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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Internet service is expanding rapidly, portal sites, a gateway to the net, are 
* ■

attracting increasing attention these days. As the Internet service has expanded rapi리y, so 

has the interest for portal sites, which serve as a gateway to the net/ Despite the tendency, 

however, research on a measure by which to evaluate the quality of portal sites or 

development of such measures has not been fully pursued. As online services, faced with 

profitability, are considering 'charge per view', the development of a Set of quality evaluation 

measures for portal services will prove to become a valuable instrument in constructing 

competitive strategies that are vital for survival and growth of a firm. In that regard,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et of evaluation measures for Internet portal sites by empirically 

investigating the most common offline measures for quality of services, SERVQUAL, retail 

SERVQUAL and other evaluation measures for IT-related online services. Moreover, the study 

offers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defin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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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론

개인용 컴퓨터 사용의 확대와, 최근 들어 초 

고속 통신망 이용의 일반화에 힘입어 우리나라 

는 2(X)1 년 9월 현재 인구의 56.0%인 2,412만 

명1)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매 

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들이 59.6%인 1,468만 

명에 달하며 일주일에 2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 

도 94.3%인 2,275만 명에 이름으로써 이제 인터 

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 

황에 이르렀다(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2001). 특 

히 인터넷의 일반화는 사용자의 수적 증가뿐 아 

니라 사용 시간 현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미 

국의 인터넷 조사 기업인 닐슨/넷레이팅스의 조 

사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21개국의 

인터넷 사용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인터넷 이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달 평균 사 

용 시간을 비교했을 때 3위를 차지한 미국인의 

9시간 57분 36초에 비해 약 2배 가까운 수치인 

16시간 17분 16초로 한국이 1위에 올랐다 

(Nielsen/NetRatings, 2001). 아무튼 이러한 현 

상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2000년 말 

현재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가 4억 7백만•명 

에 이르러, 이제 전 인류의 생활은 인터넷과 더 

불어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인터넷 사용의 확산과 더불어 가장 많이 쓰 

이는 인터넷 관려용어 중 하나는 포털(port乳) 

이다. 본래 포털'이란 사전적으로는 '거대한 규 

모의 게이트 또는 문'을 의미하며, 포털 사이트' 

란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 또는 사이트를 찾는 

데 관문 역할올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비즈아이 

닷컴 보고서, 2000). 그러나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정의는 날이 갈수록 다양한 양상을 띄면서 변화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들이 단순히 인터넷 

사용자들을 연결하는 의미뿐 아니라 인터넷이 

제공하는 기능 대부분을 끌어안으려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포털 사이 

트가 진화되고 있는 까닭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점차 다양화 • 전문화되는 데 이유가 있다. 따라 

서 초기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엔진의 기능이 

대표적이었으나 점차 컨텐츠, 쇼핑, 커뮤니케이 

션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 

고2)이제는 순수한 검색엔진의 형태를 벗어나 

전문포털, 혹은 소형포털의 형태로도 진화하는 

추세 이 다(Arthur D. Little, 2000). 이 러 한 흐름은 

결국 실제 소비자인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가치 

를 창출함으로써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 

고자 하는 포털 사이트들의 노력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넷 시장의 확대로 인하 

여 포털 사이트의 매력과 잠재력이 증가되고는 

있지만, 반면에 경쟁의 심화와 고객들의 욕구 변 

화로 인하여 그 형태의 신속한 변화 또한 필요 

한 상황이다. 포털 사이트들은 어떠한 거래를 통 

해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광고, 회 

원가입비, 수수료 등의 매출을 수익의 기본으로

2) 2000년 5월의 포털 사이트 이용 실태 조사에 

의하면 검색포털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정보의 검색 및 '탐색서비스가 57.8%로 나타난 

반면, 이메일(19%) 등 기타서비스는 42.2%로 

나타났다(비즈아이닷컴 보고서, 2000). 

1) 인터넷 이용자 수는 조사방법 및 인터넷 이용 

자에 대한 정의 등에 따라 발표기관마다 차이 

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 인터 

넷 정보센터의 경우는 '만 7세 이상으로 인터 

넷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들'로 정의하였으며, 온라인 리서치 전문회사 

인 아이클릭은 '만 13세 이상 49세 이하의 웹 

사이트 방문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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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해 좀더 오래 머물도 

록 만드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관건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어떠한 기 

준으로 포털 사이트의 품질을 평가하는지를 이 

해함은 단순히 포털 사이트뿐 아니라 온라인 상 

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의 기준을 마련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서비스 품질의 평가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는 Parasuraman, et al. 의 SERVQUAL (1988, 

1991)과 이를 소매점 서비스 평가로 확장시킨 

Dabholkar, Thorpe, & Rentz의 .소매점 

SERVQUAL (1996)0]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 

구들은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척도들인 

까닭에 이를 그대로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 척도인 Huang, Lee, & Wang의 IQ (1999) 

나 Chin, Deihl, & Norman의 QUIS (1988), 

Davis의 PUEU (1989), Yoo & Donthu의 

PQUISS (2000)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포털 사이 트의 평가척도로 사용하기 에는 나름대 

