석에 비해

표본 수 제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

다. 이는 PLS가 가진 잔차분포에 대한 관대함과

함께 PLS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Chin et al.

(2003)의 연구는 PLS가 다른 방법보다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것과 복잡한 관계

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4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신뢰도를 크롬바흐알

파(Cronbach’s α)보다 더 정확한 측정지표를 제공

한다고 알려진 구성개념 신뢰성(composite reli-

ability：CR)으로 평가하였다(Fornell and Larcker,

1981). Chin et al.(2003)은 구성개념 신뢰성 측정

지표가 최소한 0.7이상일 때 신뢰도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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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Final
items

Standard loading CR AVE

Search Convenience

Display & format 3 0.838, 0.888, 0.887 0.905 0.760

Navigation 3 0.870, 0.889, 0.867 0.908 0.766

Query 3 0.877, 0.894, 0.879 0.914 0.781

Customization 4 0.871, 0.880, 0.854 0.922 0.747

Choice Efficiency

Recommendation 4 0.813, 0.846, 0.847, 0.875 0.909 0.715

Product variety 3 0.887, 0.868, 0.782 0.884 0.717

Referrals 3 0.896, 0.921, 0.841 0.917 0.786

Quality Assurance

Comparison 4 0.819, 0.812, 0.891, 0.889 0.915 0.729

Advanced display 3 0.815, 0.892, 0.896 0.902 0.755

Interactivity 4 0.831, 0.866, 0.858, 0.879 0.918 0.738

Price
Competitiveness

Mileage 4 0.818, 0.876, 0.869, 0.867 0.918 0.736

Service Quality

Warranty 3 0.920, 0.941, 0.919 0.948 0.860

Reverse logistics 2 0.934, 0.933 0.932 0.872

Claim resolving 4 0.890, 0.904, 0.917 0.950 0.825

Delivery 3 0.832, 0.906, 0.827 0.891 0.733

Search Convenience 4 0.858, 0.867, 0.864, 0.872 0.923 0.750

Choice Efficiency 4 0.833, 0.825, 0.854, 0.816 0.900 0.693

Quality Assurance 3 0.911, 0.914, 0.891 0.932 0.821

Price Competitiveness 3 0.884, 0.920, 0.892 0.927 0.808

Service Quality 4 0.854, 0.858, 0.816, 0.833 0.900 0.692

Purchase Satisfaction 4 0.901, 0.856, 0.911, 0.918 0.943 0.805

Re-purchase Intention 3 0.941, 0.936, 0.917 0.952 0.868

<표 3> 신뢰성과 집중 타당성 분석

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는 구성개념 신뢰성 값이 0.884에서 0.952까지 높

은 값을 나타냈으므로 모든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가 충분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추출된 평균

분산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AVE)을 이

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각 변수의 AVE 값은 0.5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각 측정항목의 분산이 50%

이상임을 의미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결과 모든 항목의 AVE 값이 0.715에서 0.818

의 분포로 나타나 각 측정항목은 모두 일정수준

이상의 집중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PLS를 이용한 분석에서 판별타당성(discri-

minant validity)은 측정오차에 기인한 분산 대비

속성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추출된 평균분산 값

(AVE)을 이용하여 확인될 수 있으며 AVE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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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관계수 및 판별 타당성 분석

제곱근(square root)을 분석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

다. 구조모형 변수의 판별타당성은 대각선에 표기

된 각 변수의 AVE 값의 제곱근이 그 값의 좌측과

하단에 표기된 각 변수간의 상관계수 값보다 클

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변수의 AVE 제곱근의 값이 모든

변수간의 상관계수 값보다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 측정변수간의 판별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5. 분석결과 및 시사점

PLS를 이용한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대부분 변

수 간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

선행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최종 종속변수인 재구

매 의도의 R² 값은 53.4%이고 구매과정 만족의 R²

값은 43.4%로 나타났다. 구매과정 만족의 선행변

수인 탐색편의성, 선택효율성, 제품 확신성, 가격

경쟁력의 R² 값은 각각 44%, 66.2%, 25.6%, 11.6%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

와 가설에 대한 적합성을 시사하고 있다.

