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4차 산업 명이라는 변하는 흐름 속에 기업이

미래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사업 략을 계획하기 해

필요하며,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4차 산업 명이 가속화

되면서 공유 경제 개념과함께 카셰어링(car-sharing)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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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최근 공유경제의 심과 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셰어링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카셰어링

서비스에 해 소비자가 인지한 쇼핑가치가 랜드 충성도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한 이러한 계를

각각 실용 (utilitarian), 쾌락 (hedonic) 쇼핑가치로 구분하여 비교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 검증하기 해 364명

의 카셰어링 이용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 실용 쇼핑가치와 쾌락

쇼핑가치가 모두 랜드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랜드 충성도는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카셰어링의 이용 상황을 소비 속성을 고려하여 지각된 쇼핑가치를 제안한 에

서 이론 , 실무 시사 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유경제에 한 소비자 에서의 근이 필요한 것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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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 interest and importance of the sharing economy is increasing, and car sharing services 

are being activate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hopping value perceived by consumers on brand loyalty and 

intention to use the car sharing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se relationships 

on utilitarian and hedonic shopping values. To verify this, data were collected from 364 car sharing users and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a result, both utilitarian shopping value and hedonic shopping value 

had a positive effect on brand loyalty. Brand loyalty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use. Therefore, this study 

can confirm that the use situation of car sharing service i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 in suggesting shopping 

value considering consumption attribute. This implies that a consumer-oriented approach to the sharing econom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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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이와 련해서 기존의 터카

서비스 비 합리 인 비용과 차별화된서비스 제공으로

해당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는 공 자산은 아니나

차(car)를 함께 공유(share)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재 의미

를 내포하고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 속성으로는 경험재

로 볼 수 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한다는 개념에 을 맞춰 차를 바라보

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추구를 한

서비스로서, 서비스의 유지 리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이용 증 를 한 서비스 확장이 필

요한 시 이다[1]. 이처럼 카셰어링은 기존 터카와 다

르게 사람들이 차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서 수익보다는

자원의 효율 이용이 가능하고 차의 소유가 아닌 공유

와 이용에 한 인식 변화도 가능하여 주목을 받고 있으

며[2], 카셰어링 서비스의 정착을 해 공유경제 시스템

의 하나로 정책과 제도와 같은인 라측면에서의 도입과

개선이 심이었다면 이제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해 수요자 심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시 이

다가왔다[3]. 무엇보다도 국내의 카셰어링서비스는 운

사들의 재편과 함께 폭발 인 성장을 하 으나 그 과정

에서 여러 문제 이 지 되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목 에 따라 쇼핑가치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소비성향에 따라 랜드 충성도 이

용의도에 미치는 향이 다를 것으로 상된다. 차를 이

용하는 목 상황은 크게 합리 소비와 감성 소비

로 구분되어지며, 이는 서비스 이용의도에 각각 실용

(utilitarian) 는 쾌락 (hedonic) 태도로써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재 카셰어링 서비스는 합리

소비에 이 맞춰져 있으나, 상황에 따른 감성 소비

를 고려 시, 지각된 가치와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이 다

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유 경제개념의 소비재에

한 연구가 경 학 측면에서는 과거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경제학, 공학, 지리학, 디자인, 정책 등에서

주로 논의되었으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소비재 에서

연구된 경우가 많지 않고, 일부 카셰어링에 한 연구에

서는 목 과 상황에 따른 소비 속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 되었다[4]. 따라서 본 연구는 공유경제 서비

스의 쇼핑가치가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카

셰어링 서비스의 쇼핑가치(쾌락 쇼핑가치 vs. 실용

쇼핑가치)를 심으로 알아보았다. 구체 으로 소비자의

쾌락 는 실용 속성의 선택 유형에 따른 쇼핑가치

가 랜드 충성도 이용의도에 있어서 각각 어떠한 역

할을 하는지에 해 검증하 다.

