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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인터넷 웹 기반의 B2C 자상거래 업체에게 고객의 신뢰(trust)는 상품 가격과 함께 주요 

경쟁력의 원천으로 여겨진다. 이 때 신뢰는 신뢰 상자에게 신뢰성(trustworthiness)이 있

고 신뢰하는 자에게 인식되어야 형성되는 태도로 이해된다. 자상거래 웹사이트는 이러한 

인지 신뢰성(perceived trustworthiness)이 형성되고 고객에게 달되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

에 웹사이트 디자인의 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본 연구는 50명에 한 인터뷰와 831명에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에 향을 미치는 웹사이트 디

자인 요인을 도출하고 그 향력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총 9개의 인지 신뢰성 련 웹사이

트 디자인 요인이 도출되었고, 그  6개의 웹사이트 디자인 요인만이 인지 신뢰성에 유효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별  연령에 따라서도 인지 신뢰성에 유효한 향

을 미치는 디자인 요인들이 달라짐을 발견하 다.

ABSTRACT

Customer’s trust is one of major competitiveness sources along with price in Internet 

Web-based B2C e-commerce business. In general, trust is defined as the attitude that is 

established by a trustor when trustworthiness exists in a trustee and is perceived by a 

trustor. Designing e-commerce websites is important in that e-commerce website is 

understood as a means of constructing perceived trustworthiness and delivering it to 

customers. In this study 50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and total of 831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 survey questionnaire to investigate design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ived trustworthiness in e-commerce websites. Nine design factors were derived as 

the perceived trustworthiness-related design factors, and only six out of nine design 

factors were found as having significant effects on the perceived trustworthiness of 

e-commerce websites. In addition, the significant design facto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nd ages of e-commerce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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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상거래, 특히 인터넷 웹 기반의 B2C 

(Business to Customer)형태의 거래가 일상

화되면서,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삼

는 인터넷 자상거래 업체들이 다양하게 등

장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들 업체들을 비교 

평가하면서 보다 효과 이며 효율 인 거래

를 추구하는 추세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구매를 해 자상거래 업체들을 비

교할 때 일반 으로 사용하는 기 은 가격

(price)과 험(risk) 부담이라 할 수 있다. 

자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되는 

험들에는 원하는 상품이 원하는 시기에 소비

자에게 도착할 것인가에 한 불확실성(uncer-

tainty)과 자상거래 과정에서 제공되는 소

비자 개인 정보의 보호(security)와 련된 

것들이 포함된다. 이 때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험이 높게 인식되는 자상거래 업

체로부터 낮은 가격에 구매할 것인지, 아니

면 험이 낮게 인식되는 자상거래 업체로

부터 높은 가격에 구매할 것인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험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

는 소비자들이 다소 높은 가격에라도 믿을 

만한 자상거래 업체에게서 상품을 구매하

고자 한다면, 험이 낮게 인식되는 업체에

게 추가로 지불하고자 하는 액에 해당하는 

신뢰 리미엄(trust premium)이 발생하게 

된다[12]. 따라서 자상거래 업체 입장에서

는 믿을 만한 업체가 되는 것, 즉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험을 낮추어 신뢰받는 업체가 되

는 것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신뢰받지 못하는 업체

는 수익 기회를 잃어버려 경쟁이 심한 자

상거래 업계에서 차 도태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일반 으로 신뢰(trust)는 신뢰받는 상

(trustee)에 한 신뢰하는 자(trustor)의 태

도(attitude)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신뢰가 형

성되려면 신뢰받는 상으로부터 신뢰성(tru-

stworthiness)이 표출되어 신뢰하는 자에 의

해 인식되어야 한다[6]. 그러므로 특정 자

상거래 업체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업체가 

되려면, 그 자상거래 업체에게는 소비자에 

의해 인지되는 신뢰성(perceived trustwort-

hiness)이 우선 있어야 하고, 이 인지 신뢰성

이 소비자에게 잘 달되어야 한다. 인터넷 

웹 기반의 B2C 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웹

사이트(website)가 소비자와의 면 이

자 주요 화 통로이기 때문에, 인지 신뢰성

이 부분 웹사이트를 통해 형성되고 소비자

에게 달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자상

거래 업체의 인지 신뢰성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업체의 평 , 과거 거래 경험, 결제  