로의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 척도들을 검토 

하여,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서비 

스 평가척도를 개발해 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척도 개발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 

하여 Churchill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적 패러 

다임(1979)을 따른다. 첫 단계에서는 앞서 간단 

히 언급한 마케팅 및 정보시스템 분야의 서비스 

품질평가척도와 관련된 문헌들을 철저히 조사한 

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이나 접근방 

법에 따라 상이한 자료들을 모두 찾아냄으로써 

척도 개발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목록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마케팅 및 정 

보 시스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통 

해 본 연구의 범위와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들을 

선별해 내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문헌에는 포함 

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 적합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추가하는 작업 역시 수행된 

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의 전 과정 

을 통해 얻어진 항목들을 토대로 소비자들을 대 

상으로 하는 서베이를 실시함으로써 실증자료를 

구한다. 결론에 이르러서는 본 절차에서 얻어진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 평가항목에 관한 방법론 

적 • 실무적 시사점들을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 

품질평가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지금껏 개발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의 서비스 평가척도들을 다 

룬 기존의 문헌들을 검토한다.

2.1 오프라인 서비스의 품질평가항목에 관한 

연구

품질(quality)이라는 용어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경영자들은 제품과 서 

비스 품질의 향상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 

다(Feigenbaum, 1982). 특히 Reichheld & 

Sasser (1990)는 서비스 기업에 있어 서비스의 

품질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반인 동시에 

경쟁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서비스는 제품과 달리 무형성, 이질성, 

소멸성 및 비분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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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정의 내리는 데에 많 

은 어려움이 따르는더L 일반적으로는 '특정 서비 

스의 우수성과 관련된 개인의 전반적인 판단 또 

는 태도라 일컬어진다(Parasuraman, et al., 

1988). 요컨대 서비스는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정작 이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달려 있는 것 

이다(Watson, Pitt, & Kavan, 1998). 그러므로 

서비스의 품질(service quality)을 정확히 측정 

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관라 • 통제해 개선하는 

것이 서비스마케팅 분야의 가장 큰 숙제라 하 

겠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 서비스 품질은 

유형재와 달리 소비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따르 

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만한 척도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서비스 품질 평가 척도를 

개발하는 탐색적 연구이므로, 전통적인 오프라 

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품질 평가의 항목들을 개 

발하고자 한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온라인 서 

비스 품질의 평가 항목들을 만들어 내는 데 목 

적이 있다.

GrOnroos(1984)와 Sasser, Olsen, & Wyckoff 

(1978)는,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지각된 서비스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 같은 논리는 정보시스 

템 (information system)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로 적용되어, 사용자의 만족은 서비스 자체의 

일반적인 품질과 더불어 사용자가 가진 기대와 

실제 서비스간의 차이에 따라서도 결정된다고 

하였다(Conrath & Mignen, 1990； Rushinek & 

Rushinek, 1986). 이는 Oliver (1980)의 '기대- 

성과 불일치 모형'에 근거한 것으로, Parasura 

-man, et al. (1988)은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하 

여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 척도로서 소비자들 

이 서비스에 대해 갖는 가대와 실제로 지각된 

성과간의 차이를 밝히는 SERVQUAL을 개발하 

였으며, 이는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가 

장 보편적인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상이한 4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 

게 했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인 기준으로 작용 

한 '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인(service quality 

determinants)'들을 밝혀 내었다. SERVQUAL은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다차원 척도로서, 유형성 (tangibles), 

신뢰성 (reliability), 응답성 (responsiveness), 확 

신성 (assurance), 공감성 (empathy)의 5개 차원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차원은 각각 4-5개 

의 세부 문항으로 나뉘어 전체 22문항으로 구 

성되었고, 1991년 다시 수정 및 보완되기도 하 

였다. Pitt, Watson, & Kavan (1995)은 이 

SERVQUAL 척도를 정보시스템 분야에 적용한 

적도 있다.

서로 다른 업종을 대상으로 폭넓게 개발된 

척도인 까닭에, SERVQUAL은 서비스 업종에 

고루 적용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너 

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어서 특정 산업 또는 

업종올 다룰 때에는 그 독특한 측면을 반영하 

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Asubonteng, 

McCleary, & Swan, 1996； Babakus & Boiler, 

1992； Buttle, 1996； Carman, 1990). 이와 같은 

SERVQUAL의 단점 및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그 대표적 

인 예가 Finn & Lamb (1991)이 소매점 서비스 

를 평가하는 데 SERVQUAL을 적용한 것이다. 

이 결과 기존 SERVQUAL만으로는 소매점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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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각 업종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척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Dabholkar, et al. 

