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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이 일상화되면서 
생활상식에서부터 기존에 서적이나 논문 등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전문지식까지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즉, 현대생활에 있어서 검색엔진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색엔진 
기술적인 연구이외에는 서비스 품질이나 고객만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색엔진 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충성의도의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품질의 정확성, 
정보함유량, 사이트 이미지, 편리성이 서비스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정확성, 사이트 이미지, 신뢰성은 고객만족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가치가 높을수록 고객만족은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만족이 충성의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은 검색엔진 서비스 기업이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치의 구현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만족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확성, 정보함유량, 편리성, 사이트 이미지에 
중점을 둔 고품질 서비스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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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이 일상화되면서 
생활상식에서부터 기존에 서적이나 논문 등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전문지식까지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검색엔진이다. 검색엔진이란 
인터넷 상에 산재해 있는 제반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저장한 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시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고전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자신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검색엔진은 다른 곳에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중계 연결 정보만을 보유하여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사용자들은 이러한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웹페이지 또는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듯, 검색엔진은 현대생활에 있어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색엔진의 기술적인 
연구이외에는 서비스 품질이나 고객만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검색엔진의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가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고객만족이 
충성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검색엔진의 서비스 품질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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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검색엔진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접속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식으로 일일이 모든 컴퓨터를 
기웃거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다 해도 정보 찾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쳐서 포기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서버를 검색엔진이라고 한다. 
다시정리하면 검색엔진이란 전세계에 걸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검색엔진은 
인터넷상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또는 분류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면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검색엔진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검색엔진의 종류도 웹 사이트의 주소를 알려주는 
일반적인 검색엔진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를 알려주는 화이트 
페이지(White Page)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검색엔진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사용자가 직접 검색엔진에 자신의 홈 
페이지 주소를 등록해야 되는 매뉴얼 인덱스(Manual 
Index) 방식과 로봇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에이전트 인덱스(Agent Index) 방식이 있다.  
  검색엔진을 사용자의 관점에서 검색엔진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① 주제별 검색엔진, ② 
단어별 검색엔진, ③ 메타 검색엔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제별 검색엔진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 쇼핑 등과 
같이 주제별로 목록을 제공하는 검색엔진을 말한다. 
따라서 찾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주소나 사전 
지식이 없이도 찾을 정보의 종류만 알고 있으면 
계층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제를 따라가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어별 검색엔진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엔진이다. 주로 에이전트 인덱스(Agent 
Index) 방식으로 웹사이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따라서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며 정보량 또한 많다. 
마지막으로, 메타검색엔진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검색엔진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검색엔진으로, 
원하는 검색엔진을 선택해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메타 검색엔진이 해당 검색엔진으로 검색어를 
전송하고  이를 다시 검색결과로 받아서 출력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많은 검색엔진을 한자리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여러개의 검색엔진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2.2 서비스품질의 개념과 측정 
 
어느 업계든 가장 큰 관심거리는 역시 서비스의 
품질(Service Quality)이다. 어떻게 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창출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향상시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품질은 서비스 
기업이 생존하는 기반이 되고 장기적인 경쟁요소가 
되기 때문이다(Reichheld & Sasser,  1990).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서비스의 전반적인 탁월성이나 우월성에 관한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으로서 객관적 품질과는 다른 
태도의 한 형태로 정의할 수도 있다(Parasuraman, 
1988). 

Madu & Madu(2002)는 웹사이트 품질차원으로 
구조편리성, 시각매력성, 신뢰성, 정보함유량, 보안성, 
시스템 무결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뢰성 
차원에서는 웹사이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등을 웹사이트의 품질관련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Misic & Johnson(1999)은 
웹사이트의 평가기준으로 정보접근의 용이성, 
웹사이트 접근성, 시스템 속도, 기능의 독창성, 
항해의 용이성, 정확성, UI 등을 제시하고 있다. Liu 
& Arnett(2000)는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보안성, 
신뢰성, 고객화, 상호작용성, 편리성, 시스템 속도 
등의 품질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Kettinger & 
Lee(1997)는 신뢰성, 확신성, 응답성, 공감성의 4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 측정을 잠정적으로 정확성, 신뢰성, 
사이트 이미지, 편리성, 정보함유량으로 결정하여 
측정하였다. 
 
