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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mmerce in Korea has grown steadily in recent years. E-commerce has provided firms with an 

effective method to approach potential customers by overcoming geographical and physical barriers. 

However, despite the rapid growth, many e-commerce businesses closed their businesses and were 

not able to surviv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survival of 

e-commerce businesses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ors related to the notion 

of institution-based trust that includes delivery, privacy, and security management. This research used 

the data set about 31,295 e-commerce businesses that have been registered in Seoul. We found that the 

e-commerce business that does not require extra personal information beyond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r provides a feedback mechanism by having an online board to submit a complaint has a 

higher chance of survival. In addition, the e-commerce business that has a secured web server, shows 

the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date of delivery, or provides escrow services is likely to survive longer 

than others. The research has extended the extant literature on the importance of trust in e-commerce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institution-based trust factors on the actual survival of 

e-commerce businesses. 

Keywords: E-commerce, Knowledge management of internet shopping, Institution-based trust, Survival 
analysis,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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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자상거래 산업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

모는 2015년 1/4분기 기준으로 12조 3,650억원으로 전

년 동분기와 대비하여 18% 증가하였다(통계청 2015a). 

또한2015년 4월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보더라도 4조 

3,31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7% 증가하였다(통계

청 2015b). 마찬가지로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한 온라인

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자상거래 산업은 과거

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개인용 컴퓨터 외의 다양

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다양한 기기를 통한 접근

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15a). 

전자상거래 산업은 전통적인 상거래에 비해 많은 잠

재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왔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활용은 공급업체부터 구

매, 생산, 마케팅, 소비자에 이르는 거래 활동에서 다

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대

경제연구소 1999). 하지만 한국 통계청의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

자상거래 산업은 양적인 성장 추세에 비하여 실질적으

로는 매년 수 만개의 업체가 생존하지 못하고 폐업으

로 이어졌다(통계청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

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소가 전

자상거래 기업의 생존(혹은 폐업)에 유의한 영향을 주

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초창기부터 최근 시점까지 생존

에 영향을 미친 신뢰 관련 요소들을 파악하고 실증적

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고찰해보고 

생존 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선

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신뢰는 장

기간의 산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핵심 변수로 작용하

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전략을 활용하여 믿음

을 심어주는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Morgan and Hunt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도기반신뢰(Institution-based trust)의 관점에서의 신

뢰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에 등

록된 총 31,295건의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주문 기능이 있고 배송의 의

무를 가지는 인터넷상의 사이버쇼핑몰 운영업체들이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생존분석

(Survival analysis)이 활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

으로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서 전자상거래 신뢰의 측면에

서 구매 안전 서비스가 구축 되어 있는 경우, 보안의 측

면에서 보안 서버가 설치되어 있고 표준 약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생존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송예정일을 표기해 주

는 경우와 고객불만게시판(고객과의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생존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운영형

태는 인터넷 외의 다양한 채널에서 동시에 활용되는 경

우보다 인터넷에서만 운영되었던 경우에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존문헌 연구 및 배경

2.1. 전자상거래에서 성공요인

전자상거래의 성공과 관련하여 중요 성공요인에 대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Castelluccio (2000)

는 전자상거래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적절한 그래픽

의 사용, 의사결정지원과 관련된 시스템 제공, 쇼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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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기술의 사용, 배송시스템에 관한 정보 제공, 국제적 

서비스 및 다양한 유통채널의 통합 등으로 분석하였

다. Sairamech et al.(2002)은 전자상거래에서 계약과 

관련된 요소가 성공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Freeman (2001)는 계약과 더불

어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절차, 상표권 및 저작권 등과 

같이 법률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어 주는 것이 전자

상거래 성공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Jeffcoate et al.(2002)은 유럽의 46개 중소기업 전자상

거래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가격민감도, 브랜드이미지, 컨텐츠, 통제, 편

리성, 상호작용, 커뮤니티, 몰입, 파트너십, 업무과정개선 

및 통합 등을 도출하였다. 이외에도 인적 요인, 기술기

반구조, 고객 인터페이스,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이 중

소 전자상거래 기업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Jennex et al. 2004).