정보 보안과 련된 기술 인 요인 등 많은 

요인들이 거론되어 왔으나[5, 7, 12], 인터넷 

웹 기반의 B2C 자상거래 업체에게는 이들 

요인들 외에도 웹사이트를 어떻게 디자인하

느냐가 인지 신뢰성의 형성  달에 요한 

요인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종

합 인 연구보다는 단편 인 디자인 가이드

라인과 련된 연구들이 많았다[1, 3, 9].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웹 기반의 B2C 

자상거래 업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형성되고 

달되는 인지 신뢰성을 상으로 이에 유효

한 향을 미치는 웹사이트 디자인 요인들을 

도출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웹사이

트 디자인 요인을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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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 향상에 

유효하게 도움을  수 있는가를 체계 으로 

탐색하려고 한다. 이를 해 우선, 자상거

래 웹사이트에서 형성되고 달되는 인지 신

뢰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후보 

웹사이트 디자인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 다

음 단계에서 웹사이트 인지 신뢰성에 유효한 

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인들을 후보 웹사이

트 디자인 요인들 에서 추출한다. 그리고 

인지 신뢰성 련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인식

하는 자의 특성도 요한 변수로 취 하므

로, 자상거래 소비자 집단을 성별과 연령

에 따라 구분하여 웹사이트 인지 신뢰성에 

유효한 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인들을 각각 

추출함으로써 소비자 집단(시장 세분화)에 

응한 웹사이트 디자인에 한 시사 을 얻기

로 한다.

2. 이론  배경

자상거래 연구에서 신뢰(trust)는 ‘신뢰 

상자(trustee)의 동기와 행 에 한 신뢰

하는 자(trustor)의 기 ’[5]로 정의되거나, 

특히 인터넷 상의 자상거래 웹사이트에 

한 신뢰는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나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웹사이트 상의 험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 자신이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

는 확신에 찬 기 를 갖는 태도’[2]로 정의되

어 왔다. 이러한 신뢰에 한 이해를 바탕으

로, 왜 어떤 신뢰 상자는 신뢰받고 다른 신

뢰 상자는 신뢰받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주

는 신뢰 상자의 특성으로 인지 신뢰성(pe-

rceived trustworthiness)의 개념이 도입되

었으며, Mayer et al.[6]이 인지 신뢰성의 구성 

요소를 능력(ability), 선의(benevolence), 충실

(integrity) 등 세 가지로 정리한 이후, 인지 

신뢰성과 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을 자상거래 연구에 활용하여 

왔다[4, 7, 11]. 능력(ability)은 ‘일정 역에

서 신뢰 상자가 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skills), 권능(competencies) 등

의 특성들’로, 선의(benevolence)는 ‘신뢰 

상자가 이기 인 동기 없이 신뢰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행하려 함을 믿게 되는 정도’로, 

그리고 충실(integrity)은 ‘신뢰 상자가 신

뢰하는 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들

(principles)을 수한다고 인식되는 정도’로 

정의된다[6].

한편, 이러한 신뢰와 인지 신뢰성을 주요 

변수로 삼아 진행된 자상거래 련 연구에

는 이론  체계화나 실용  용 가능성에 

각각 을 둔 두 가지 연구 흐름이 나타났

다. 우선 첫 번째 연구 흐름으로, 이론  체

계화에 을 두고 신뢰  인지 신뢰성의 

선행 변수들(antecedents)을 찾거나 모형화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를 들어, Jar-

venpaa et al.[5]는 인터넷 상 에 한 신뢰

의 선행 변수들로 인지된 상 의 크기(perc-

eived size)와 인지된 평 (perceived repu-

tation)을 선정하고 연구한 결과, 인지된 상

의 크기는 신뢰에 유효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인지된 평 만이 신뢰에 유효한 향