2.3 서비스가치 
 
  가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경제학에서 가치는 효용성과 같은 
의미이며, 사회학에서는 도구적 가치나 최종적 
가치와 같이 인간가치의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 
산업부문에서 가치엔지니어링이란 표준을 유지하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과정을 말한다. 이와 
달리 마케팅에서는 가치를 고객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다(Patterson & Spreng, 1997). 마케팅 
문헌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가치를 총 희생 대비 
얻는 총 혜택의 교환(Zeithaml, 1988)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가치 획득은 
근본적인 구매 목표이며 성공적 교환거래에 매우 
중요하다(Holbrook, 1994). 또한, 가치는 만족 또는 
불만족의 방향과 강도를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Sperng et al., 1993). 이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경험하는 모든 서비스품질에는 
반드시 상대적인 비용(cost)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품질이 높더라도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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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너무 높은 경우, 소비자는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서비스가치는 서비스구매와 소비를 
위해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여 지불한 직간접 
화폐가격과 얻어진 효익의 비교로부터 평가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고객만족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가치는 전반적인 비용대비 신속한 정보획득 
편익의 상쇄효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2.4 고객만족 
 
  고객만족이란 고객의 욕구(Needs)와 
기대(Expect)에 최대한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제공한 상품과 용역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그것이 고객의 사회적, 심리적, 
물질적 만족감을 주고, 고객의 지속적인 재구매 
활동과 수평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커뮤니케이션 
사이클(Cycle)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학자들의 고객만족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결과(Outcome)에 강조를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정(Process)에 강조를 두는 
것이다(이유재 1995). 전자는 고객만족을 
소비경험으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로 개념화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의로는 “소비자가 치는 대가에 대해 
적절히 혹은 부적절하게 보상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인지적 상태”(Howard & shietz, 1969), 
“구매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소매상, 혹은 
쇼핑이나 구매행동과 같은 형태와 관련된 또는 
이들에 의해 야기되는 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Westbrook & Reilly, 1983), “불일치된 기대와 
소비자가 소비경험에 대해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감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된 종합적 
심리상태”(Oliver, 1980)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후자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고객만족을 
“소비경험이 최소한 기대되었던 것 보다는 
좋았다는 평가”(Hunt, 1977)나 “선택된 대안이 그 
대안에 대한 사전적 신념과 일치되었다는 
평가”(Engel & Blackwell, 1982) 혹은 “사전적 
기대와 소비 후 지각된 제품성과 사이의 차이에 
대해 보이는 소비자의 반응”(Tse & Wilton, 1988)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들은 모두 
고객만족의 근거에는 평가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중 
Oliver(1980)가 제시한 기대-성과 불일치 패러다임은 
고객만족을 결정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일반적인 모델로서 가장 지배적인 논리이다. 이 
패러다임에 의하면, 사전기대와 제품성과간의 
불일치가 고객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고객만족은 소비자의 내적인 비교기준과 인지된 

성과와의 차이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대-불일치 이론을 토대로 
고객만족을 정의하고 있다. 
 
2.5 충성의도 
 
  고객과의 거래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계속되며 한 사람이 불만을 가지게 되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결국 고객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업들은 경영의 
모든 부문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고객을 만족시켜 기업의 생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과학적인 경영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첨단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 기업에 대한 고객의 기여도 분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아울러 기여도가 높은 고객을 
우대하기 시작함으로써 고객들에 대해 차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어느 특정 기업의 전략적인 대안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기업의 절대적인 생존방안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충성고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고객충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Oliver(1999)는 
충성도를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경쟁자들의 마케팅 
노력, 타인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 브랜드나 
상품을 미래에도 반복 구매하는 소비자의 
헌신(commitment)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고객충성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가 가능하다. 
첫째, 태도의 측면이다. 태도의 측면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애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Fornier, 1994)이다. 둘째, 행동적(Jacoby & Kyner, 
1973) 측면이다. 행동적 측면은 같은 제공자로부터 
계속적인 구입을 하는 행위, 타인에 대한 추천의사, 
관계 지속여부 등을 나타낸다(Yi, 1990; Reichheld, 
1993; Johnson & Sasser, 1995). 그런데 충성도 측정에 
있어서, 태도의 측면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의 
성향이라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워 주로 행동적인 
측면에서 재이용의도, 구전의도 등을 
측정한다(Reichheld, 1993). 
  따라서, 기존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충성고객은 거짓 충성도를 보이지 않으며, 
특정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면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추천하며 홍보하는 고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6 서비스품질,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충성의도간의 
인과관계 
 