(1996)은 소매점의 서비스 품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만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평가척도이므로 '소매점 SERVQUAL'이라 

불린다. 물리적 특성(physical aspects), 신뢰성 

(reliability), 상호작용(personal interaction), 문 

제 해결 (problem solving), 정책 (policy)의 5개 

차원으로 이루어진 이 소매점 SERVQUAL은 

기존의 SERVQUAL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기초 

로 소매점 평가와 관련된 항목들을 정리 • 보완 

하여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소매점 SERVQUAL과 기존 SERVQUAL은 

전자가 후자를 기초复 만들어졌고 양자가 모두 

다섯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사 

한 측면 이 많지 만, 한편 소매점 와 특성 이 반영 되 

었기 때문에 몇 가지 점에서 차별적인 양상을 

띈다. 소매점 SERVQUAL을 위주로 이들을 살 

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특성은 SERVQUAL의 유형성 

에 비할 만하나, 시설의 청결성이나 시각적 느낌 

과 같은 외형성 (appearance), 원하는 제품을 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진열되었는지의 편리성 

(convenience) 측면이 더해졌다. 두 번째 신뢰성 

차원은 SERVQUAL에서와 마찬가지 개념이지 

만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갖주어졌 

는지, 고객과의 거래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약속 

을 이행하고 있는지 등의 하위 차원 항목이 포 

함된다. 세 번째 상호작용은 종업원의 지식 및 

소비자에 대한 배려, 쇼핑의 편안함 같은 것을 

보는 쇼핑 관련 확신(inspiring confidence), 그 

리고 종업원의 신속한 서비스 및 고객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는 친절도(courteous, helpful)의 

두 개 하위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기서 

는 SERVQUAL의 확신성, 응대성, 감정 배려에 

관한 개념이 일부 포함된다. 네 번째 차원은 문 

제 해결로, 불만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 등 고객 요구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는 SERVQUAL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소매점을 평가할 때는 필 

요한 개념이므로 추가된 것이다. 마지막인 정책 

은 주차 공간이나 영업 시간의 편리성, 신용카드 

의 제공과 같은 사항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들에서 도출된 항목들 

을 염두에 두어, SERVQUAL을 기초로 소매점 

SERVQUAL을 부가해 전문가 그룹 토의를 거 

쳐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항목 또는 개념들을 정리하고 선별하였다. 최종 

적으로 골라져 나온 항목들을 정리하면〈표 1> 

과 같다.

〈표 1〉SERVQUAL 및 소매점 SERVQUAL에서 추출된 

온라인 포털 서비스 평가항목

평가척도 항 목

SERVQUAL
이용자들의 질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을 해 준다(요구 응대성). 

이용자 개개인에 대해 맞춤정보와 서비스를•제공하고 있다(감정배려).

소매점

SERVQUAL

회원가입이나 둥록/취소과정이 복잡하지 않다(편리성).

회사와 고객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문제해결). 

불편사항이 생겼을 경우 이를.해결하기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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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온라인 서비스의 품질평가항목에 관한 연구

앞에서 논의된 SERVQUAL 및 소매점 

SERVQUAL과 같은 척도들은 오프라인에서 제 

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 

으로, 이를 온라인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웹사이트 

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며 웹사이트 자체가 소비자와 서비 

스 제공자간의 관계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 

문에 인터넷 웹사이트를 오프라인의 종업원에 

비유할 수도 있다(Jarvenpaa, Tractinsky, & 

Vitale, 2000). 따라서 고객 차원에서 품질이 우 

수하다고 평가될 만한 웹사이트를 제작 • 관리 

함은 마치 훌륭한 종업원을 선발, 교육, 훈련하 

는 내부 마케팅(internal marketing)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온라인 상에 적용한다면, 

웹사이트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매개 역 

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상 

의 정보, 디자인, 안전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둥 

에 대한 온라인 특유의 항목들이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 

라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척도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기존 문헌 

들을 살펴보았다.

2.2.1 IQ (Information Quality)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 

보의 품질은 곧 해당 사이트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 정보의 품질 

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로는 Huang, Lee, & 

Wang (1999)이 개발한 정보 품질 (IQ : 

Information Quality)°1|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정보의 품질을 정확성, 신뢰성과 같은 

내면적 품질(intrinsic quality),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적합하고 충분한지에 대한 상황적 품질 

(contextual quality), 이해하기 용이할 만큼 간 

결하고 쉽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른 대표적 품 

질(representational quality), 그리고 정보를 찾 

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평가하는 접근적 품질 

(accessibility quality)의 4가지 차원으로 나누었 

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Wang & Strong (1996) 

은 데이터의 품질은 소비자 또는 사용자들이 중 

요하게 여기는 차원들의 이해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자의 인식 

을 중심으로 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는 척 

도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2.2.2 QUIS (Questionnaire for User Interface 

Satisfaction)

IQ는 정보의 품질을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척도 

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제공되는 정보의 품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보 자체에 대한 품질뿐 

아니라 컴퓨터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품질 또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컴퓨터와 사용자간의 인터 페이 

스를 평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척도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속도(speed), 정확성 (accuracy)은 시 

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 

과 척도이다. 시스템을 학습하는 데 소요되는 시 

간(time),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획득된 지식의 보 

유(retention) 등은 시스템 유용성에 영향을 미 

치는 척도이고, 사용자의 주관적인 만족을 의미 

하는 시스템에 대한 수용(acceptance) 등도 여 기 

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척도의 문제점 

은, 사용자가 이 같은 척도에 대해 호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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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나 인터페이스 

에 불만족한 경우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Chin, Deihl, & Norman, 1988). 