을 미치는 선행 변수임을 밝혔다. 한 Win-

green and Baglione[13]는 자상거래의 

신뢰를 매자 신뢰성(vendor trustworthi-

ness)과 기술 신뢰성(technology trustworthi-

ness)으로 구분하고 이에 한 선행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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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황 정규성(situational normality：시장 

상황이 정상 이어서 매자가 고객들을 편안

하고 상되는 상황에서 거래 가능하게끔 해

다는 인식)과 구조  보장(structural ass-

urance：거래가 성공 으로 이루어질 있도

록 규칙  규정 수 등의 제도 인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설정하고 기 신뢰

와 인터넷 쇼핑의 친 성을 조  변수(cov-

ariates)로 삼아 그 유효성을 입증하 다. 그

리고 Murphy and Smart[8]는 신뢰  인지 

신뢰성의 선행 변수로서 동형화(isomorphism 

：법규나 규정을 수하고 공통의 기 에 순

응한다는 인식)와 략  조작(strategic mani-

pulation：인지 신뢰성을 달하기 해 

략 으로 련 정보를 달한다는 인식)을 

설정하고 그 유효성을 입증하 다. 이러한 연

구들은 체계 으로 신뢰  인지 신뢰성의 

선행 변수들을 찾아서 이론 으로 모형화한

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구체 으로 어떻게 

하면 자상거래 업체들이 신뢰  인지 신

뢰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한 직 인 답

을 주지는 못한다. 를 들면 략  조작이

라는 변수가 인지 신뢰성의 선행 변수임을 

입증하여 웹사이트 디자인을 통해 략 으

로 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인지 신뢰성

에 유효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는 있으나 그 구체 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반면에 두 번째 연구 흐름으로, 실용 인 

용 가능성에 을 두고 자상거래 웹사

이트의 신뢰  인지 신뢰성을 높이기 해서 

웹사이트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좋을지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었

다. 를 들면, Cheskin Research and Stu-

dio Archetype/Sapient[1]는 인지 신뢰성을 

잘 달하기 해서 웹사이트 디자인 시, 회

사의 평 을 높이는 상호  상품명(brand), 

네비게이션의 용이성(navigation), 상품 구매 

과정상의 고객 만족감(fulfillment), 정보의 표

 방식(presentation), 기술 인 기능(techn-

ology), 웹사이트 안  보장 표시(seals of 

approval) 등 6가지 측면에 주목할 것을 추천

하 다. 한 Nielsen et al.[9]은 네비게이션

의 용이성, 검색의 용이성, 거래의 용이성, 상

품 이미지의 문가  표 , 웹사이트 반의 

문가  모습, 고객 담당자와의 용이한 화 

연결, 공손한 에러 메시지, 즉각 인 웹사이

트 보수 등 세세하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자상거래의 신뢰 제고를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그리고, Fogg et al.[3]은 웹사이

트와 련해서 신뢰, 인지 신뢰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주 등장하는 진실성(credibility)

을 높이기 한 방법으로 웹사이트의 문성, 

사용 용이성 등을 높이고, 지나친 상업성을 

일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상거래에서 인지 신뢰성을 달하는 통로

로서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구체 인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여 실용 인 측면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으나, 단편 인 디자인 가이드

라인이 다양하게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각 디

자인 요인의 상  요성이나 자상거래 이

용자에 따른 디자인 요인의 변화 필요성 등 인

지 신뢰성에 향을 미치는 웹사이트 디자인 

요인들에 한 종합 인 연구들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웹 기반 자상거래

에서의 인지 신뢰성과 련한 이상의 두 가

지 연구 흐름에 바탕을 두고, 인지 신뢰성에 

향을 미치는 웹사이트 디자인 요인들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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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무엇을 디자인할 것인가

(What to design)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How to design)

충실

(Integrity)

상품의 원산지 표시(WI1)
*

상품 실제 크기 정보(WI2)

배송상태 확인(WI3)

입  상황 확인(WI4)

정보  소비자보호 법 규정(WI5)