  Heskett(1997)은 고객가치방정식에서 고객이 

597



인지하는 가치는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목적인 
서비스 결과물과 서비스가 전달되는 프로세스 
품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그들의 
고객가치방정식은 프로세스품질과 가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정 음료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제품에 대한 질은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는 서비스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Dodds et al.(1991) 
서비스품질이 직접적으로 혹은 가치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Ostrom & Iacobucci(1995) 역시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 서비스품질이 인지된 서비스가치에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의료산업의 연구로 
Gooding(1995)은 260명의 의료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품질과 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에서 의료소비자들은 서비스 질을 통하여 
서비스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하였다. Lee & 
Ulgado(1997)도 소비자들이 서비스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서비스품질이 주는 긍정적인 
효용과 그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희생한 비용의 
부정적 효용간의 trade-off를 이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서비스가치는 기대와 서비스성과에 대한 
지각 간의 차이, 즉 서비스품질과 비용과 
시간소용에 의해서 추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호텔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학식과 김영(1999)은 
서비스품질과 만족도, 서비스성과의 관계에 
서비스가치를 추가하여 분석한 실증적 연구에서 
서비스가치가 서비스품질과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Ostrom & 
Iacobucci(1995)는 또한 보다 훌륭한 서비스가치는 
충성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소비자들은 단순한 
서비스품질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비용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여 서비스가치를 
판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만족과 아울러 
충성의도를 보이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Ⅲ.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3.1 연구가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고찰과 연구목적을 

기초로하여 본 연구에서는 검색엔진에서 5개 차원의 
품질요인이 서비스가치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가치가 고객만족과 충성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객만족이 충성의도인 재이용의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충성의도 
내에서 재이용의도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3.1.1 서비스품질과 서비스가치 간의 관계  
  Heskett et al.(1990)의 고객가치방정식에 의하면,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는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목적인 서비스 결과물과 서비스가 전달되는 
프로세스 품질과 고객이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희생되는 가격 및 서비스 획득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서비스 과정적 또는 결과적 품질이 서비스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품질이 
서비스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품질을 구성하는 차원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재분류되고 측정항목 문구는 해당 서비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Carman, 1990). 이러한 학문적 
추세에 맞추어 검색엔진 서비스품질 또한 특성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기존연구에서 획득한 
기초 문항을 참고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정확성, 신뢰성, 정보함유량, 편리성, 사이트 
이미지의 5가지 요인이 서비스가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5개 차원의 서비스품질 요인은 서비스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검색엔진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과의 관계 
  PZB(1988, 1994)는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증가한다고 보았으며, 서비스품질이 
구매의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Woodside 
et al.(1989)은 서비스 품질 지각이 고객만족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Cronin & Taylor(1992) 그리고 Anderson et 
al.(1994)도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의 선행변수임을 
실증적으로 보고하였다. 이것은 검색엔진 
서비스품질에도 그대로 적용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5개 차원이 서비스품질 요인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서비스가치와 고객만족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간의 측면에서 진행된 반면, 서비스가치와 
고객만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서비스가치는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이학식과 김영, 1999). 즉 
소비자들은 지각된 서비스의 질과 비용/시간 요소의 
교환을 통해 서비스가치를 지각하게 되고 이는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여타 서비스 
산업의 많은 연구에서 서비스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지고 
있다. (Gooding, 1995; Ettinger, 1998; Moss et al, 1986). 
  종합해보면, 검색엔진 서비스에서 서비스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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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서비스 효용가치로 나타나며, 이용자들에게 
편익/비용이 높게 나타난다면, 고객은 제공받은 
서비스가치를 높게 인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서비스 경험에 대하여 만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가치와 고객만족 간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3: 서비스가치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서비스가치와 충성의도(재이용의도, 구전의도) 
  서비스가치에 대한 고객의 평가는 미래의 
재이용의도와 다른 행위의도에 영향을 준다. 
최근에는 연구자들과 경영자들이 고객 충성의도에 
대한 중요한 선행으로서 서비스가치의 역할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Patterson & Spreng, 1997). 
Ostrom & Iacobucci(1995)는 보다 훌륭한 
서비스가치는 충성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충성의도에 대한 서비스가치의 영향력에 대해 몇몇 
연구가 단정 또는 검증되어지고 있어 현재까지는 
확정적이지 못하다(Chang & Wildt, 1994). 그러므로 
여기서는 검색엔진 서비스의 서비스가치는 고객의 
행위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가설4-1: 서비스가치는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 서비스가치는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5 고객만족과 충성의도(재이용의도, 구전의도)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불만족 경험은 이용후의 태도와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Olson & Dover, 1976; Fishbein & Ajzen, 1975). 
Newman & Werbel(1973)에 의하여 불만족한 고객이 
만족한 고객보다 재구매할 가능성이 적음이 
증명되었으며, 만족한 고객은 구매 후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고 긍정적인 
구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Oliver(1980)의 
연구에서도 고객만족이 고객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계속하여 재구매의도와 충성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므로 검색엔진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이 성과인 재이용의도와 
구전의도에 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5-1: 고객만족은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2: 고객만족은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6 재이용의도와 구전의도 
  기존의 많은 다른 산업(병원, 호텔, 레스토랑)과 , 
웹 관련의 서비스품질 연구에서도 재이용의도가 