2. 론적 경  가설설정

2.1 어링 서비  

카셰어링은 한 의 자동차를 시간 는 분 단 로같

은 생활권의 이용자가 나눠 쓰는 것으로, 자신의 치와

가까운 곳에서 시간 단 로 필요한 만큼 쓰고 반납하는

것이다[2]. 처음 1948년도에 스 스의 한 조합에서 사회

운동 형태로 시작하여 1990년 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상

업화 다. 세계 으로 600여 도시에서 설립하여 운

되고 있으며, 략 200개의 회사가 넘는 CSO(car

sharing organization)가 존재한다. 특히 미국 유럽을

비롯하여 일본에서도 카셰어링 련 사업시장은 서비스

회원 수가 재 132만으로 5년 보다 5배증가하여 성

장한 상황이다[5,6]. 특히 국내의 경우, 카셰어링 산업은

새로운 경제 모델로 등장한 공유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2011년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등장하고 시장 규모

이용자도 증하 다. 2012년 40억에서 2017년 1800억의

시장 규모로 비약 으로 성장하 고, 쏘카와 그린카

심으로 성장이 두드러지며 경쟁이 심화되었다[7]. 한

지자체를 심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는데,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주차장 문제 등 공익 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한 서비스와의 연결(다른 이동

수단)과 정보통신기술( 약, 결제, 소통의 기술의 이용)

이 성공 으로 성장하고 확산에 향을 주었다[4].

한국의 카셰어링은 기존의 카셰어링과 다른 모습으로

구축 발 하 는데, 처음부터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차량 공유 개념이 아닌 터카 서비스와 유사한 다른 개

념의 사업으로서 시작하 고 그 방향성을 유지하며 발

하 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국내 카셰어링은 친환

경과 자원의 공유라는 공유경제와 무 한, 도심 인구

도가 높은 도시권과 차량 공유수요가 충분한 규모

도시에서 단시간동안 상 으로 단거리를 이동하는 데

쓰는 단기 터카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국내의 카셰

어링 서비스 기업은 쏘카가 2012년 시간제 차량 여사

업자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차량 탈 사용료로 수익모

델을 가지고 있다. 재 회원 수 200만, 보유차량 5500

로 업계 유율 1 를 차지하고있으며, 매출액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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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에서 지난해 448억으로 149배로 증가하 다.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지정한 장소로 차를 가져다주는 도어 투 도

어(D2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드림카 서비스

제로카셰어링 서비스도 도입하 다. 그린카는 2011년에

출시된 국내 최 카셰어링 업체로롯데 터카에 인수되

었다. 회원 수 160만, 공유차량 4100 를 보유하고 있으

며, 롯데에 인수된 뒤 롯데백화 과 롯데마트 등 계열사

의 지원을 받아 국내 2 카셰어링 업체로 자리 잡고 있

다. 씨티카는 2012년에 출시된카셰어링 업체로 LG CNS

가 75%를 출자해 설립하 다. 회원 수는 8만이며, 기

차 350 를 보유하고 있다.

2.2 쇼핑가  브랜드 충성도 

소비성향은 소비자가 소비활동에서 비교 일 되게

역 을 두는 심리 경향으로 개인의소비자에게 공존하

는 가치나 추구하는 소비행동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

다[8]. 카셰어링은 소비자가 구입 이용을 하고 나서야

그 특성을 악할 수있는재화 서비스로 경험재에 해

당한다. 따라서 처음이용경험이 매우 요하다. 한쇼

핑가치(shopping value)는 소비자들이 쇼핑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치로서 주 , 객 , 정성 , 정량 인

모든 요인들을 포함한 개인의 상 인평가기 이 고려

된 가치에 한 평가이다[9].

쇼핑가치는 쇼핑행 와 련하여 두 가지 차원인 쾌

락 쇼핑가치(hedonic shopping value)와 실용 쇼핑

가치(utilitarian shopping value)로 구분된다[10]. 실용

쇼핑가치는 문제해결을 한 쇼핑으로서, 가격이나 제품

품질 등 합리 동기에 의한 쇼핑을 말한다. 한 실제

상태의 욕구 충족을 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며

쇼핑경험을 진하는 소비욕구가 얼마나 달성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11]. 이에 반해 쾌락 쇼핑가치는 쇼핑의

즐거움, 라이 스타일의 구 등 주 이고 정서 가

치도 함께 요하게 여기고 있다.