한편, 전자상거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지 못하는 이

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에의 성공을 위해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

다. Palvia and Vemuri(2002)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해

외로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거래 당사자들 간의 신

뢰 부족, 인터넷 접근성에 관한 문제, 전자결제시스템, 

관세 및 통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파악하였다. 한

국 산업에서의 전자상거래 성공 요인으로서 김명수 등

(2009)과 구철모 등(2008)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생존 요인으로서 고객 만족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박진경 등(2009)은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

래 생존이 어떻게 다른 지를 제시하였다. 

2.2. 전자상거래에서 신뢰의 중요성

전자상거래의 성공요인으로서 신뢰의 중요성도 많이 

언급되어 왔다(이재남·강민형 2013). 이들 연구에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신뢰에 대한 정의를 내

리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신뢰

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고객의 관심에 따라 행동할 것

이라는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Crosby et al. 1990). 

Schurr and Ozanne(1985)는 “신뢰를 약속을 지킬 것

이라는 믿음과 달성해내는 의무”로 정의하기도 하였

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신뢰가 정의(Zaheer et 

al. 1998; Jarvenpaa and Tractinsky 1999; Jarvenpaa 

et al. 2000)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Moorman 

et al.(1993), Gefen(2000), Gefen(2002), Pavlou and 

Gefen(2004)에서의 정의에 따라 신뢰를 “믿을 수 있는 

거래상대에 의지하고자 하는 의향(one’s willingness 

to rely on an exchange partner in whom one has 

confidence)”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전

자상거래 상에서 소비자의 신뢰란 구매자가 공급자에 

대해 믿고 의존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 요소는 기본적

으로 오프라인보다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는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자(e-vendor)

를 보증하거나 감시(monitor)할 수 없어서 소비자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Schefter and 

Reichheld 2000).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는 신뢰가 낮

은 가격과 같은 요소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Schefter 

and Reichheld 2000). 다른 연구들에서도 고객의 불

확실성(Gefen 2000) 및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시공

간적 단절(김충영2001)의 관점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신뢰는 구매를 

유도하고 촉진시키는 중요 역할을 한다(Jarvenpaa and 

Tractinsky 1999; Shanker et al., 2002). 결국, 전자상

거래 산업에서 신뢰는 장기간의 산업을 유지하는데 있

어서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

에게 신뢰를 높이는 전략을 활용하여 믿음을 심어주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Morgan and Hunt 1994).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전자상거래에서 신뢰 요소를 생존

을 위한 중요 기반으로 보고, 신뢰의 관점에서 한국 전

자상거래 기업 생조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



134 지식경영연구 제20권 제4호

박 소 연 • 김 승 현

엇이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3. 전자상거래에서 신뢰의 분류

기존 문헌들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신뢰는 일반적으로 

5가지로 분류된다. Gefen et al.(2003)은 전자상거래에

서의 신뢰를 지식기반신뢰(Knowledge-based trust), 

제도기반신뢰(Institution-based trust), 계산기반신뢰

(Calculative-based trust), 인지기반신뢰(Cognition-

based trust), 성향기반신뢰(Personality-based trust)

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인지기반신뢰와 성향기반신뢰

는 기존에 전자상거래의 경험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분류되는 신뢰의 정의 및 내용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5가지 신뢰요소 중

에서 실증분석을 통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제도 기반

의 신뢰 관점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 기반

의 신뢰는 여타 신뢰에 비해서 전자상거래 기업이 상대

적으로 단시간에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중

요성을 가진다.  

3. 이론 및 가설

제도 기반의 신뢰는 품질보증서, 인증마크와 같이 신

뢰를 측정할 수 있는 표시가 있거나 타 전자상거래와 

비교하여 유사한 흐름을 가진 경우 형성된다. 이러한 

제도기반신뢰는 구체적으로 상황적 규범(Situational 

normality)과 구조적 확신(Structural assurances)으

로 분류된다(McKnighet t al. 1998), 이들 요소의 정의 

및 내용은 <표 2>와 같다. 다음 절에서는 각각의 요소

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1) 기업이 제도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2) 고객 또한 중요한 신