이러한 이유로 Chin, et al. (1988)은 시스템의 인 

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만족도 및 이 

와 관련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를 QUIS 

(Questionnaire for User Interface Satisfaction) 

라고 한다. 이 척 도는 사용자와 컴 퓨터간의 인터 

페이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의 고찰을 통해 과거 연구에서 문제된 타당 

성과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표본 크기 등에 대 

한 문제를 보완하여 완성된 것이다. 여기서 사용 

된 척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관련된 척도들이 있으며, 세 

부 차원으로는 웹 화면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외 

형이 사용자에게 얼마나 편안하고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화면 

(screen)', 용어가 이해하기 편리하고 사용자가 

웹 상의 어디를 항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을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어 및 시스템 정보 

(terminology and system information)', 그리 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함으로 

써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는 '학습(learning)',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속도 

또는 사용자에 따라 그에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신뢰성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 성능 

(system capabilities)'과 같은 4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2.2.3 PUEU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정보 기술(IT)은 업무 성과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 이러한 기술이 성과를 발휘 

하는 데는 사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수용하 

고자 하는 면과 반면에 이를 받아들이기 꺼리는 

성향 등이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Bowen, 1986).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업무 수행 

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의해 사용된다 하더라 

도 그에 따른 성과는 그 시스템의 사용자 입장 

에서 사용하기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얼마나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영 

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Bandura (1982)의 '자 

기 효과(self-efficacy) 이론'은 지각된 사용의 편 

의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자 행동의 기초적 

인 결정변수라 하고 있다. '비용-효과 (cost 

-benefit) 패러다임'(Beach & Mitchell, 1978； 

Johnson & Payne, 1985； Payne, 1982) 역시 결 

국은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비용과 혜택간의 트 

레이드오프를 고려하여 행동을 결정한다는 내용 

으로, 이러한 이론들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소비 

자 또는 사용자에 의해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 편 

리성이 사용자의 행동을 결정짓는 기본적 결정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보 기술의 유 

용성 및 편리성은 혁신을 수용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omatzky & Klein 

(1982)에 따르면 혁신의 수용은 이를 통해 얻어 

지는 적합성 (compatibility), 상대적 이점 (relative 

advantage), 복잡성 (complexity) 등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스템에 대 

한 사용자의 유용성 (effectiveness) 및 사용의 편 

리성 (ease of use)에 대한 지각은 정보 기술과 

관련된 MIS 뿐 아니라 그 밖의 영역에서도 마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HCI 

(Human-Computer Interaction)분야에서 역시 

디자인상의 이용의 편리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 

다(Branscomb & Thomas, 1984； Gould & 

Lewi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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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떠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것은 그 시스템 

의 사용에 있어 편리성과 유용성이 어느 정도인 

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하 

기에 편리하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주 

관적인 판단이므로 실제 사용자가 그 편의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Davis (1989)는 정보시스템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인 정보 유용성에 대 

한 지각 (perceived usefulness) 과 정보 사용 편의 

성 에 대한 지각(perceived ease of use)을 중심으 

로 한 PUEU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척도를 개발하였다. 여기서 유용성에 

대한 지각은 어떠한 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업무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사 

용 편의성에 대한 지각은 어떠한 시스템을 사용 

하는 데 굳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정도를 의미한다.

2.2.4 PQISS (Perceived Quality of an Internet 

Shopping Site)

온라인 서비스의 품질평가척도 개발과 관 

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서버 로그(server log； 

Trochim, 1996), 또는 소비자들의 페이지 뷰 

(page view)에 소요하는 시간, 혹은 방문 시간 

(Drese & Zufryden, 1997), 웹트래픽(web 

tra任ic； Lohse & Spiller, 1998) 등에 근간을 두 

어 행해졌으며, 이 척도들도 몇몇 측면에서는 한 

계를 지니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 

하는 데 있어 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의 품질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사이트의 효율성 

(site ef冇ciency)을 측정하는 변수이므로 소비자 

들의 지각에 근거해 품질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사이트 품질을 설명하는 

차원들의 구조 및 관계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 

과 척도들이 일반적인 웹사이트의 품질평가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 등을 가진다(Yoo & 

Donthu, 2000).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Yoo & Donthu (2000)는 온라인 쇼핑몰의 품질 

평가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히 소비자의 품질 지각 

(consumer's perception of quality)을 중심으 

로 PQISS (Perceived Quality of an Internet 

Shopping Site)를 개발하게 되었다. 여기서 개 

발된 척도는 쇼핑몰의 디자인, 가격 등과 관련된 

경쟁적 가치, 정보 탐색 용이성 등을 포함한 사 

용의 편이성; 주문의 명확성, 쇼핑몰을 소유한 

기업 또는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의 브랜드 자산, 개인 정보와 재무적인 안정성, 

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의 속도, 제공되는 제품 

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해당 사이트와의 상호교 

류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품질에 

대한 확신 등 9가지 차원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 

성되 었다.