마 분야에서 랜드 충성도는 오랜 시간동안 마

의 요한 목표로 주목 받아왔고 이를 통해 고객 충

성도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랜드 충성

도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는데, 이

는 랜드에 한 고객의 계몰입은고객의 랜드충성

도를 증진시킨다고 하 다[12]. 한 소비자들이 랜드

에서 경험하는 감정은 랜드에 한 소비자 만족과 향

후의 쇼핑의사에 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 다[13].

2.3 브랜드 충성도  용 도 

랜드 충성도는 특정 랜드에 한 호의 인 태도

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구매 가능성과 반복 인 구매행

동 성향으로 악했다[8,14]. 한 이용의도는 새로운 기

술을 수용하려는 이용자들의 의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15], 소비자들이 어떤 상에 하여 특정한 태도를 형

성한 이 후, 미래의 행동으로 나타내려하는 개인의 신념

혹은 의지로 기업에 한 고객애호도로 보고하 다[16].

2.4 가설설정 

쇼핑가치와 련된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들은 쇼핑의

실용 가치에 주로 을 두어 왔으나, 고객들이 소비

과정에서 제품 서비스의 기능 편익과 같은 외재

가치(extrinsic value)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

(playfulness)이나 심미성(aesthetics appeal)과 같은 경험

에 더 높은 소비가치를 부여한고 하 다[17]. 따라서 쾌

락 쇼핑가치는 쇼핑과정에서 유발되는 소비자들이 경

험하는 감정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

과들은 단순히 제품획득이나 기능 편익 등 실용 쇼

핑가치도 요하지만, 소비자가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정 경험을 추구하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소비수 을 높일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옴

니채 서비스 특성 요인들과 소비자의 쇼핑가치를 다차

원으로 구성하여 재이용의도 계를 차별 으로 검증하

으며[18], 소셜커머스 이용시 쇼핑가치가 구매만족

재방문의도를 한국과 국 소비자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

다는 것을확인하 다[19]. 이외에도 온라인 쇼핑몰의 쇼

핑가치가 쇼핑몰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랜드 충성도와 이용의도에 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랜드 충성도를 특정기업의 랜드에 한

강한 정서 유 계로 정의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소

비자들로 하여 반복 이용하거나 습 으로 해당 랜

드를 이용하게 된다고 보고하 다[21]. 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쾌락 는 실용 속성의 정의와 쇼핑가치

성향을 제품 차원에서 1차원 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용 목 과 상황에 따라

카셰어링 서비스가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속

성의 두 가지쇼핑가치(쾌락 쇼핑가치 vs. 실용 쇼핑

가치)와 랜드 충성도 이용의도 간의 계를 구분하

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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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실용 쇼핑가치는 랜드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쾌락 쇼핑가치는 랜드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랜드충성도는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 실 석

3.1 표본선정  료 집 

조사방법은 2018년 5월 5일부터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웹페이지 형식으로 작성 후 카셰어링 이용자

36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 다.

조사 상은 만 19-65세 운 면허 소지 남녀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경험자로 서울로 제한하 다. 이는 재 카

셰어링 서비스가 서울을 심으로 성장하 고, 조사 난

이도를 고려하여 국 도시를 제외하 지만향후 연구

에서는 국 도시를 심으로조사하는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응답자 특성으로 Table 1에 제시하 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Variable Frequency %

Gender
Male
Female

186
178

51.1
48.9

Age

29 and below
30-39
40-49

50 and above

158
146
50
10

43.4
40.1
13.7
2.7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32
98
158
76

8.8
26.9
43.4
18.1

Vehicle
Type

Own Vehicle
No Vehicle

164
200

45.1
54.9

Job

College Student
Sales Office
Office Work
Profession
Etc

76
98
92
66
32

20.9
26.9
25.3
18.1
8.8

total 364 100

한 카셰어링 황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카셰어링 인지율은 61.2%로 나타났으며, 카셰어링 랜

드 인지도는 ‘쏘카’가가장 높았으며, ‘그린카’, ‘시티카’ 순

으로 나타났다. 인지도가 가장 높은 ‘쏘카’는 고를 통해

인지하 으며, 특히, TV 고를 통해 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경험은 12.5%로 다소 낮

