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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목적은미국온라인쇼핑몰에서의고객충성도에영향을미치는변인들을분석해보는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이트 품질, 사이트에 대한 만족, 태도 그리고 충성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모형을 제안하고,
구조모형방정식을통해이를검증하였다. 미국소비자 280명의샘플을분석에사용하였으며, AMOS 20.0을 이용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안된 연구 모형은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사이트 품질 중 이용 용이성과 정보 품질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보 품질은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만족과 태도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만족은 태도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태도
역시충성도에유의한영향을미쳤다. 즉사이트에대한고객만족과호의적인태도형성이결국사이트의충성으로
이끌것이라는점을확인하였다. 본 연구는미국소비자들의 e-충성도에대한이론적시사점을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실천적인 마케팅 전략이 제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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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on loyalty in US online shopping malls.
The study proposed a model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quality of sites, satisfaction, attitude, and
loyalty. The hypotheses were examined by analyz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280 US sampl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is model demonstrates good fit for the samples. The ease of use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their satisfaction, while it did not have the direct effect on attitude
toward the sites. The information quality was found to be a crucial variable in consumers'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the site. Satisfaction directly affected attitude as well as loyalty, and attitude also directly affected
loyalty. Thu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of customers’ loyalty was verified. This research
provides practical insights into US consumer behaviors that would be beneficial to marketers when they make
decisions for the US e-commerce market.

Key Words : Online Shopping Malls, Social Commerce, Loyalty, Satisfaction, Attitude, Site Quality,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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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기업과 소비자간 거

래(B2C) 기준) 연평균 10%씩 성장하여 2018년에는

2311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며, 지역별로는

아태 지역 및 중국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한편, 북미 지

역이 여전히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1]. Forrester

Research에 따르면, 미국의 2016년 온라인 소매시장의

규모는 약 3730억 달러로 분석되며, 2020년까지 비슷한

성장세를유지하며 약 5000억 달러 규모의시장으로성

장할 것으로 예측된다[2]. 미국의 경우, 최근 지속적인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인해 많은 소매업체들이 오프라

인매장의존폐를놓고고민하는현상이지속될것이며,

그동안전자상거래에미진했던산업분야들도전자상거

래성장속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3]. 따라서글로

벌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한국 중소기업 진출 모색과

관련산업의경쟁력강화가필요한시점이며, 특히글로

벌전자상거래시장에서미국의선구적인역할과그규

모로 볼 때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행동 관련 연

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IT 기술및웹서비스의진화는전자상거래시장에서

비즈니스모델을변형시키거나새로운모델을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IT가 비

즈니스에미치는가장혁신적인영향의하나이며[4], 이

를 결합한 다양한 플랫폼의 전자상거래 방식들이 출현

하면서 소셜커머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Todri and Adamopoulos(2017)는 이러한소셜커머스가

사용자간의소셜네트워크를활용하여비즈니스를창출

하는 대표적인 예이면서, 최근에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도지적하며새로운소셜커머스(또는 S-커머스)의 예들

을살펴보기도하였다[4]. 한편, 2008년 미국에서공동구

매 형식의 그루폰(Groupon)이 설립되면서 소셜커머스

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5].

이러한공동구매형온라인쇼핑몰은대표적인소셜커머

스이며, 2015년 41.7 billion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

는 등[6],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큰 규모의 거래액

을 보인다. 국내에서 글로벌 소비자들의 소셜커머스 구

매행동 연구는 최근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많이

수행되었으나[5,7,8], 미국 온라인시장의중요성에도불

구하고미국 소비자를대상으로한연구는많이수행되

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특히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서

의 미국 소비자 행동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편, 충성고객수가 5%정도증가하게되면기업의

전체수익의 25∼85%까지증가하게된다는연구[9]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온라인 쇼핑에서도 지속적인 이용 즉