자상거래 회사 소개(WI6)

자상거래 약  소개(WI7)

팝업화면 등 입체  정보 제공(HI1)

웹사이트 체의 통일된 디자인(HI2)

웹 페이지 내 일 된 디자인(HI3)

랜드 별 상품 검색(HI4)

원하는 상품 직  검색(HI5)

선의

(Benevolence)

타 구매자 상품 평  사용 후기(WB1)

매자의 게시  답변(WB2)

상품 추천 기능(WB3)

고객별 단축 메뉴 기능(WB4)

과거 구매 상품 요약 설명(WB5)

조화로운 웹사이트 체 색상(HB1)

통일된 씨 색과 크기(HB2)

한쪽으로 정렬된 배 (HB3)

단정한 폰트의 씨체(HB4)

능력

(Ability)

결재  개인정보 보안 설명(WA1)

웹사이트 인증 내용 표시(WA2)

자상거래 업체 공인 표시(WA3)

상품 품질 보증(WA4)

고용 연 인 사진(WA5)

다양한 결제 방법(WA6)

입 의 신속 확인(WA7)

결재 후 부가사항 제공(WA8)

배달 련 정보 제공(WA9)

매자 신용도 표시 디자인(HA1)

련 타 사이트와의 링크(HA2)

련부분들과의 상호연결(HA3)

고객별 디자인 용(HA4)

달되는 정보의 다양한 형태(HA5)

그래 , 그림을 통한 정보의 시각화(HA6)

주) 
*
 (  ) 안은 항목 번호.

<표 1>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상거래 웹사이트 인지 신뢰성 디자인 항목들

용  측면에서 추출하면서도 상 인 요

성이나 웹사이트 이용자 별 차이  규명 등 

보다 체계 이고 종합된 결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한 웹사이트 디자인 요인의 추출  

해석에 있어서 웹사이트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how to design)의 과 웹사이트

에 무엇을 디자인할 것인가(what to design)

의 [10]을 구분하여 웹사이트 디자인의 

다양한 측면을 포 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에 

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인들을 악하기 하

여 2단계에 걸친 실증  연구를 진행하 다. 

첫 단계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한국의 자상

거래 소비자들이 자주 거래하는 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인지하게 되는 신뢰성과 

한 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웹사이트 디자인

의 각 항목을 추출하 다. 총 50명(남자 23

명, 여자 27명)의 자상거래 소비자를 2～5

명씩 그룹을 지어 인터뷰를 실시하 는데, 

20세에서 50세에 걸쳐 분포된 인터뷰 상자

의 평균 연령은 25.6세 고 연령의 표 편차

는 6.75세 다. 이와 같이 자상거래를 비교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층의 의견들이 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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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백분율 

(%)

성별

남 484 58.31

여 346 41.69

응답자 합계 830 100.00

학력

학교 졸업 이하 10 1.20

고등학교 졸업 587 70.64

학교 졸업 218 26.23

학원 졸업 이상 16 1.93

응답자 합계 831 100.00

직업

학생 590 71.26

직장인 168 20.29

자 업 14 1.69

기타 56 6.76

응답자 합계 828 100.00

자상거래

웹사이트

G마켓 267 32.13

옥션 186 22.38

d&shop 65 7.82

인터 크 56 6.74

다나와 17 2.05

Yes24 14 1.68

GS eshop 12 1.44

기타 214 25.75

응답자 합계 831 100.00

<표 2>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황

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과정을 거쳐 수집되었는데, 그 결과 36개 디

자인 항목들이 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 디자인 항목들

로 결정되었다. <표 1>에서와 같이 36개 디

자인 항목들이 인지 신뢰성 구성 요소(즉, 충

실, 선의, 능력) 차원과 디자인 요소(즉, 무엇

을 디자인할 것인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

가) 차원에 따라 분류해 보았을 때 비교  

골고루 분포됨에 따라, 인지 신뢰성과 련

된 웹사이트 디자인의 다양한 측면들이 포

으로 추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에서 추출된 

웹사이트 디자인의 각 항목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들을 설계하고 이를 심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하여 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인지 신

뢰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 디자인 요인들을 

악하 다. 첫 단계에서 36개 디자인 항목

들이 수집됨에 따라 설문 문항도 36개의 디

자인 평가 질문들로 구성되어,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자상거래 웹사이트를 상으로 이

들 36개 측면에서 상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더하여 설문 상 

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을 디자인 

측면에서 포 으로 평가하는 질문도 포함

시켰다.