2.3 커뮤니티와 온라인 서비스의 품질과의 

관계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Selz & Schubert (1997)는 거래 

과정을 정보(information), 동의 (agreement), 해 

결(settlement), 그리고 가상공간에서 유사한 취 

향과 선호경 향을 가진 사용자들끼 리의 구전 효과 

가 발휘되는 커뮤니티 (community) 의 4단계로 설 

명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 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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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소비자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Beny 

(1995)는 관계마케팅 (relationship marketing)전 

략에 있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간에 

는 교육 및 오락 활동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하 

면서 사회적 유대 (social bonding)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과 사회 

적 교류를 통해 상품 및 구매와 관련된 정보 • 

의견을 교환하는 상호 교류에 대한 욕구를 가지 

고 있다.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사회집단인 커뮤 

니티 (Rheingold, 1993) 중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 거래 공동체,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의 

견을 교환하는 이해 공동체,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상호작용을 하는 환상 공동체 및 생활 경험에 

대한 교류 활동을 벌이는 관계 공동체 등이 있 

는데(Amstrong & Hagel, 1996),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상 공동체, 즉 커뮤니티가 상품의 구매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고객 만족에 

도움을 줌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 

트에 대한 만족도도 동시에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Clark & Martin, 1994； 송창석, 신종칠, 

1999； Sheth & Parvatiyar, 1995).

이처럼 온라인에서의 커뮤니티는 온라인 상 

에서 .고객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차 

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척도들을 포함시키는 한편, 전문가 토의 

를 거쳐 최종적으로 커뮤니티의 존재 자체와 연 

관된 항목인 '이용자들간에 커뮤니티가 형성되 

어 있고 그 취지가 정립되어 있다'는 것과, 실제 

로 커뮤니티를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과 

관련된 항목인 '나와 다른 이용자들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가 용이하다'를 사용하였다.

2.4 소비자 신뢰

신뢰(trust)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 이 다. Bradach & 

Eccles (1989)에 의하면 신뢰는 거래당사자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없애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거래, 교환, 관 

계 등의 상거래에서 필수조건이라고 하였다. 

또한 Jarvenpaa, et al. (2000)은 소비자 신뢰 

(consumer trust)를 소비자가 기업에 의지하고 

스스로의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Doney & Cannon (19979은 구매 

자가 판매자에 대해 신뢰를 가지는 것이 구매의 

사결정에 있어서 선행 요건이라고 하였다. 이는 

신뢰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소비자 신뢰가 쇼핑몰의 크기 

나 평판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Jarvenpaa, 

et al., 2000). 그러나 실제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상거래 활동은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지각 

(perceived risk)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Hoffman, Novak, & Peralta, 1999). Quelch & 

Klein (1996)은 소비자의 신뢰가 전자상거래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 

으며, Keen (1997)은 소비자 신뢰의 결핍이 인터 

넷 마케팅의 장기적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온라인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나 

신용카드와 관련된 정보들이 본인의 의사 또는 

통제력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전해져 다른 용도 

로 사용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소비자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며, 이러한 위험지각으로 인하여 인 

터넷 사용을 꺼릴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 



136 한국전자거래(CALS/EC) 학회지 제6권 제3호

흐!] Dayal, Landesberg, & Zeisser (1999)는, 온라 

인 기업이 소비자와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의 개 

인정보가 유출될 수 없는 보다 확실한 기술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에 대해 고객과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설명과 같이 인터넷 

기업의 활동에서 사용자들의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해 

'나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곳을 신뢰 

할 수 있다'는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개인신상 

정보에 대해 철저히 보호해 준다', '외부의 침입 

으로부터 철저히 보안을 지킨다' 등의 평가항목 

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문헌 및 전문가 토의 

를 바탕으로, 포털 사이트 품질평가척도 개발을 

위해 수정 • 보완된 세부항목들을〈표 2＞에 정 

리 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품질을 평 

가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 사용 목적 

인 정보 탐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터넷 

접속시 사용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통해 포털 사이트 

의 품질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한다.

3.1 평가항목의 도출

본 연구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품질평가척도 

를 개발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research)로서, 기존에 척도 개발을 위해 행해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 

을 통해 진행된다. 첫 번째는 연구 분야 또는 접 

근 방법의 차이에 따라 평가척도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문헌에 나타난 척도들을 

정리함으로써 가능한 한 척도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마케팅 분야에서 대표적인 품 

질평가척도인 SERVQUAL을 기초로 하며, 아울 

러 이를 특정 분야에 적용하여 수정 및 보완한 

소매점 SERVQUAL을 이용한다. 또한 본 연구 

의 목적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용에 따른 품 

질척도의 개발에 있는 만큼 관련 분야인 정보시 

스템 분야에서 개발된 IQ, PUEU, QUIS,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의 품질을 평가하는 QUISS 등을 

참고로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앞에서 얻어진 포 

괄적인 척도들에 대하여 본 연구의 목적 및 범 

위에 적절한 척도들만을 선별하고자 전문가 그 

룹을 통한 스크리닝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각각의 항목들이 인터넷 포털 서비스 평가와 적 

절히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전문가 그룹의 

구성원 모두가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여,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 문헌에는 나 

타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고려된 

항목들의 추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 

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리된 평가항목들을 

이용하여 소비자 서 베이를 실시함으로써 실증적 

자료를 얻어내는 것이다. 서베이는 실제로 포털 

사이트의 주된 사용자층을 대표할 만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이 사용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게 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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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정보시스템 분야에서 개발된 척도에서 추출된 

온라인 포털 서비스 평가항목

평가척도 항 목

IQ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유용한 정보가 많다. 