사이트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 만족이나 사이트 충성

도관련된연구들이많이수행되어왔다[10-13]. 최근에

는 소셜커머스에서의 고객 충성도와 관련 변인을 분석

하는 연구들도 수행된 바가 있다[5,14-16]. 오프라인보

다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관계 전환이나 이탈이

더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경쟁이 심화 될수록 고

객 이탈을 막고, 고객의 재이용을 위한 전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

질 필요가 있으며이를바탕으로보다실무적인시사점

이 제공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정보 기술과 쇼

핑 플랫폼의 융합으로 점점 다양한 방식의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출현할 것이며, 온라인 쇼핑몰들의 경쟁은

더 격화 될 것이다.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나 행동은 새

롭게 등장하는 정보 기술 기반의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기존의 소비자 행동 이론과 연구만으로 예측하기에는

한계가있으며따라서새로운유형에대해 이론을재적

용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소비자들의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이들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Olsen(2002)의 품질(Quality)-만족도(Satisfaction)-충성

도(Loyalty) 모델[17]과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18]을 근거로

하여, 쇼핑몰이용시사이트품질, 만족, 태도, 그리고충

성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쇼핑몰 충성도

고객충성도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 고객이 특정 제

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구매하려는 태도

이다[19].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고객 충성도란 특정 사

이트를지속적, 반복적으로이용하려는의도로볼수있

다[20]. 선행 연구에서는 충성도를 재구매 충성도로 정

의하기도 하였으며[17], 특히 온라인 쇼핑 충성도 연구

에서는충성도를재이용의도의개념[5]으로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는 충성도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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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도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Olsen은 품질(Q)-만족도(S)-충성도(L) 모델을 제안

하였는데, 이 모델에서품질은인지적요소로속성성능

에관한평가라할수있으며, 만족도는품질에대한신

념으로부터 예측되는전반적인감정 평가라 할수있다

[14]. QSL은 다양한 평가 대상에 응용, 연구되었으며

[21-23], 이는 온라인쇼핑몰에도적용될수있다. 즉, 온

라인 쇼핑몰 품질에대한평가가만족도에영향을주며

이는 궁극적으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한편, Davis(1989)의 TAM 모델[18]은 소비자의 유

용성과용이성, 태도, 의도와의관계를설명하는모델로,

새로운시스템이용[24]이나온라인쇼핑몰이용의도를

예측하기위한연구들[12,25]에응용되어왔다. 즉, 태도

는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영향을 받으며,

결국 지속적인 사이트 사용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재구매의도인 충성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본연구에서는사이트품질이만족과태도에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족과 태도는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치는연구모형을제안하고, 구조적인관계속

에서 변인들의 영향력과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2 영향 변인

2.2.1 사이트 품질

사이트 품질은 사이트에 대한 만족이나 이용의도의

영향 변인 내지 관련 변인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17,26],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이트 품질을 이용용이성,

경제성, 정보성, 오락성, 프라이버시등의변인들로측정

하였다. 사이트품질중에서도이용용이성과정보품질

은중요한변인으로다뤄져왔으며특히만족이나이용

의도와의 영향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져 왔다

[11,27].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소셜커머스 서비스

품질, 만족도, 지속사용의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정보성

은 강항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지만, 경제성은 유의하지

않았으며오히려부적인영향을미칠 가능성이있는것

으로도나타났다[14]. 스페인과영국소비자를대상으로

진행한 비교 연구에서는 e-서비스 품질이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스페인과 영국 두 국

가 모두 적절한 정보성이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이용

용이성역시 다른요인들에비해상대적인영향력이다

소크게나타났다[27]. 이렇듯, 이용 용이성과정보품질

은기존연구들에서다른사이트품질요인보다강한영

향력을나타냈다. 이러한선행연구에근거해본연구에

서는 사이트 품질 중 이용 용이성과 정보 품질을 영향

변인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문윤지(2008)는 기존 연구들을 분석해 볼 때 웹사이

트 요소중에서기술적측면에서특히강조되는요소는

‘이용용이성’이라 할수있다고하였다[13].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서의구매의도연구에서는지각된이용용이