총 831명이 설문 조사에 답변하 는데, 설

문 응답자의 분포는 <표 2>에서 알 수 있듯

이 성별상으로는 남자(58.3%)가 여자(41.7%)

에 비해 16.6%p 정도 많았고, 학력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70.6%)과 학교 졸업(26.2%)

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직업상으로는 학생

(71.3%)과 직장인(20.3%)이 다수를 차지하

다. 한 설문 응답자들이 설문에 답할 때 디

자인과 인지 신뢰성을 평가한 자상거래 웹

사이트로는 G마켓(32.1%)과 옥션(22.4%)이 

많았으며 이외에 d&shop, 인터 크, 다나와, 

Yes24, GS eshop 등이 포함되었다. <표 3>

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연령  자상거래 

활용 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 연령은 

23.7세로서 20 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월 평균 인터넷 사용빈도는 25

일, 자상거래 웹사이트 월 평균 방문횟수

는 10.5회, 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의 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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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자 수 평균(단 ) 표 편차

연  령 831 23.7(세) 4.75

인터넷 월 평균 사용빈도 830 25.0(일) 7.37

자상거래 웹사이트 월 평균 방문횟수 830 10.5(회) 13.46

자상거래 웹사이트 월 평균 상품구매횟수 829 2.3(회) 2.78

자상거래 웹사이트 상품구매 시 월 평균 지출비용 827 7.6(만원) 10.85

<표 3> 설문 응답자의 연령  자상거래 활용 황

균 상품 구매횟수는 2.3회, 자상거래 웹사이

트에서 상품구매 시 월 평균 지출 비용은 7.6

만원이었다. 이러한 황은 자상거래를 빈

번히 활용하는 계층이 설문 응답자 에서 

다수를 차지했음을 보여 다.

설문 조사 후 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 련 설문 문항인 36개 디자인 항목

들(design items)로부터 상호간 차별화되는 

디자인 차원을 구성하는 디자인 요인들(design 

factors)을 결정하기 하여 요인 분석(factor 

analysis)를 실시하 으며, 요인 분석 결과 

확인된 디자인 요인들을 바탕으로 자상거

래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에 유효한 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인들을 결정하기 하여 다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4. 연구 결과

총 831명이 응답한 설문 답변을 바탕으로 

요인 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요인 분석에서는 9개의 인지 신뢰성 련 디

자인 요인들을 도출하 고, 다  회귀 분석

에서는 이들 디자인 요인들 에서 자상거

래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에 통계 으로 유

효한 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인들을 선별하

고 그 향력을 추정하 다.

4.1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은 36개 디자인 평가 항목들에 

해서 이루어졌으며, 36개 항목 모두를 응

답한 810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한, 요

인 분석 방법 에서 주성분 방식(principal 

components method)과 배리맥스 회 (vari-

max rotation)이 용되었다. Kaiser-Guttman 

rule에 따라 고유치(eigenvalue)가 1보다 큰 

경우로 요인의 수를 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9

개 요인이 정한 요인의 수로 결정되었고, 

데이터의 총 분산  9개 요인에 의해서 설명

된 분산의 비율은 약 56% 다. <표 4>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요인 부하량(factor load-

ings)이 0.4보다 큰 경우를 기 으로 36개 디

자인 평가 항목들을 9개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요인 분석에 의해 도출된 9개 디자인 요인

과 36개 디자인 평가 항목과의 계는 <표 

5>에 요약되어 있으며, 각 요인에 소속된 항

목들이 일 성 있게 하나의 요인을 측정하는 

항목들인가를 검증하는 지표로서 Cronbach’s 

α 값을 계산한 결과, 복수 항목을 가진 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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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커뮤 러티