최신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검색 결과는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하지 않다.

PUEU

내가 들인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편리한 검색환경（검색조건, 수, 유형）을 

제공한다.

이 곳을 사용하는 방법은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다.

이 곳의 메뉴구조는 사용하기 편리하다.

카테고리 분류가 이해하기 쉽다.

각 화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보기가 쉽다.

QUIS

이 곳의 메뉴구조는 사용하기 편리하다.

전체적인 분위기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화면들이 일관성 있게 적절히 분리되어 있다.

현재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빠른 이용속도를 제공한다.

시스템이 안정적이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사이트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PQISS 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곳을 신뢰할 수 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간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그 취지가 정립되어 있다. 

나와 다른 이용자들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가 용이하다.

신뢰
개인신상정보에 관해 철저히 보호해 준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 철저히 보안을 지킨다.

（추가）

도움말이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웹 호스팅 서비스（이메일, 홈페이지 공간）가 편리하다.

초기 화면을 전송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길지 않다.

들이 온라인 포털 서비스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쓰인다. 이렇게 추출된 항목들은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표 1＞과〈표 2＞에 정리되어 있다.

3.2 평가 대상 영역 및 정의

평가 대상으로는 인터넷 비즈니스 연구 센터 

와 비즈아이닷컴이 2000년 5월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인지도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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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에 따라 선정한 포털 사이트들이 고려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평가 대상으로 쓰인 포털 

사이트들은 국내 온라인 포털 서비스를 대표하 

는 것들이며, 그 내용은 다음의〈표 3>에 정리 

된 것과 같다.

〈표 3> 연구 대상 포털 사이트

포털 사이트 사이트의 URL

네이버 www.naver.com

라이코스코리아 www.lycos.co.kr

알타포털코리아 www.alta.co.kr

야후코리아 kr.yahoo.com

엠파스 www.empas.com

심마니 www.simmani.com

한미 르 www.hanmir.com

3.3 자료 수집 절차

본 조사의 자료 수집 과 분석 은 2000년 8월부 

터 12월까지 실행되었으며, 접속률이 높은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하여 응답자들 

에 대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응답자 

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관심 

있는 응답자가 배너 광고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조사가 실시되는 자기기입방법이 사용되었다.

응답은 자신이 최근 6개월간 포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사이트를 평가하도록 하 

였으며, 그 척도로는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가 이용되었고, 

평가 항목들에 대한 질문과 응답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분석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유효응답자 수는 3,462명이 

었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절차를 통해 온라 

인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 품질 평가 척도를 개발 

하는 것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 

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척도의 신뢰 성 

및 타당성 검증 작업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온라인 포털 사 

이트의 서비스 품질평가척도가 마련되었다.

4.1 표본의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은 다음 

과 같다. 성별 분포를 살피면 남성(54.8%)이 여 

성보다 많았으며(45.2%),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의 58.8%로 가장 많은 연령 집단을 이루었 

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소득 분포는 대체로 고 

른 편이었으나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2%). 이 외의 구체적인 통계 

는〈표 4>에 나와 있다.

〈표 4> 표본의 특성

범 위 응답자 (N=3,462명)

남성 54.8% （1,898명）

여성 45.2% （1,564명）

10 대 18.6% （644명）

20 대 58.8% （2,037명）
언덩

30 대 19.2% （664명）

40 대 3.4% （117명）

100만원 미만 23.7% （821명）

월 평균 100-200만원 32.0% （1,109명）

가계 200-300만원 14.8% （514명）

수입 300만원 이상 10.4% （359명）

무응답 19.0% （659명）

http://www.naver.com
http://www.lycos.co.kr
http://www.alta.co.kr
kr.yahoo.com
http://www.empas.com
http://www.simmani.com
http://www.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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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포털 서비스의 품질 

측정과 관련된 30개의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요인 

적재량이 높은 변수들을 기준으로 총 4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 각각의 구성과 의 

미는〈표 5>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5> 온라인 포털 서비스 평가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항목
요인 

적재량

아이 겐값/ 

총분산비 율

정보 

Information

내가 들인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767

13.132
Z43.775

내가 원하는 검색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편리한 검색환경（검색 

조건, 수, 유형）을 제공한다.
.732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24

최신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628

유용한 정보가 많다. ,625

검색 결과는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하지 않다. .597

카테고리 분류가 이해하기 쉽다. .540

도움말이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492

사용자 편의성 

User 
Friendliness

화면들이 일관성 있게 적절히 분리되어 있다. .725

2.005 
/6.684

전체적인 분위기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713

가 화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보기가 쉽다. .676

이 곳의 메뉴구조는 사용하기 편리하다. .670

이 곳을 사용하는 방법은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다. .641

제공하는 정보는 같은 형식으로 일관성 있게 표현되어 있다. .608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사이트의 구조를 쉅게 파악할 수 있다. 552