뢰의 요소로 여기는 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신

뢰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3.1. 상황적 규범 요인

제도기반 신뢰에서 상황적 규범이란 전자상거래 전

체적인 측면에서 맥락 등이 일반적인 경우 거래가 성공

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는 됨을 의

미한다 (Gefen el at. 2003). 즉, 전자상거래의 구조가 

<표 1> 전자상거래에서 신뢰의 5가지 분류

분류 정의 및 내용 관련 문헌

지식
기반신뢰

거래자와의 친숙함과 같이 오랜 시간에 거쳐 축적되는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

Holmes (1991), 
Lewicki and Bunker (1995)

제도
기반신뢰

품질보증서, 안전망(safety net) 혹은 문맥에 의해 개입되지 않은 
구조 등으로 보안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각

Shapiro (1987), 
Zucker (1986)

계산
기반신뢰

거래자가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에 있어 협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평가하
는 것

Buckley and Casson (1988), 
Coleman (1990), 

Lewicki and Bunker (1995),
Williamson (1993)

인지
기반신뢰

신뢰를 개인적 상호작용에 의한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인상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

Brewer and Silver (1978), 
Meyerson et al. (1996)

성향
기반신뢰

개인 성향적 차이를 고려하여 한 개인이 상대방을 잘 믿거나 
그렇지 않는 성향에 기반하여 신뢰를 바라보는 것

Farris et al. (1973), 
Mayer et al. (1995), McKnighte 

et al. (1998), Rotter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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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파악할 수 있을 때 상황적인 맥락에서 신뢰를 가진

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auer et al.(1999) 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안정성 및 접근성,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 웹사이트의 거래와 커뮤니케이션의 통합 

정도, 개인화 서비스를 전자상거래의 신뢰로 파악하고 

측정하였다. 또한, Gefen et al.(2003)은 전자상거래에

서의 신뢰성을 4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먼저 물건

을 제공하는 사람이 구매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

을 것이라는 것에 관한 신뢰, 웹사이트 자체의 안정성

에 관한 신뢰, 웹사이트가 전형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

하고 있는지에 따른 신뢰, 마지막으로는 사용 용이성 측

면에의 신뢰였다. 

Urban et al.(1998)은 소비자 피드백 데이터의 검

토를 통하여 중립적인 추천서비스의 활용이 전자상

거래 시장에서의 신뢰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Kollock(1999)은 사용자들의 리뷰나 피드백을 신

뢰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였다. 이는 사용자의 리뷰

나 피드백이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인지를 감소시켜 주

는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형

성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황적 규

범(Situational normality)이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있

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이라고 보았다. 세부적으

로 상황적 규범 요소로 표준약관이상 개인정보 요구하

는 지의 여부와 고객불만게시판과 같은 고객피드백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였다. 즉,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상황적

인 맥락에서 벗어나 고객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전자

상거래 기업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객불만게시판과 같은 피드백시스템이 없는 경

우에도 전자상거래의 상황적인 맥락에서 벗어나 고객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생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제시한다.  

H1. 상황적 규범 요소는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1a. 표준약관이상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전자상

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1b. 고객피드백시스템(고객불만게시판 운영)은 전자상거

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2. 구조적 확신

구조적 확신이란 품질 보증서, 법적 규제 등과 같이 

구체적인 안전망(safety nets)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

는 것을 말한다(McKnight et al. 1998). 이와 관련하

여 Pavlou et al.(2004)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세

가지로 파악하였는데 그 중에는 에스크로(escrow) 제

도 여부와 신용카드 보증과 같은 구조적인 확신을 할 

수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에서 신뢰를 가진다고 보았다. 

<표 2> 제도기반신뢰 관점의 2가지 분류

분류 정의 및 내용 관련 문헌

상황적

규범

상황적이나 구조적으로 일반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경우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

Baier (1986),
Lewis and Weigert (1985b), 

McKnight et al. (1998), 
Zucker (1986)

구조적

확신

법적인 자원, 품질 보증서, 규제와 같이 구체적인 안전망(safety 

nets)이 존재하여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

McKnight et.al. (1998),
Shapiro (1987),
Zucke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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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iredman et al.(2000)은 전자상거래에서 측정