구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계수, 2002; 조철호, 2004). 
고객만족과 충성의도와의 관계에서 언급했듯이 
만족한 고객은 구매 후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고 긍정적인 구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재이용의도가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Oliver(1989)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이용의도와 구전의도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6: 재이용의도는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가설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이 제시되었다. 이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다음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1 - 연구모형 
 
Ⅳ. 연구방법 
 
4.1 설문 개발과 표본 설계  
 
  현재는 검색엔진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가치와 
고객만족의 결정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서 Churchill(1979)의 방법을 
참고 하여 2회에 거쳐 사전 인터뷰(Pilot-test, 
Pre-test)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Pilot-test)를 하는 
이유는 검색엔진 서비스의 고유하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품질 항목이라든지 요인 그리고 
변수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사전 
조사(Pre-test)는 그러한 변수와 요인을 묶은 다음, 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소 샘플에 조사해 보기 위해 
실시했다. 가 설문지를 실시해 봄으로서 서비스 
가치가 고객 만족에 선행하여 매개한다는 인과 
모형의 내용 타당성을 찾아내었다. 발견된 요인을 
토대로 서비스 품질 측정 문항은 기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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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발견된 요인에 맞게 재구성 
하였고, 여기서 조사된 검색엔진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 새로이 발견된 항목들을 부가 하여 총 
30여개의 내용 타당성이 확보된 항목을 추출하였다. 
여기서 내용 타당성이란 내적 타당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로서 실험의 통제부분에 있어서의 
합당성을 말한다. 또한 내적 타당성(내용 타당성)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항을 제거 하였다.  
 
4.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위해 검색 서비스를 
사용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기간은 2007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동안 대학교, 고등(중)학교, 
관공서, 기업체 등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검색엔진 사용경험이 있는 전 연령층으로 
하였다.  
  설문 배포는 총 301부를 하였으며, 자료의 
수집방법은 결측치를 줄이기 위해 주로 직접 설문을 
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293(97.3%)부였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답변으로 인해 측정에 장애가 되는 
10부를 제외한 283(94.0%)부를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다.  
 