성, 사회적영향, 유용성, 지각된즐거운, 신뢰중에서이

용 용이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

질 중에서 사이트의이용용이성은 선행연구에서용이

성이나편의성으로개념화되었다. 용이성은소셜커머스

이용 방법이 쉽고 사용하기 어렵지 않은 정도[15], 이와

유사한편의성은쇼핑할때상품을쉽고빠르게찾을수

있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특성[16]으로 정의

되기도했으며이들은 만족, 태도, 재이용의도등에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에서는이용용이성을 ‘사이트이용이쉬운특

성’으로 정의하고, 사이트에대한만족과태도에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이용용이성은사이트에대한만족에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이용용이성은사이트에대한태도에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소비자가 사이트를 통해 제품 및 업체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쉬운지, 필요하면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

는지는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 품질은 고객의 방문이나

사이트 이용을 만족스럽게 만들고 사이트에 대해 긍정

적인태도를 형성하는 데중요한 역할을 한다[11]. 특히

비대면의온라인쇼핑에서는소비자가사이트가제공하

는정보를참고하여구매를결정하게되며, 따라서소셜

커머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는 소비자와 사이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8]. 기존 연

구들에서 정보 품질은 만족과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29,30]. 모바일 소셜커머스 연

구에서도 정보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

은것으로나타났다[14]. 본연구에서정보품질은사이

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적합한 정도이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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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1 정보품질은사이트에대한만족에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정보품질은사이트에대한태도에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만족

소비자의 만족은 마케팅 연구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연구되어져 왔는데 특히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객

들의충성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9,31], 만족은결

국고객관계유지의결정요인이라할수있다. 특히인

터넷 쇼핑에 있어고객의만족은충성도또는재이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고객 만족은 인터넷 쇼핑몰 고객의

충성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11,32], 최근 O2O서

비스품질, 사용자만족, 그리고재이용의도를살펴본연

구에서도만족은재이용의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10]. 모바일소셜커머스의서비스품질, 만족, 지속사용

의도에대한연구에서도만족은지속사용의도에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14]. 즉, 만족은 충성도인 재이용의도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쇼핑사이트에대한소비자의만족또는불만족

은소비자의 긍정적인또는부정적인 태도형성에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기대 불일치 함수의 만족 모델(EDT)

을 제안한 Oliver(1980)는 만족도가높으면브랜드선호

도또는태도를높이고해당브랜드를다시구매할의사

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제안하고, 이를 입증하였

다[33]. 쇼핑에 대한 만족 역시 구매 후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다시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

측할 수 있다. 만족, 태도, 재구매의도와의 관계를 확인

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특히 만족도가 사용자의 이용

후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두 변인의 관계가

기존의재이용의도 관련모델들에포함될수 있음을제

안하기도 하였다[34]. 인터넷 쇼핑 행동을 살펴본 연구

에서도만족이태도에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점을밝

혔다[35].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이용의도 연구에서

는만족, 지속이용의영향관계에서태도의조절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 집단에서 만족이

재이용의도로이어지는비율이높다는점을확인하였다

[36]. 즉, 만족이태도및충성도인재이용의도에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이

들의 구조적인 관계를 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하여 확

인해보고자한다. 본연구에서만족은해당사이트이용

경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느끼는 만족이며, 가설은 다음

과 같다.

가설 3-1 사이트에대한만족은태도에긍정적인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사이트에 대한 만족은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3 태도

온라인 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연구들에서 태

도는재이용의도 또는충성도의중요한매개변수 및조

절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정보 시스템의 초기 수용에

관한 연구들은 시스템의 용이성과 유용성이 시스템에

대한소비자의태도에영향을주고, 태도는사용의도에

영향을주게된다는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18]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24,34]. 최근에는 SNS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의 영향 관계가 나타

났다[37]. TAM모델은온라인쇼핑에있어서태도와사

이트지속적이용의도를살펴보는연구들에도적용되었

으며[38,39], 연구를 통해 태도가 지속적 이용의도를 예

측하는강한변인임을확인하였다. 따라서, 사이트에대

한 태도는 재이용의도인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수있음을가정할수있다. 본 연구에서태도는감정

적인태도로 '소비자가쇼핑사이트를 좋아하고호의적

으로 여기는 정도'로 정의하며,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

리고 Fig. 1에서는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을 보여준다.