할 수 있는 신뢰 요소로 기술에 대한 신뢰와 안전, 언어

와 이미지에의 정직성, 전자상거래에서의 피해에 관한 

안전성, 고객 동의 획득여부, 익명성의 관리, 사회적 보

험 및 제도적 장치 등을 구조적인 신뢰의 요소로 제시

하였다. 즉, 기술 및 제도적인 관리나 장치로 인해서 전

자상거래에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

도 Patnasingam et al.(2005)은 신뢰를 촉진시키는 전

자상거래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IT에의 연결성, 규범, 구

매안전, 규정화된 제품설명 등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전

자상거래에서 신뢰를 촉진시키는 구조적 요소는 다양 

구조적 확신 관련 요소는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안서버설치 여부, 

인증마크, 배송예정일 표시, 구매안전서비스를 구조적 

신뢰를 높이는 요소로 파악하였다. 이들의 존재는 고

객의 전자성거래 기업에 대한 구조적 확신(Structural 

assurances)을 높임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제시한다.  

H2. 구조적 확신 요소는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2a. 보안서버설치는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H2b. 인증마크는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2c. 배송예정일표시는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2d.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의 가설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

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4. 연구방법

4.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자상거래의 생존 요소를 파

악하기 위하여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방법론

을 활용하였다.생존분석이란, 어떠한 특정 현상(event)

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하여 분석하는 방법

을 말한다(김양진 2013, 송경일 and  최종수 2008). 생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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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기간을 분석하여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또

는 생존곡선(Survival curve)을 추정할 경우, 치료 방

법, 개인의 특성이나 사건 등이 생존 혹은 사망에 미치

는 효과를 추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 분석에

서 말하는 특정 현상을 전자상거래의 폐업으로 정의하

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의 다양한 모형 중

에서도 생존시간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고, 중도 절

단된 자료에도 활용이 되는 Cox의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활용하고자 한다. 

Cox 비례위험모형은 생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공변량(covariate)을 파악하는 분석 방법으로, 중도

에 절단된 자료가 있더라도 불완전한 자료에 대한 분석

도 가능한 방법론이다(Cox 1972). 본 연구에서 활용되

는 Cox 비례위험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h(t) = h0(t)·exp(β1x1 + …+ β kxk)

여기에서 h(t)는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폐업여부

를 의미하며h0(t)는 기저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를 의미한다. 기저위험함수란 모든 공변량 값

이 0인 위험함수이다. 그리고 xk는 본 연구에서 생존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된 모든 항목들을 의미한

다. 즉, 신뢰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표준약

관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피드백 시스

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보안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경

우,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배송 예정일을 표기해 주는 

것과 같이 배송과 관련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구

매안전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를 제도기반 신뢰

와 관련하여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4.2. 분석자료

본 연구에는 두 가지 자료가 통합되어 활용되었다. 

첫 번째 자료는 1996년부터 2014년까지의 약 3만 6천

여 건의 인터넷 쇼핑몰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한국 서

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대한 회사명, 

사이트개설일, 결제방법, 구매안전서비스, 보안서버설

치, 배송예정일표시, 고객불만게시판 존재 여부 등이 포

함되어 있다. 즉, 첫번째 자료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신뢰

요소를 파악하는 데에 상용되었다. 두 번째로는 1996

년부터 2014년까지의 약 31만 7천여개의 서울시 25개 

구별 통신판매업 현황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서울시에

서 구 단위로 운영상태가 어떠한 지부터 신고일자, 폐업

일자, 취급품목, 판매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방식은 TV홈쇼핑, 카탈로그, 신문잡지 

등과 같이 멀티채널과 관련된 채널의 판매 현황을 포함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인터넷상의 가상 상점에서 온

라인쇼핑몰을 개설한 업체로, 199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서울시에 등록 된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두 자료를 

통합한 결과 분석에는 총 31,295개의 전자상거래 업체

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전체 31,295개의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중에서 15,803개의 기업이 폐업

하였다. 

4.3. 변수정의

종속변수 정의. 여기에서 종속 변수로는 각 전자상거

래 업체의 폐업 여부로 설정하였다. 이 때 전자상거래

의 폐업은 기존에 전자상거래 업체로 등록되어 운영이 

되었으나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사이트 폐쇄, 폐업신고 

등의 사유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

서는 특정 전자상거래 기업이 폐업한 경우(=1)와, 폐업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0)로 측정하였으며 생존 기간은 

폐업일(혹은 기준일)-영업시작일의 일수를 계산하여 측

정하였다.