WI1 0.08 0.11 0.03 0.60* 0.17 0.08 0.08 -0.09 -0.16 0.46

WI2 0.13 0.16 0.00 0.56 0.02 0.14 0.14 -0.01 -0.15 0.42

WI3 0.65 0.11 0.08 0.28 -0.04 0.04 -0.12 0.09 -0.07 0.55

WI4 0.69 0.12 0.04 0.28 -0.18 -0.01 -0.05 -0.02 -0.01 0.61

WI5 0.28 0.03 0.12 0.65 0.17 0.06 -0.05 0.00 -0.05 0.55

WI6 0.04 0.13 0.01 0.54 0.20 0.21 0.17 0.36 0.12 0.56

WI7 0.14 0.14 0.13 0.68 0.18 0.16 0.04 0.12 0.09 0.60

WB1 0.39 0.21 0.13 -0.03 -0.04 0.56 -0.10 -0.01 -0.17 0.58

WB2 0.15 0.20 0.19 0.06 0.12 0.42 -0.15 0.07 -0.53 0.60

WB3 -0.03 -0.03 0.21 0.15 0.20 0.59 0.23 -0.04 0.00 0.51

WB4 0.03 -0.03 0.19 0.16 0.20 0.68 0.15 0.05 0.13 0.60

WB5 0.03 0.05 0.03 0.25 0.06 0.63 0.10 0.04 0.05 0.49

WA1 0.13 0.16 0.19 0.38 0.45 0.07 0.00 -0.20 0.08 0.47

WA2 0.16 0.14 0.24 0.12 0.68 0.06 -0.03 0.02 -0.21 0.63

WA3 0.19 0.13 0.05 0.23 0.68 0.09 0.02 0.16 0.01 0.61

WA4 0.00 0.10 0.08 0.25 0.69 0.22 0.07 0.04 0.06 0.61

WA5 0.13 -0.08 0.19 -0.15 0.00 0.20 -0.11 0.12 0.73 0.69

WA6 0.65 0.06 0.10 0.08 0.10 0.05 0.23 0.04 0.08 0.51

WA7 0.67 0.06 0.09 0.14 0.19 -0.03 0.14 0.01 0.05 0.54

WA8 0.56 0.08 -0.05 -0.08 0.37 0.17 0.20 0.11 0.05 0.55

WA9 0.64 0.21 0.07 0.04 0.30 0.11 0.10 0.07 -0.06 0.59

HI1 0.14 0.08 0.13 0.00 0.11 0.03 -0.05 0.78 0.08 0.67

HI2 0.08 0.75 0.07 0.12 0.07 0.08 0.07 0.09 -0.11 0.63

HI3 0.13 0.74 0.09 0.13 0.15 0.11 0.06 0.10 -0.09 0.64

HI4 0.17 0.33 0.08 0.17 0.02 0.09 0.70 -0.01 -0.02 0.68

HI5 0.15 0.20 0.16 0.09 0.02 0.27 0.72 -0.04 -0.02 0.69

HB1 0.03 0.63 0.20 0.10 0.08 0.16 0.21 -0.04 0.07 0.53

HB2 0.13 0.62 0.02 0.08 0.12 0.01 0.16 0.04 -0.10 0.45

HB3 0.07 0.43 0.20 0.17 -0.10 0.03 0.04 0.32 -0.08 0.37

HB4 0.11 0.65 0.00 0.04 0.07 -0.14 0.00 -0.10 0.08 0.48

HA1 0.31 0.10 0.53 0.06 0.13 0.16 0.03 -0.25 0.14 0.51

HA2 0.14 0.05 0.58 0.04 0.16 0.01 0.27 0.21 -0.23 0.56

HA3 0.19 0.16 0.55 0.08 0.10 -0.03 0.32 0.24 -0.09 0.55

HA4 -0.09 -0.06 0.70 0.03 0.07 0.21 -0.03 0.07 0.01 0.55

HA5 0.02 0.19 0.70 0.09 -0.01 0.07 0.02 0.09 0.09 0.56

HA6 0.17 0.24 0.51 0.07 0.19 0.21 -0.01 -0.15 0.14 0.47

각 요인에 의해 

설명된 분산
3.21 3.12 2.64 2.60 2.31 2.22 1.60 1.21 1.18 20.08

주) * 상자 안의 숫자는 요인 부하량 > 0.4.