게 나타났다. 카셰어링 서비스 비이용 이유는 ‘어떻게 사

용하는지 잘 몰라서’, ‘내 차가 아니라 왠지 불안해서’ 순

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이유는

‘ 터카보다 부담이 덜해서’, ‘ 터카보다 렴해서’ 등 주

로 경제 인 이익을 주로 응답하 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의향 이용 시 주요 고려 요인은 ‘이용 가격’, ‘

근성’, ‘자동 보험가입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카셰

어링 서비스 필요에 해서는 70.3%가 정 으로 평가

하 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행태는 목 에 따라 다양

하며, 크게 자차 용, 특정 목 이용, 업무용으로 구분

되었다.

3.2 변  조 적 정   정 

본 연구는고객이 인지한 쇼핑가치를 두 가지 차원으

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쾌락 쇼핑가치는 경험에서

얻은 감각이나 상상할 수 있는 감각으로 인한 사람의 태

도의 일부로 정의하고 3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23]. 실

용 쇼핑가치는 특정 제품에 한 태도와 실용 인 기

능성 기반 궁극 인 보상을 극 화하는 태도로 정의

하고 3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24]. 랜드 충성도는

통합론 인 에서 특정 랜드에 한 고객의 정

태도 신뢰에 의한 반복 인 구매행동성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12]. 본 연구는 카셰어링 랜드를 반복 이용하

거나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로 정의하고,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3문항을 본 연구에 합하게 사용하 다[25]. 이

용의도에 한 측정항목은 기술수용모형과 합리 행동

이론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3개 문항을

선택하여 측정하 다[15,26].

3.3 신뢰도  타당도 검  

SPSS 22.0으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각 변

수들의 측정 항목에 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 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

하 고, AMOS 22.0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가설 검증을 하 다.

연구모형의 검증에 앞서 모든 구성개념들은 .70 이상

의 Cronbach's α 계수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측정모형의 합도지수는 χ²=255.575, df=178, IFI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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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 = .949, TLI = .940, RMR = .033, RMSEA = .049로

수용할 수 있는 수 (CFI, IFI, TLI > .90; RMR < .10;

RMSEA < .08)인 것으로 나타났다[27]. 측정변인의평균

과 표 편차 측정변인 간의 상 계수는 Table 2에 제

시하 다. 실용 쇼핑가치와 쾌락 쇼핑가치(r=.493,

p<.001), 쾌락 쇼핑가치와 랜드충성도(r=.387, p<.001),

실용 쇼핑가치와 랜드 충성도(r=.325, p<.001) 그리고

랜드충성도와이용의도(r=.236, p<.001) 간에는 모두 정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Table 3에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

시하 다. 모든 요인 재 값이 .57 이상이었으며, 각 요인

별 평균분산추출지수(AVE)와 구성개념신뢰도(CCR)도

.70 보다 상회하고 있으므로 별타당성과 수렴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Variables 1 2 3 4

1. Utilitarian value (.867)

2. Hedonic value .493** (.755)

3. Brand Loyalty .325** .387** (.813)

4. Intention to use .148* .110 .236** (.732)

Mean 3.58 3.32 3.33 3.65

S.D. .486 .497 .444 .571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 C.R.

Standard

factor

loading

CCR AVE

Shopping

Values

Utilitarian
Value

-
10.626
10.380

.697

.906

.856
.919 .791

Hedonic Value
-
8.337
8.226

.847

.874

.852
.907 .768

Brand Loyalty
BL1
BL2
BL3

-
6.529
7.446

.668

.717

.742
.898 .746

Intention to use
JS1
JS2
JS3

-
5.080
5.149

.729

.577

.683
.844 .738

3.4 가설검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 체에 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χ² = 256.68, df = 180, RMR = .033,

IFI = .951, TLI = .941, CFI = .950, RMSEA = .049로 높

게 충족시키는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 볼 수있듯

이, 첫째, 실용 쇼핑가치는 랜드충성도와 유의미한

정 계(경로계수 = .230, t = 2.415, p<.05)가있는것으

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쾌락 쇼핑가치

는 랜드충성도와 유의미한 정 계(경로계수 = .107,

t = 2.041,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도 지지되

었다. 셋째, 랜드충성도는 이용의도와 유의미한 정

계(경로계수 = .399, t = 3.015, p<.05)가 있는것으로나

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Table 4. Hypotheses Testing: Effects of Path Estimates