Ⅴ. 연구결과 
 
5.1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 
 
  가설1과 가설2를 검정하고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측정항목에 대하여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는 요인사이에 
독립성을 가정하지 않는 사각회전(Varimax)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강병서 & 조철호, 2005). 
평가기준으로서 요인 적재값 0.5이상으로 
하였다(Hair et al. 1995).  
  요인분석결과는 표 1과 같으며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이 발견되어 해당 변수를 요인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각 요인별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여 위해 신뢰성검정을 하였으며 여기서는 
Chronbach α를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값이 
0.7～0.9(Van de Ven, Ferry,1979)여야 신뢰성이 
보장되며, 결과의 최저 신뢰도가 0.608로 
Nunnally(1978)가 제시하는 최저 허용치인 
0.6이상에도 부합된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5개 
요인들은 관찰된 분산의 60.506%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측정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였는가, 또는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의 
문제로서, 이론적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당성이다. 개념타당성은 요인분석을 통해 

검정된다. 각 요인에 대한 아이겐 값이 허용치인 
1.0을 상회하여야 하고(Hair et al.1995),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각 설문의 요인에 대한 아이겐 값들은 
모두 유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표 1 –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 결과 

  정확성 정보 
함유량 

사이트

이미지
신뢰성 편리성

신속한 정보검색(x11) 
정보의 정확도(x6) 
검색어와 정보의 일치성(x7) 
원하는 정보와 검색결과의 일치 (x9) 
검색결과의 최신성(x10) 
상위 검색결과의 정확도(x8) 

0.734 
0.727 
0.716 
0.632 
0.630 
0.597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x42) 
오락관련 정보의 검색(x41) 
원천데이터의 다양성(x36) 
다양한 검색서비스 지원(x37) 

  

0.793 
0.724 
0.715 
0.688 

      

검색트래픽(x23) 
검색사이트 인지도(x21) 
검색사이트 평판(x22) 

    
0.847 
0.800 
0.719 

    

검색사이트의 신뢰도(x13) 
개인정보의 보호성(x20) 
검색필터링 적용(x17) 
상위 검색결과의 신뢰도(x14) 

      

0.732 
0.646 
0.638 
0.618 

  

고객화된 UI환경(x27) 
UI의 편리성(x26) 

        0.744 
0.712 

아이겐 값 5.194 2.352 1.493 1.369 1.087 

설명된 분산의 % 27.338 12.381 7.859 7.208 5.719 

크론바하 알파 (α) 0.803 0.776 0.786 0.648 0.608 

 
5.2 상관분석 
 
  연구모형의 각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표 5). 본 연구서 평균치는 
총합척도(Summated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오차를 줄이고 단일 차원으로 
구성개념의 대표성을 높이려는데 있다(Hair et 
al.1995). α=0.01에서 유의하였으며, 설정된 
방향과도 일치하였다. 구성개념들 간에 상관관계가 
너무 커서 1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판별타당성도 충족된다(강병서, 2002). 결과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구성개념들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 – 상관분석 결과 

  정확성
정보 

함유량

사이트

이미지
신뢰성 편리성 

서비스 

가치 

고객 

만족 

재이용

의도 

구전 

의도 

정확성 1                 

정보 

함유량 
0.321** 1               

사이트 

이미지 
0.288** 0.3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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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0.431** 0.148* 0.140* 1           