현재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508

회원가입이나 둥록/취소과정이 복잡하지 않다. .391

의사소통 

Communication

회사와 고객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782

1.463 
/4.876

이용자들간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그 취지가 정립되어 있다. .766

이용자들의 질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을 해 준다. .719

이용자 개개인에 대해 맞춤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06

나와 다른 이용자들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가 용이하다. .674

불편사항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가 용이하다. .526

웹 호스팅 서비스（이메일, 홈페이지 공간）가 편리하다. .478

안전성 

Security

어떠한 환경에서도 빠른 이용속도를 제공한다. .719

1.213 
/4.044

초기화면을 전송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길지 않다. .711

외부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 철저히 보안을 지킨다. .663

개인신상정보에 관해 철저히 보호해 준다. .656

시스템이 안정적이다. .646

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이곳을 신뢰할 수 있다.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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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요인과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개 요인 중 첫 번째는 '정보 

(information)'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정보의 유 

용성, 최신성, 접근 용이성 둥을 의미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초기 

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관문'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탐색하는 최종 목적지로도 

이용된다는 점에서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속성 

들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정보는 그 양적인 측면 

도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 

는지, 편리하게 제공되어지는지,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및 얼마나 최신의 정보인 

지 등이 포털 사이트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정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두 번째 요인은 '사용자 편의성(user friend 

-liness)'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인터 

넷 쇼핑몰을 통해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상 

품을 탐색, 주문하고 지불하는 과정에서 요구되 

는 절차 및 기능상의 편의성을 포함하는 동시에, 

서비스 비용이나 상품 가격 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비자가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상품의 신속한 배달 여부와 고객 불만 처리 등 

에 관한 사항 역시 포함된다. 또한 '화면' 등과 

같이 웹사이트의 '디자인(design)'과 관련된 항 

목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생각하면 

서비스의 제공점(service encounter) 또는 구매 

시점 (POP : point-of-purchase)에 해당되는 것 

이다. 이는 웹사이트 자체의 구조와 이용자의 항 

해 측면에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는 

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이트 화면의 미적 • 

실용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

세 번째 요인은 '의사소통(communication)' 

이라고 하였다. 이는 질문에 대한 응답, 맞춤 정 

보 등 기업과 고객간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이 

용자들간의 의사소통 등에 대한 항목 역시 포함 

하는 요인이다.

네 번째 요인은 '안정성 (security)'이다. 이 요 

인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더불어 속도,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같은 것에 대한 보안성 등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외부에서의 해킹으로 인해 개 

인 신상 및 거래 기록 등과 관련된 정보들이 유출 

되는 것에 대해 보안 및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의해 정리 

된 요인 및 그 설명은〈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 평가 차원

평가 차원 해당 항목 세부 설명

정보 

Information 정보
정보의 최신성•적절성 

사용자 이해의 용이성

사용자 편의성 

User Friendliness
사이트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의 조화•분위기

사용자 중심의 구조 및 항해설계 

전체구조 및 위치 파악의 용이성 
탐색의 편리성

의사소통

Communication
이용자간의 의사소통

기업과 사용자간의 의사소통

이용자간의 의사소통

기업과 이용자간의 의사소통

개인화 서비스

안전성 

Security
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보안, 신뢰

시스템의 속도 및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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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뢰성 검증

각 평가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의 내 

적 일관성과 신뢰성(reliability)을 검증하기 위 

해 각각의 차원에 대하여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 

를〈표 7>로 정리하였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평가요인과 척도 

는 0.87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학문적 연구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척도는〈부록〉에 30개의 

문항으로 재정리하였다.

〈표 7> 온라인 포털 서비스 평가항목에 

대한 신뢰성 분석

평가 차원 문항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정보 

(Information)
8 .8875

사용자 편의성

(User Friendliness)
9 .9024

의사소통 

(Communication)
7 .8777

안전성 

(Security)
6 .8737

4.4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평가척도가 갖는 타당성 (validity)은 다음과 같 

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연구 결과 얻어진 척 

도들이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잘 대표 

할 수 있어야 하는더〕, 이를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이라 한다. 이는 전문가나 연구자의 주 

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 기 

존의 문헌들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 이루어졌 

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능한 한 포괄적인 척도들이 추렴되었으며, 

이들을 본 연구 목적인 온라인 포털 사이트 평 

가척도의 개발에 적합하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마케팅뿐 아니라 정보시스템 분야의 교수 및 

석 • 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 10명이 전원 

일치하는 합의를 얻을 때까지 반복적 협의를 

통하여 항목들을 선별하고 주가시켰다. 따라서 

연구 결과 얻어진 척도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 

침으로써 내용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평가차원들의 항목간 내적 일관 

성에 따라 설명 가능한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 각각의 차원이 서로 다른 척도로 명 

확히 구분될 수 있는 독립적인 것인가 하는 판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의 문제를 확인 