Hypothesis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s Result

H 1 .230 2.415* Supported

H 2 .107 2.041* Supported

H 3 .399 3.015* Supported
*p < .05

4. 결론

변하는 4차 산업 명 환경에서 카셰어링 업계에 어

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카셰어링 업계가 이런 변화

에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를 악하는 것은 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통 인 터카 업종과 다르

게 카셰어링 서비스 기업이 어떻게 소비성향을 활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다가갈 수 있을지를 분석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경 학 측면의 소비재 에서 연구하 다. 이러한 맥

락에서 카셰어링의 이용 상황을 소비 속성을 고려하여

쇼핑가치를 제안한 에서 이론 실무 시사 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가 실용 쇼핑가치인 경우에는 랜드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415, p<.05). 이

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실용 쇼핑가치가 이용의도 증

에 향을 미치는 것이 유의함을 의미한다. 이는 제품을

구매해 소유하는 신 은 비용으로 필요한 만큼 원하

는 시간동안 빌려 쓰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로 새

로운 경제활동 유형이 확산된 것을 시사한다[4]. 따라서

반 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빈도는 유지 혹은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ICT(정보통신기술)과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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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기술의 보 이 증가할수록 그 확산 속도는 가속화

되어 개인소유의 자동차보다 높은 유율을차지하게 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3]. 특히 실용 속성을 가진 소비

자인 경우 차량을 소유했을 때의 과도한 비용과 비효율

을 고려한다면 온 디맨드(On demand) 서비스 형태로 차

량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의 쾌락 쇼핑가치는 랜드 충성도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041,

p<.05). 이러한결과는 이용자들이 카셰어링서비스를 통

해 심미 , 즐거움 등의 쾌락 요인도 함께 추구함으로

써 호의 태도를 가지고 랜드 충성도에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쾌락 쇼핑가치는 실용 쇼핑가치에

비해 주 이고 개인 이며, 재미와 즐거움을 통해 지

각된다. 따라서 쇼핑의 즐거움이나 감정 유용성을 반

한다. 이는 소비자가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동안 서비

스 자체에 한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것이 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를 기반으로 한 카셰어링을 보다

명확한 인식 정립으로 모호한 잠재소비자들에게 사회

혜택을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 으로 합리 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유보다는 공

유의 의미를 통해 사회 혹은 환경 으로 스마트한 공

공서비스 제공기업을강조하는 략이요구되어지는것을

시사한다.

셋째, 랜드 충성도는 고객의 이용의도와 정 인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015, p<.05). 이러한 결

과는 쇼핑가치가 고객에게 반 인 즐거움과 흡족함을

달해주고 이를 통해 고객들의 충성도가높아져 이용의

도에 요한 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있었다. 따라서

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해서는 고객의가치를 충족시

키고 이용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을 단

일 랫폼에 결합해 통합 이동서비스를제공하는 차세

교통시스템인 MaaS(Mobility as a Service) 등을 활용하

여다양한선제 응으로고객서비스를향상시켜야한다.

본 연구는 카셰어링 서비스에 있어 실용 쇼핑가치

뿐만 아니라, 쾌락 쇼핑가치가 소비자에게 사회 인

식과 기억을 형성하게 되어 반복 이고지속 인 연상의

유지가 사회 경험 인식을 떠오르게 하여 다시 소비

하고 싶어 하는 심리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지속성장하

기 해서는 지속 이고 일 성(consistency)있는 사회

인 고객 커뮤니 이션 활동이 제가 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 즐거움과 감

동을 함께 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진다. 카셰

어링 서비스의 소비 속성 유형에 따라 모형을 일원화 하

지 못하 다. 이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고객이 지각한 쇼

핑가치가 카셰어링 서비스 랜드와의 계가 밝 지지

않아, 추후이와 련된 연구가 필요하며규명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카셰어링 서비스 련 연구는 아직 이론

으로 완 히 정립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

서는 보다명확한연구모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양한 으로 변인간의 계에 한 탐색과 실증연구

로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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