차별화 관리요소로 선정된 질의(Query)가 탐색

편의성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가설화 한 H3

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연구모형의 PLS 경로분석 결과

에 대한 요약은 <그림 3>에서 제시되었으며 가설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구매과정에서 고객만족을 결정하는 가치는 탐

색편의성, 선택효율성, 품질확신성, 가격경쟁력이

다. 네 개의 선행변수 경로계수 중 품질확신성의 β 

가 0.371(p < 0.001)로 선택효율성의 β(= 0.159), 탐

색편의성의 β(= 0.140), 가격경쟁력의 β(= 0.162)

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품질확신성

의 β가 가격경쟁력의 β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난 것은 ISM의 고객가치 요소가 낮은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차별화전략 문

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이는 Figueiredo(2000)가 전자상거래의 핵심 이슈

로 웹상에서의 품질지각을 제기하고 제품별로 적

합한 차별화전략을 제시한 것과 의미를 같이 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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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10, ** p < 0.05, *** p < 0.01.

<그림 3> PLS 경로분석 결과

관리요소인 비교, 향상된 표현, 상호작용성의 영향

으로 설명되는 R²는 25.6%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

았으며 이들 변수의 β는 각각 0.251, 0.091, 0.280으

로 나타났다. 이들 차별화 변수 중 상호작용성이

가장 높은 영향 정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제품문의

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구매자가 제품의 품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제품의 비교기능 역시 구

매자가 구매대안을 분석할 때 가격과 사양 등의

비교가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한편 3차원 그래픽 등 제품형상의 향상된 표

현 등이 품질확신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일반적으로 구매대

상 제품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차별화된 고급그래

픽 등의 필요성이 높지 않거나 제품의 외부모습에

대하여 고객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나

쇼핑몰 간에 제품이미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택효율성이 구매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는 품질확신성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나

타났다. 선택효율성과 구매만족 간 β는 0.159로탐색

편의성이 구매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도(β = 0.140)

와 유사한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는 구매자가 ISM

에서 제품을 탐색 할 때 인지하는 편의성이 강조

된 결과로 TAM에서 제시하는 사용용이성의 영향

과 같은 맥락의 실증적 결과로 파악된다. 즉 탐색

편의성이 구매만족에 직접 기여하는 정도가 탐색

용이성을 향상시켜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정도 보

다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실증 분석

결과는 TAM의 실증분석 논문의 결과와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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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선택효율성의 R²는 66.2%로 이는 탐색편의성에

의한 요인(β = 0.540)과 품질확신성에 의한 요인 (β 

= 0.105), 그리고 추천, 제품다양성, 의견 등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요소에 의하여 설명된다.

탐색편의성이 구매만족에 직접 미치는 영향의 β가

0.140인데 반해 선택효율성에 미치는 β는 0.540으

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경로계수가 나타난 것은

탐색의 편의성과 효율성 모두 구매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큰 것은 아니나 탐색편의성이

선택효율성에 매우 높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

한다. 또한 탐색편의성과 구매만족과의 인과관계

의 신뢰도는 90% 수준으로 나타나 탐색편의성이

선택효율성에 매우 중요하고 구매만족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나 ISM의 높은 차별화에 기여하는 요

인이라기보다는 구매효율성에 기본이 되는 요인

으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탐색편의성이 선택효율성에 미치는 영향(β =

0.540) 대비 품질확신성이 선택효율성에 미치는 영

향은(β = 0.105)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품질확신성은 선택효율성을 향상시켜 간접적으로

구매만족에 기여한다기 보다 구매만족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ISM

의 위험과 품질지각 용이성을 강조한 고객행태 연

구들과 일관성 있는 실증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선택효율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차별화 관리요

소인 추천, 제품다양성, 의견 등의 β는 각각 0.111,

0.182, 0.092로 나타났다. 제품의 다양성 대비 추천

과 의견의 β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한국 ISM에

서 제공하는 제반 쇼핑 지원 기능에서 두 가지 기

능의 상대적 취약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의견(referrals)의 경우 한국의 웹 게시판과 의견제

시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신뢰가 떨어지

는 현상을 반영한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웹상에서

제품관리자 추천 역시 구매자의 선택에 많은 도움

을 주는 신뢰성 있고 전문성을 높이는 수준으로의

개선 가능성이 높은 관리요소로 파악된다.