가설 4 사이트에대한태도는사이트충성도에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Satisfaction

Attitude

Loyalty

Information quality

Ease of use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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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변수의 측정

설문 문항은 기존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인

된 문항을 인터넷 쇼핑 상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용용이성은 Hsu et al (2014)의 연구에서

[40]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정보 품질은

Jaiswal et al. (2010)의 연구[11]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

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만족은 Oliver(1980)의 만족

측정 항목[33] 4항목을 7점의 의미분별척도로 측정하였

다.

태도는 Vijayasarathy(2004)[3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수정, 보완하여 3문항으로측정하였다. 충성도는

재이용의도이며, Davis et al. (1989)[41]과 Venkatesh et

al. (2003)[24]에서사용된항목들을쇼핑맥락에맞게수

정하였으며 3개의항목을측정하였다. 만족을제외한나

머지 변수들은모두 7점 리커트 척도로측정하였다(1은

전혀동의하지않음, 7은 매우동의함). 성별, 나이, 결혼

유무, 학력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Table 1은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자들 280명 가운데 여성 54.3%, 남성 45.7%였

으며, 연령은 20대가 38.9%, 30대가 37.5%, 40대가

23.6%였다. 조사대상자들의 54.1%가 미혼이었으며, 학

력은 컬리지 또는 대학 졸업자가 57.9%로 나타났다.

3.2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설문지는 개발은 이중 언어자에 의해 역번역 과정을

거쳐개발되었다. 설문조사는미국패널을보유하고있

는 온라인 서베이 전문 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사이트 만족과 충성도를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는 제품

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5]. 따라서 구매

제품을최근 온라인쇼핑에서 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

는 패션 제품으로 한정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4년 7월

∼8월 이었으며, 조사 시점 당시의 대표적인 미국 공동

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Groupon, LivingSocial,

Woot, and 1SaleADay(현재 1Sale) 등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사이트에서의 패션제품 구매경험유무를응답하

게 하여 구매자들만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미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뉴욕시 거주자로 한정하였으며,

20 ∼ 49세의 남녀 280명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SPSS 20.0으로 기술통계를, AMOS 20.0으로 확인적요

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about the Respondents

item (%)

Age
20-29
30-39
40-49

38.9
37.5
23.6

Sex
Male
Female

45.7
54.3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other

54.1
45.9
-

Education
Below high school graduate
Undergraduate
Technical school degree
1-3 years of college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or above

9.0
-
5.4
15.4
42.5
27.9

Monthly family income
Less than 1000$
1000∼ less than 2000$
2000∼ less than 3000$
3000∼ less than 4000$
4000∼ less than 5000$
5000∼ less than 6000$
6000∼ less than 7000$
7000∼ less than 8000$
8000∼ less than 9000$
9000∼ less than 10000$
More than or equal to 10000

6.1
7.5
9.6
8.9
9.3
12.9
8.9
11.1
7.1
8.9
9.6

4. 연구 결과

4.1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 항목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확

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구성개

념의 적합도는 GFI(Goodness of Fit),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χ2/df 등[42]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모델의해당수치들을살펴볼때, 모델은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개념 타당도는 각 요인의 표준적재치로

확인할수있으며, 0.79∼0.93의범위로나타나개념타

당성이 확보되었다. 측정 문항들의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CR)는 0.85 이상, 평균분산추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0.70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 및 수렴타당성 역시 있다고 평가된

다[43]. 마지막으로, Table 3 에서대각선행렬의평균분

산추출지수가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 자승값보다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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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44], 각 요인간에는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ase of
use

Information
quality

Satisfaction Attitude Loyalty

Ease of use .70

Information
quality

.65 .76

Satisfaction .51 .43 .76

Attitude .49 .40 .35 .75

Loyalty .43 .36 .38 .66 .85

Diagonal elements are the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by
latent constructs from their indicators; non-diagonal elements are
squared correlations between latent constructs

Table 3.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4.2 가설 검증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을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해 검