독립변수 정의. 본 연구에서 신뢰와 관련된 독립변수

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었다. 먼저 상황적 규범

요소에 대하여 1)표준약관이상 개인정보항목 미요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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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한국 정부에서 전자상거래 기업에 요구하는 표준

약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이상으로 개인정보

를 요구하지 않았은 경우를 의미한다(표준약관이상 개

인정보항목 미요구=1;요구=0). 2)고객불만게시판의 존

재 여부는 각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고객 피드백 시스템

이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전자상거래 기

업에서 고객불만게시판이 있고 전체 공개되는 경우, 고

객불만게시판은 있지만 비공개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 

그 외에 고객불만게시판의 형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타로 구분하여 더미 변수를 통해 각각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모든 더미 변수가 0인 경우는 고객불만게시판

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구조적 확신에 대한 요소로서 3)보안서버

설치는 각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와 관련하여 보안서버

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설치=1; 미설치=0). 4)

인증마크란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의 인증마크인 

ePRIVACY 마크, 개인정보 및 시스템 보안, 소비자 보

호에 대한 평가 후 인터넷 사이트의 안전마크를 부여하

는 제도인 i-Safe 등과 같이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정책 

및 관리 수준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부여해주는 마크를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인증마크가 있는 경

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파악하였다(인증마크 존재

=1;미존재=0). 5)배송예정일 표시는 전자상거래에서 이

루어지는 배송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전자상

거래에서 배송에의 관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의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배송예정일

표시=1; 미표시=0). 마지막으로 6)구매안전서비스는 신

용카드나 무통장 거래 등에서 에스크로서비스(escrow 

service)를 의미한다. 에스크로서비스란, 구매자의 결

제대금을 제 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

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 장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3월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기준으로 적합한 구매안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구매안

전서비스 존재=1;미존재=0).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통제변수 정의.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제 변수들이 고려되었다. 먼저 운영 형태는 해

당 전자상거래 기업이 멀티채널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것을 말한다. 즉,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TV홈쇼

핑, 우편주문 카탈로그, 방문판매 등의 소매업 형태를 

통해 쇼핑몰과 유사한 서비스나 상품을 거래하는 경

우 전자상거래의 운영형태는 멀티채널로 보았다(멀티

채널=1;단일채널=0). 신고년도는 1996년부터 2014년까

<표 3>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준약관이상 개인정보항목 미요구 0.933 0.248 0 1

고객불만게시판 있음(공개) 0.799 0.400 0 1

고객불만게시판 있음(비공개) 0.087 0.282 0 1

고객불만게시판 운영(기타) 0.071 0.256 0 1

구매안전서비스 0.501 0.500 0 1

보안서버설치 0.455 0.498 0 1

인증마크 0.017 0.132 0 1

배송예정일표시 0.823 0.38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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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각 전자상거래 기업의 신고년도로 기업의 연령 등

에 대한 통제를 나타낸다. 그리고 각 전자상거래 기업

에 대하여 영업형태(가격비교, 경매, 공동구매, 다단계, 

오픈마켓, 온라인학습, 일반쇼핑몰, 중개, 청약유인, 해

외구매대행, 홈페이지제작, 서비스) 및 주요 취급품목

(가구/생활/주방, 전기제품, 금융/보험/대출, 레져/문

화, 인터넷게임, 휴대폰, 상담 및 정보제공, 서적/음반/

악기, 성인사이트, 식품, 신발/가방/패션잡화, 의류, 컴

퓨터, 화장품)과 관련된 일련의 더미 변수를 만들어 통

제하였다. 

5. 연구결과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 신뢰와 

관련된 요소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표 4>와 같다. 여

기서 위험비율(Hazzards Ratio)이란 특정 시점까지 생

존한 기업이 특정 시점 직후 폐업을 하게 될 수 있는 조

건부 확률로 순간위험률이라고 하기도 한다. 생존분석

에서 위험비율은 1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이 때 변수에 

대하여 위험비율이 1보다 작으면 해당 변수 값이 커질

수록 폐업이 발생할 확률이 작아지며, 위험비율이 1보

다 크면 해당 변수 값이 커질수록 전자상거래 기업의 

폐업할 확률이 커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 4>에서 보듯이 신뢰의 관점에서 전자상거래 기