하였다. 이 경우는 앞의 결과에서 보여진 신뢰 

성 검증 결과 각 차원 내 항목간의 높은 신뢰 

도값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며, 또한 척도 개발 

을 위해 사용된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판별타당 

성을 검증할 수 있다. 요인분석의 기본 원리는 

항목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을 하나의 요 

인으로 묶어 주는 동시에 서로 다른 요인들간 

에 상호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는 결국 요인 내의 항목들이 수렴타당성을 유 

지하고 요인간에 판별타당성을 유지하는 것으 

로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러한 타당성의 차원이 단 한번의 연구 결과 

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탐 

색적 연구인 본 연구의 결과가 차후 연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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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도구가 되어, 앞으 

로 이 척도를 이용한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척도가 갖는 타당성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타당성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것 

으로 예측타당성(predictive validity)0]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실제로 온라 

인 포털 사이트의 품질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4가지 척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 

해 그 예측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취했으 

며, 결과는〈표 8>과 같다. 그 결과 4개의 평가 

요인은 온라인 포털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 

도에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 회귀모형 또한 유의적인 것 

으로 나타남으로써 척도의 예측타당성이 검증 

되었다(2?2 = .544, F = 1032.188, p < .001).

〈표 8>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 차원간의 회귀분석

평가 차원 8 계수 宀 값 P-값

정보 

(Information)
.573 49.926 .000

사용자 편의성 

(User Friendliness)
.346 30.135 .000

의사소통 

(Communication)
.122 10.645 .000

안전성 

(Security)
.285 24.794 *.000

5.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포털 서비스의 품 

질에 대한 측정 도구가 개발되었으며, 그 결과 

를〈부록〉으로 정리하였다. 이 척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사용의 급증으로 인하여 포털 

사이트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경쟁 

심화와 소비자 욕구의 끊임없는 변화로 인해, 거 

듭되는 진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서비스 품질측정의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형편 

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포털 

사이트의 품질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해 낸 연 

구는 앞으로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방향을 제시 

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온라인에 

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발된 척도이다. 따라서 서비스 품질은 본 논문 

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용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포털 사이트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관문의 역 

할을 .하며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기 

본적으로 서비스를 중심으로 행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소비자의 관점에서 개발 • 측 

정되는 온라인 서비스의 품질은 다양한 인터넷 

비즈니스 전략의 수립에 기본적 틀을 제공할 것 

으로 기대된다.

셋째,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함께 인터넷 비 

즈니스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어 왔다. 특히 이들 연구들은 인터넷의 기 

술적 측면과 정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그러나 인터넷의 주 사용자는 결국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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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이들의 관점에서 어떠한 평가 기준이 적 

용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적 측면이나, 인터넷 

사용의 궁극적 목적인 정보적 측면을 포함하는 

동시 에 사용자들의 평가 요소들을 포함시 킴으로 

써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척도를 개발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품질을 측정할 만한 척도 

를 개발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오늘날 인터넷은 모든 기회를 가진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고려하 

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수의 기업들 

이 시장에 진출한 이상으로 퇴출 되었으며, 경쟁 

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또 

수익 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유료 

화'를 신중히 고려하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 하에서 기업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고객들을 

만족시키며, 나아가 고객들의 충성도(loyalty)를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뿐만 아니 

라 이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자사 및 경쟁 기업 

들의 강점 및 약점을 분석함으로써 시장에서 보 

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에 있어 기본적 서 

비스인 포털 서비스의 평가 기준이라는 측면에 

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앞서 오프라인에 

서의 서비스 평가척도들에 대해 논의한 바와 같 

이, 어떠한 일반적인 척도라 할지라도 특정 분야 

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향후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질 다양한 사업 분야에 적절한 평 

가 차원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연구의 타당 

성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척도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 적용됨으 

로써 그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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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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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가 이용하시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에 관한 설명입니다. 귀하의 이용 경험에 비 

추어 볼 때 다음의 설명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느낌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적당한 번 

호에 동그라미하여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절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의 7점 리커트 

척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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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질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을 해 준다.

이용자 개개인에 대해 맞춤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가입이나 등록/취소과정이 복잡하지 않다.

회사와 고객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불편사항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가 용이하다.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유용한 정보가 많다.

최신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검색 결과는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하지 않다.

내가 들인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편리한 검색환경（검색조건, 수, 유형）을 제공한다.

이 곳을 사용하는 방법은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다.

이 곳의 메뉴구조는 사용하기 편리하다.

카테고리 분류가 이해하기 쉽다.

.각 화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보기가 쉽다.

이 곳의 메뉴구조는 사용하기 편리하다.

전체적인 분위기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화면들이 일관성 있게 적절히 분리되어 있다.

현재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 

고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빠른 이용속도를 제공한다.

시스템이 안정적이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사이트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곳을 신뢰할 수 있다.

이용자들간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그 취지가 정립되어 있다.

나와 다른 이용자들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가 용이하다.

개인신상정보에 관해 철저히 보호해 준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 철저히 보안을 지킨다.

도움말이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웹 호스팅 서비스（이메일, 홈페이지 공간）가 편리하다.

초기 화면을 전송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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