증한결과, 주요적합도지수들은양호한것으로나타나

모형은 채택되었다(χ2/df = 1.750, GFI = .930, CFI =

.980, AGFI = .901, IFI = .981, RMSEA= .052). 가설 검

증을 위한 주요 추정치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이용 용이성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β =

.266, t = 2.401, p < 0.5) 가설 1-1은채택되었으나, 태도

(β = .154, t = 1.411, p = .158)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즉, 사이트를이용함에있

어사이트이용용이성을높게지각할수록더만족할가

능성이높은한편, 이용용이성은사이트에대한태도에

는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못함을알수있다. 정보 품

Construct Item Standardized
factor loading S.E. Construct

Reliability AVE

Ease of use

The site is easy to use .79 -

.88 .70The site saves me time .85 .075

The site gives me prompt service .85 .080

Information
quality

The site provides accurate information .93 -

.86 .76The site provides sufficient information .84 .052

The site provides relevant information .85 .048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very satisfied. .90

.89 .76
very displeased/very pleased. .84 .055

very frustrated/very contented. .87 .059

absolutely terrible/absolutely delighted. .89 .058

Attitude

I like using the site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89 -

.85 .75The site makes shopping fashion products
more interesting .84 .054

Using the site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is fun .87 .054

Loyalty

I intend to use the site in the future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92 -

.85 .83
It is likely that I will continue to use the
site in the future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91 .043

I plan to use the site in the future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93 .040

χ2 = 141.243, df = 94 (χ2/df = 1.503)
GFI = .937, CFI = .887, AGFI= .908, IFI = .893, RMSEA = .051

Table 2. Measur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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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설 2-1은 채택되었

으며(β = .474, t = 4.334, p < .001), 태도에도유의한영

향을미쳐가설 2-2 역시채택되었다(β = .454, t = 4.013,

p < .001). 연구 모델에서는정보품질이이용용이성에

비해 만족과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높을수록 소

비자들의사이트에대한만족과태도모두높아질수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만족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설 3-1은 채택

되었으며(β = .185, t = 2.480, p < .05), 충성도에도유의

한 영향을 미쳐(β = .130, t = 2.520, p < .05) 가설 3-2

역시채택되었다. 이러한결과는고객의만족이태도형

성에 선행되어, 사이트 이용 만족이 높을수록 사이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이트

를 다시 이용할 가능성 역시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태도는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β =

.840, t = 13.003, p < .001) 가설 4는채택되었다. 소비자

가쇼핑사이트이용을 좋아할수록결국지속적이용의

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정보기술발달과함께인터넷융합신산업이창출되

고 발전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특히 소셜

미디어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면서 업체 간 경쟁은

더욱치열해지고있다. 따라서고객이탈을막고고객과

기업 간에지속적인관계유지를위한 전략을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글로

벌시장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무엇보다미국에

서는새로운플랫폼의전자상거래방식들이출현하면서

전자상거래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의 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하여, 소비자들의 만족과 긍

정적인태도를이끌어낼수 있는사이트품질을살펴보

고, 어떻게 충성도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제안된모델은구조모형방

정식을통해검증되어관련 변인들의영향 관계가확인

되었다. 즉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사이트의 이용 용이성

이만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 정보품질이만족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만족과 태도는 재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쇼핑몰에서의 충성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사이트 품질

중 정보품질은소비자들의 만족과 태도에 모두영향을

미쳤으며, 이용용이성에비해영향력도높은것으로나

타났다.

즉, 소비자들은특정사이트가다른경쟁사이트에비

해 정확하고적절한제품정보를제공하거나제품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사이트에 대

해만족하고긍정적인태도를가지게되어결국다시사

이트를이용할가능성이높을것이다. 관련업체는미국

소비자들이소셜커머스를이용하는데있어사이트의정

보 품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제공, 실시간정보업데이트및모니터링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이러한 점을잘 활용한홍보

및 촉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본다. 한

편, 사이트이용용이성은소비자들이이용에대한만족

도를 높이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사이트를 좋아하

는태도형성에는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했다. 기술의

발달로인해대부분의쇼핑몰들은소비자들에게쇼핑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어, 용

이성이 정보 품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

지않을수있음을시사하는결과이다. 하지만사이트의

용이성은 온라인 쇼핑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이며연구 결과로볼 때여전히유용한변수라는

H Path between variables
Path coefficient

S.E t-value(p) Result
Non stand. coeff. Stand. coeff.