업의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변수들의 효과가 

대부분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즉, 상황적 규범 요소에 

대하여 표준약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와 고객불만게시판(비공개 혹은 공개)이 존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생존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구조적 확신 요소에 대하여 보안 서버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배송예정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주는 경

우, 구매 안전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전자상거

래 기업의 생존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고려된 신뢰와 관련 된 요소 

대부분이 전자상거래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영

향을 가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반면에 인증마크의 경

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

른 변수와 관련한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낮

지만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인증마크를 

받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작아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되어 

해석 상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혹은 전자상거

래 업체들이 인증마크를 당사 웹사이트 내 가시성이 높

은 영역에게시하지 않아 효과가 작게 추정되었거나 실

제로 고객들의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았을 가

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위험비율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위의 <표 4>에서 전자상거래에

서 배송예정일을 표시해주는 경우 위험비율이 0.831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송예정일을 표시해주는 전자상

거래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폐업 확률

이 약 17% 정도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주요 변수들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표준약관 이상

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폐업 확률이 

47% 정도 낮아지므로 표준약관이상의 개인정보를 요

구하지 않는 것이 전자상거래 기업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보안서버를 설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폐업확률이 62% 정도 낮아서 전

자상거래의 경우 보안이 매우 중요한 신뢰요소로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의 채택 여

부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신뢰 요소는 아

니지만 다른 통제변수들의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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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변수의 분석결과

변수명 위험 비율 표준 오차 유의확률

주요 독립변수

표준약관이상개인정보미요구 0.531 0.026 0.000

고객불만게시판있음 (비공개) 0.907 0.041 0.034

고객불만 게시판있음(공개) 0.785 0.030 0.000

고객불만 게시판운영 (기타) 1.005 0.047 0.904

보안서버 설치 0.379 0.006 0.000

인증마크 1.155 0.067 0.013

배송예정일표시 0.831 0.025 0.000

구매안전서비스 0.858 0.014 0.000

통제변수

운영형태(멀티채널) 1.128 0.0473 0.004

영업형태

가격비교 1.440 0.833 0.528

경매 0.977 0.140 0.873

공동구매 0.951 0.065 0.469

홈페이지 제작 0.603 0.073 0.000

오픈마켓 1.518 0.134 0.000

온라인학습 0.547 0.037 0.000

일반쇼핑몰 1.036 0.043 0.388

중개 1.006 0.077 0.937

청약유인 0.699 0.029 0.000

해외구매 대행 0.888 0.051 0.043

다단계 1.786 0.677 0.126

서비스 및 컨텐츠 0.488 0.019 0.000

주요취급품목

가구/생활/주방 0.944 0.023 0.022

전기제품 0.792 0.024 0.000

금융/보험/대출 0.768 0.243 0.407

레져/문화 0.685 0.029 0.000

인터넷게임 1.083 0.085 0.309

휴대폰 0.968 0.060 0.611

상담/정보 1.083 0.072 0.232

서적/음반/악기 0.713 0.027 0.000

성인사이트 1.874 0.628 0.061

신발/가방/패션잡화 1.176 0.025 0.000

식품 1.005 0.033 0.862

의류 1.415 0.031 0.000

컴퓨터 0.898 0.037 0.010

화장품 1.035 0.032 0.265

기타 통계량

쇼핑몰 수 31,295

폐업 수 15,803

Log Likelihood -1514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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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보았다. 국내 전자상거래기업의 생존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미한 상황에서 통제변수들의 효과에 대

한 분석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

저 운영형태의 경우 인터넷 외 다양한 채널에서 멀티채

널로 활용하는 경우보다 인터넷 단일 채널만 활용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 업체가 생존에 더 유리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림 2>에 요약하였듯이 영업형태가 온라

인 학습, 해외구매대행, 청약유인, 홈페이지제작, 서비스 

및 콘텐츠에 해당될 경우 생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

석이 되었다. 반면에, 오픈마켓의 경우 위험비율이 1이 

훨씬 넘어서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오픈마켓과 같은 형태의 전자상거래 론칭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높은 폐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림 3>에 요약하였듯이 전자상거래 기업의 