편리성 0.412** 0.382** 0.286** 0.314** 1         

서비스 

가치 
0.373** 0.411** 0.375** 0.193** 0.374** 1       

고객만족 0.563** 0.359** 0.428** 0.388** 0.492** 0.562** 1     

재이용 

의도 
0.422** 0.258** 0.336** 0.339** 0.339** 0.335** 0.541** 1   

구전의도 0.383** 0.294** 0.293** 0.352** 0.381** 0.460** 0.590** 0.555** 1 

주1) *는 α=0.05에서 유의한 상관계수임 
주2) **는 α=0.01에서 유의한 상관계수임 
 
5.3 회귀분석 
 
  다음으로, 본 논문의 연구모형을 검정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검색엔진 품질의 5개 차원은 서비스가치와 
고객만족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영향력의 순서를 
보면 검색엔진 품질과 서비스가치 사이에서는 
정보함유량(γ12=0.218, t=3.707)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순으로 사이트 
이미지(γ13=0.189, t=3.341)와 정확성(γ11=0.182, 
t=2.971)은 거의 비슷하게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편리성(γ15=0.161, t=2.711)이 그 뒤를 이었다. 
신뢰성(γ14=0.001, t=0.020)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엔진 품질과 고객만족 
사이에서는 정확성(γ21=0.328, t=6.184)이 가장 크며, 
편리성(γ25=0.229, t=4.450), 사이트 
이미지(γ23=0.226, t=4.615), 신뢰성(γ24=0.133, 
t=2.6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함유량(γ22=0.058, 
t=1.144)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가치와 고객만족간의 
관계에서는 서비스가치가 고객만족에 선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β11=0.562, t=11.398). 서비스가치와 
충성의도간의 관계에서는 서비스가치가 
재이용의도(β21=0.335, t=5.951)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가치가 
구전의도(β22=0.460, t=8.695)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가치는 
고객만족, 재이용의도, 구전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객만족과 충성의도의 
경우에는 고객만족은 재이용의도(β31=0.541, 
t=10.794)와 구전의도(β32=0.590, t=12.258)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성의도 간에서는 재이용의도가 
구전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1=0.555, t=11.183). 따라서, 위의 
결과들은 전술한 대부분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표 3 – 회귀분석 결과 

가설 경로 
가설 

방향 

경로 

명칭 

표준화된 

회귀계수 
t값 sig값 

채택

여부

가설1.1 정확성→서비스가치 + γ11 0.182 2.971 0.003 채택

가설1.2 정보함유량→서비스가치 + γ12 0.218 3.707 0.000 채택

가설1.3 사이트이미지→서비스가치 + γ13 0.189 3.341 0.001 채택

가설1.4 신뢰성→서비스가치 + γ14 0.001 0.020 0.984 기각

가설1.5 편리성→서비스가치 + γ15 0.161 2.711 0.007 채택

가설2.1 정확성→고객만족 + γ21 0.328 6.184 0.000 채택

가설2.2 정보함유량→고객만족 + γ22 0.058 1.144 0.254 기각

가설2.3 사이트 이미지→고객만족 + γ23 0.226 4.615 0.000 채택

가설2.4 신뢰성→고객만족 + γ24 0.133 2.680 0.008 채택

가설2.5 편리성→고객만족 + γ25 0.229 4.450 0.000 채택

가설3 서비스가치→고객만족 + β11 0.562 11.398 0.000 채택

가설4.1 서비스가치→재이용의도 + β21 0.335 5.951 0.000 채택

가설4.2 서비스가치→구전의도 + β22 0.460 8.695 0.000 채택

가설5.1 고객만족→재이용의도 + β31 0.541 10.794 0.000 채택

가설5.2 고객만족→구전의도 + β32 0.590 12.258 0.000 채택

가설6 재이용의도→구전의도 + β41 0.555 11.183 0.000 채택

 
Ⅵ. 요약 및 결론 
 
6.1 결과 요약 및 연구의 시사점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서비스품질의 

정보함유량, 사이트 이미지, 정확성, 편리성의 4가지 
요인이 서비스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간에는 정확성, 편리성, 사이트 이미지, 
신뢰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가치가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만족이 
재이용의도와 구전의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성의도간의 관계에서는 
재이용의도가 구전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결과들은 
기존 이론과 관련 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웹 검색포털 산업의 
관리자들에게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우선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검색포털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색서비스 
이용고객의 서비스가치향상과 고객만족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품질의 향상에 많은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확성, 사이트 이미지, 
정보함유량, 편리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서비스 
품질전략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검색엔진 서비스품질의 결정요인의 향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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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치와 고객만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충성의도인 재이용의도와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웹 검색포털 산업에 있어서 가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과 웹 검색포털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치전달이 
서비스품질, 서비스가치, 고객만족을 거쳐 
재이용의도와 구전의도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확성, 
사이트 이미지, 정보함유량, 편리성에 중점을 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정확성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검색결과의 
일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사이트 
이미지와 편리성 측면에서는 고객에게 보다 큰 
신뢰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브랜드 이미지 
재고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검색엔진 
기술개발과 빠른 업데이트 주기, 데이터 필터링 
등을 통해서 질적, 양적으로 정보함유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2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전반적인 검색엔진 서비스의 서비스품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업마다의 
검색서비스 제공 기능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본 
연구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인과관계는 검색엔진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한 것이어서 기업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거나 개선하는데 유용한 지침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의 짧은 시점의 일정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고객의 특성, 서비스품질에 
향상에 따른 고객 가치 변화양상 등은 살펴볼 수가 
없었다. 상기에서 언급된 연구의 한계들은 향후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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