탐색편의성에 영향을 주는 차별화 변수 중 제품

전시와 형태의 β는 0.204, 네비게이션의 β는 0.394,

개인화의 β는 0.2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난 반면 질의(query)에 대한 β는 0.044로 낮게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

났다. 질의가 탐색 편의성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

는다는 통계적 결과는 첫째로 구매자가 포털 등의

탐색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ISM에서

의 질의기능에 대한 관심이없는 경우, 둘째로 ISM

에서 제공하는 질의기능이 구매자의 탐색편의성을

도울 정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영어 대비 한국어 환경에서

는 상대적으로 질의기능에 대한 다양한 검색결과

의 제시가 기술적으로 어려우나 반면 ISM 차별화

가 가능한 난이도가 높은 관리요소라는 추론이 가

능하다.

가격경쟁력 역시 구매만족에 여러 가치요소 중

하나임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되었으며 마일리

지 제도의 유용성으로 설명되는 가격경쟁력의 R²

는 0.116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마일

리지보다 제품가격 자체가 고객이 인지하는 가격

경쟁력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며 또한 마

일리지의 유효성에 대한 고객인지가 부족한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결과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

하여 고객이 인지하는 ISM의 가격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것은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구매 후 만족에 영향을 주는 하자보증 수준, 반

품물류 편의성, 효율적 불만처리, 배송 수준 등 네

가지 차별화 요소의 β는 각각 0.241, 0.131, 0.238,

0.120으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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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계수(β) t-Value 검증

H1
H2
H3
H4

0.204
0.394
0.044
0.215

3.6799
***

5.8992
***

0.7736
5.2370

***

채택
채택
기각
채택

H5
H6
H7

0.111
0.182
0.092

2.3888
**

2.8152
***

1.9179
*

채택
채택
채택

H8
H9

H10

0.251
0.091
0.290

3.8925***

1.6674*

4.0476***

채택
채택
채택

H11 0.341 6.9852*** 채택

H12
H13
H14
H15

0.241
0.131
0.238
0.120

3.8153***

1.9058*

3.8088***

2.0750**

채택
채택
채택
채택

H16
H17
H18
H19
H20
H21

0.540
0.105
0.140
0.159
0.371
0.162

10.2289***

2.3012**

1.9475*

2.3840**

6.2302***

3.9632***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H22 0.358 5.9274
***

채택

H23 0.432 7.3405
***

채택

주)
*

p < 0.10,
**

p < 0.05,
***

p < 0.01.

<표 5> 가설 검증 결과

며 구매 후 서비스 품질의 R²는 0.375이다. 네 가지

변수 중 하자보증과 효율적 불만처리에 대한 상관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차별화를 위한 주

요 관리요소임을 입증하였다. 반품물류와 배송 수

준의 β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본

의 분포가 서울 경기 지역 등 수도권 인구 밀집지

역으로 대부분의 ISM에서 배송과 반품에 대한 편

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비스품질이 신뢰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고객

가치이며 신뢰는 고객의 충성도와 재구매 의도를

결정하는 핵심 구성개념이라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관성 있는 결과가 본 실증분석에서도 나타났다.

구매만족과 구매 후 서비스 품질에 의하여 결정되

는 재구매 의도의 R²는 0.543이고 각각의 β는 0.432

와 0.358로 나타나 구매 후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었다. 이는 구매후고객이 인식하는 서

비스품질의 차별화를 통한 ISM의 수익성과 성장

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분석 결과이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바탕

으로 ISM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실행 차원의 관

리요소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거래비용 관점

에서 구매 프로세스 별 고객가치를 정의하고 차별

화된 가치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 15개의

ISM 관리요소를 도출하였다. 차별화 요소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많은 요소들 중 산업전문가와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차별화가 현업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선택되었다. 개발된 연구모델