취급품목이전기제품, 레져/문화, 서적/음반/악기, 컴퓨

터 등일 경우 더 오래 생존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

면에, 신발/가방/패션잡화와 의류의 경우 위험비율이 1

을 넘어 폐업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발/가방/패션잡화 및 의류 범주의 경

우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타 품목과 비교하여 경쟁이 높

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해당 품목과 관련

한 전자상거래 창업 시에는 높은 위험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가설 채택결과 요약

가 설 채택여부

H1.상황적 규범 요소는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1a. 표준약관이상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upported

H1b. 고객피드백시스템(고객불만게시판 운영)은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upported

H2. 구조적 확신 요소는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2a. 보안서버설치는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upported

H2b. 인증마크는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Not supported

H2c. 배송예정일표시는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upported

H2d.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upported

<그림 2> 영업형태의 위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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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생존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기반 신뢰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기업이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시사점

을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총 31,295개의 한국 전

자상거래 기업의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문헌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신뢰의 측면이 

실무적으로도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표준약관이

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와 고객 불만게시

판이 운영되는 경우 전자상거래에서 신뢰를 높임으로

써 전자상거래 기업의 생존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의 디자인

에 있어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상황적 규범 요소를 잘 

고려해야 기업 생존에 유리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자상

거래에서 고객과의 소통의 채널을 관리하고 불만 상황

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

뢰를 높이고 전자상거래 기업의 생존에도 중요한 영향

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보안서버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송 예정일을 표

기한 경우,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

우 구조적 확신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기업의 생존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상거

래 기업은 보안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배송

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제시해주는 등 배송에 관련된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자료로 사용된 기업들의 경우 보안서버나 구매안전서

비스가 없는 경우가 각각 55%와 50%인 것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요소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크다. 특히, 보안

서버를 설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폐업확률이 

62% 정도 낮아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인증마크의 경우 생존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와 관련된 요소들 이외에도 유의한 것으로 

밝혀진 통제변수들도 실무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가지

고 있다. 먼저, 운영형태에 있어서 인터넷 외에 다양한 

채널에서 멀티채널로 활용하는 경우보다 인터넷 단일 

채널만 활용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업체가 생존에 더 유

<그림 3> 주요 취급품목의 위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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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산업에서의 영업형태와 주요취급품목

들에 대한 생존율 분석을 통해, 한국 전자상거래 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음의 기여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전자상거래 연구에서 신

뢰와 관련된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생존의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제도기반 신뢰 관련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

해 파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확장에 기여하였

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의 실제 폐업에 대한 2차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생존요인에 대

한 검증을 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는 과거 연구가 

설문을 통한 전자상거래 성공요인에 집중한 것과 대비

된다. 또한, 실제 1996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 전자

상거래 산업 자료를 활용함로써 생존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보았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향후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의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이 고려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다양한 신뢰 요소들이 고려

되었으나, 데이터의 특성상 제도적 측면에서 신뢰와 관

련된 중요 요소들만이 고려되었다. 즉, 전자상거래의 생

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웹사이트 사용 용이

성, 가격의 신뢰도 등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전자상거래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전자상거래의 접근

경로를 살펴보면, 광고나 외부자극물에 의해 특정 전자

상거래 업체를 접근 및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부환경에 대해서는 통제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3만여 개 이상의 한국 전자상거

래 업체를 대상으로 약 1만 5천여건의 폐업이 이루어진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특히 1996년부터 2014년까지의 

업체가 대상이 되었으나, 여전히 이 기간 동안에 폐업여

부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한 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수만 건의 데이터가 고려

되었기에 한국 산업의 전자상거래 동향을 분석결과 자

체는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중소기업이 대부분

인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을 따로 구별해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섯째, 통계분석 상에서 도구변수 등을 사용한 내생

성(Endogeneity)에 대한 고려가 적었다.이는 신뢰요인

에 대한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 기인하

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자료수

집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인 배경보다는 탐색적

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

의 분석이 실제의 인과관계(Causality)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전자상거래 산업을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시사점을 기반으로 

한국 산업 외에 다른 산업에서도 전자상거래 기업의 이

용약관, 구매안전, 보안, 배송, 피드백 메커니즘 측면에

서 전략적 방향을 비교하거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전자상거래에서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생존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가지는 요

소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에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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