H1-1 Ease of use → Satisfaction .271 .266 .113 2.401(.016) accepted
H1-2 Ease of use → Attitude .205 .154 .145 1.411( .158) non-accepted
H2-1 Information quality → Satisfaction .392 .474 .090 4.334(.000) accepted
H2-2 Information quality → Attitude .490 .456 .122 4.013(.000) accepted
H3-1 Satisfaction → Attitude .240 .185 .097 2.480(.013)

accepted
H3-2 Satisfaction → Loyalty .180 .130 .071 2.520(.012)
H4 Attitude → Loyalty .840 .791 .065 13.003(.000) accepted

χ2/df = 1.750, GFI = .930, CFI = .980, AGFI = .901, IFI = .981, RMSEA = .052

Table 4.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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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업체들은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이트 품질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사이트에 대한 만족은 사이트에서의 제

품 구매를 좋아하고 호의적으로 여기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사이트 충성도에도 직접적

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들의 사이트에 대

한태도는충성도에매우큰영향을미쳐역시충성도의

강한예측변수임을확인하였다. 또한만족과태도는사

이트 품질을 매개함으로써 사이트 품질이 간접적으로

충성도에영향을준다는점도확인되었다. 즉, 소비자가

쇼핑 사이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호의적

인태도를형성할수록동일한 쇼핑사이트에 다시방문

하거나재구매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시사하며, 관련

업체들은이러한점을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필

요가있다. 또한업체들은고객관계관리전략을통해지

속적으로소비자만족을이끌어내면서사이트를좋아하

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미국의다양한전자상거래방식중공동구

매형 소셜커머스의 고객충성도에대한각선행요인들

(이용 용이성, 정보품질, 만족, 태도)의직, 간접적영향

관계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 연구들에서는 충성도의 영향 변

인으로 만족 또는 태도를 사용해 왔는데, 본 연구는 이

용경험에만족하는것과호의적인태도를형성하는것

은 개념적으로 다르고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다를

수있다는인식하에, 이들을충성도의선행변인으로함

께살펴보았다. 이를통해변인들의구조적인관계속에

서영향력의 상대적차이도확인할수 있었다는점에서

이론적인의의가있다. 미국시장은글로벌시장에서산

업적가치가매우높은시장이므로, 국내뿐만아니라글

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만 하는 무한경쟁 시대에 미국

시장에대한이해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 특히국경이

없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특성을파악하고이해하는것은필수적이라 할수있으

며,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미국 소비자 이해에 통찰을

제공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이를통해미국진출을

고려하거나 진출해 있는 업체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있는전략을개발하여만족도를증대시켜 충성집단

을형성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며, 고객관계관리전

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연구는최근양적성장을하며소셜커머스의대표

적인비즈니스모델이된공동구매형소셜커머스를대상

으로 하여 고객이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영

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을 뉴욕시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으며, 따라서 보다 많은 미국 소비자를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소비자 만

족연구들의경우, 연구 대상이된제품유형에따라결

과에있어다소차이를보여본연구에서는패션제품을

구매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에대해서해석에신중할필요가있으며, 다양한제

품에적용하는연구가필요할것으로본다. 또한사이트

명성, 경제성, 상호작용성과같은소셜커머스의관련요

인들, 사용자의다양한특성등을활용하지못하였다. 전

자 상거래에서소비자충성도의역동성을 보다잘이해

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

하여확장된모델을검증할필요가있을것이다. 무엇보

다 전자상거래시장의변화와흐름을잘포착하여새로

운플랫폼들에적합한외생변수를포함한모델을개발,

분석하는연구도수행되어야할것이다. 특히최근페이

스북, 인스타그램등이구매채널과연결되는서비스등

에 주목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 환경과 다양한 상

황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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