과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데이터

를 수집하였으며 통계적 검증을 거쳐 ISM 차별화

실행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공헌은 ISM 기업 수준에서 주

로 개념적으로 진행되어온 차별화전략 연구와 개

인 수준에서 진행되어온 ISM 고객만족 선행요인

연구를 결합하여 ISM의 실행적 수준의 차별화 관

리요소를 체계화 한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

리된 차별화전략의 구현이 가능한 시행 수준의 관

리요소와 연계된 고객가치는 개념적 차별화 연구

의 구체화라는 점과 개인 수준의 행태 연구를 기업

수준의 차별화전략과 연계한 점에서 학문적 의의

를찾을 수 있다. 통계분석을 통하여 차별화 관리요

소의 파악과 함께 가격경쟁력의 한계점, 오프라인

대비 웹상에서 문제해결이 어려운 품질확신성 이

슈에 대한 대처방안, 신뢰를 통한 서비스품질이 고

객의 재구매 유도에 미치는 영향 등 기존 문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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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명제 또한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실무적 공헌은 ISM 실무자에게 다음

과같은 실행 관리요소에 대한 시사점 제공에 있다.

첫째로, ISM의 품질확신성은 가격경쟁력 대비 상

대적으로 ISM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 관

리목표가 된다. 또한 제품의 비교, 상호작용성 등의

기능은 그래픽 등 향상된 제품 표현기술 적용 보다

효과적이다. 둘째로, 탐색의 편의성은 선택효율성

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네비게이션과 커스터마이

제이션 기능의 차별화가 효과적이다. 질의 기능과

추천, 의견 등은 ISM 차별화가 가능한 변수이나 이

들 기능의 현재 수준은 고객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한편 차별화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관리 요소로 간주된다. 셋째로, 저렴한 제품가

격 자체는 마일리지 보다 가격경쟁력에 있어 효과

적이나 마일리지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하

는 것과 제도의 유용성을 고객이 정확히 인지하게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로, 판매 이후에

하자보증과 문제해결 편의성은 배송과 반품 등 물

류 활동과 함께 ISM 신뢰와 연관된 서비스품질을

결정하며 차별화 효과가 높은 관리요소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표본이 대학생을 포함한 젊

은 계층에 다소 집중된 점과 설문항목 수가 많아

동일 방법 편의 오류(common method bias) 위험

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차별화 가능 변수를 도출하

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문헌에서 도출된 제반 관리

변수에 대하여 객관적 계량적 도구를 통하지 않고

고객가치 영향 관점에서 산업전문가 그룹과의 논

의를 통하여 선정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쇼핑몰 이용자의 주된 대상

이 젊은층이며 이미 검증된 쉬운 설문항목의 사용

과 함께 판별타당성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시된

연구의 한계점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크게 제한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ISM 차별화와 관련된 개인 수준 실

증연구의 초기 단계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기업 수준의 ISM 차별화전략, 제품별

ISM 차별화전략, ISM 고객 세그먼테이션 등과 관

련된 기존 연구의 확장과 ISM의 오프라인 결합,

모바일 커머스 결합 등 새로운 차별화 추구 향후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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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stomer buying process based Managerial factors for

ISM Differentiation

1)

Weon-Sang Yoo*․Hyun-Soo Han**․Ja-Heon Koo**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how to achieve differentiation for the ISM (Internet Shopping Mall) 
to improve profitability, which is required for survival in the fiercely competitive ISM industry. We 
analyzed implementation level key managerial factor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differentiation of 
the ISM. The research model is constructed through integration of two distinctive research streams 
of e-commerce. The one is B2C differentiation strategy research, most of which are conceptual and 
conducted at a strategy level, and the other is empirical research analyzing the antecedents of customer 
satisfaction at the ISM.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we draw upon transaction cost theory 
to organize constructs representing customer value associated with the customer buying decision process. 
Next, after reviewing comprehensive managerial factors that could impact on customer value, we selected 
15 managerial factor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differentiation of the ISM to deliver value to customers. 
Finally, the resulting structural model is validated through empirical analyses. The results provide insights 
for future studies on ISM differentiation. 

Key Words : ISM(Internet Shopping Mall), Differentiation Strategy, Customer Buying Decision Process, 
Transaction Cos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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