<표 4>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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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항  목 Cronbach’s α

1. 다양한 결제 배송 피드백 WI3, WI4, WA6, WA7, WA8, WA9 0.79

2. 일 성 있는 단정한 디자인 HI2, HI3, HB1, HB2, HB3, HB4 0.77

3. 다양한 정보제공 방식  효과 인 링크 HA1, HA2, HA3, HA4, HA5, HA6 0.74

4. 자상거래 규범  요소 제시 WI1, WI2, WI5, WI6, WI7 0.74

5. 보안  공인 표시 WA1, WA2, WA3, WA4 0.74

6. 구매 상품 심의 원활한 의사소통 WB1, WB2, WB3, WB4, WB5 0.67

7. 효과 인 상품 검색 HI4, HI5 0.75

8. 입체 인 정보 디자인 HI1 -

9. 유명인 고 WA5 -

<표 5> 요인 명칭  내  신뢰성 분석 결과

인 별로 0.67～0.79의 값을 보여 정한 내  

신뢰성을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한, 각 

요인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하여 소속된 디

자인 평가 항목의 내용에 따라 요인 명칭을 

선정하 는데, 컨  요인 1은 배송상태 확

인, 입 상황 확인, 다양한 결제방법 제공 등

의 디자인 평가 항목들이 소속되어 ‘다양한 

결제 배송 피드백’으로 명명하 다. 마찬가지

로 요인 2는 ‘일 성 있는 단정한 디자인’, 요

인 3은 ‘다양한 정보제공 방식  효과 인 링

크’, 요인 4는 ‘ 자상거래 규범  요소 제시’, 

요인 5는 ‘보안  공인 표시’, 요인 6은 ‘구매 

상품 심의 원활한 의사소통’, 요인 7은 ‘효과

인 상품 검색’으로 명명되었으며, 요인 8과 

요인 9는 1개 디자인 평가 항목이 1개 요인으

로 결정되어 각각 ‘입체 인 정보 디자인’과 

‘유명인 고’로 명명되었다. 디자인 차원에서 

요인 별 성격을 살펴보면, ‘what to design’과 

련된 요인으로 요인 1,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9가 있고, ‘how to design’과 련된 요

인으로 요인 2, 요인 3, 요인 7, 요인 8이 있다. 

 4.2 다  회귀 분석 

요인 분석에서 도출한 9개 디자인 요인  

어떤 요인들이 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에 유효하게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기 해서, 종속변수로 자상거래 웹사이

트의 인지 신뢰성을, 독립변수로 9개 디자인 

요인들을 선정하여 변수의 단계  투입 제거 

방식(stepwise)의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를 성별과 연령으로 구분하여 각 소비자 집

단 별로 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

에 유효하게 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인을 

살펴 으로써 고객 지향 인 웹사이트 디자

인에 한 시사 을 찾아보았다.

4.2.1 단계  다  회귀 분석 결과

<표 6>에서 단계  다  회귀 분석의 결

과를 요약하 다. 회귀 분석 결과 9개 디자인 

요인들  6개 디자인 요인들(즉, 요인 1：다

양한 결제 배송 피드백, 요인 2：일 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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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진입 변수
Partial

R-Square

Model

R-Square
C(p) F Value Pr > F

1 요인 4 0.0963 0.0963 46.6807 86.12 <.0001

2 요인 2 0.0352 0.1315 15.4358 32.74 <.0001

3 요인 9 0.0047 0.1362 13.0095 4.38 0.0367

4 요인 1 0.0057 0.1419 9.6773 5.30 0.0216

5 요인 7 0.0040 0.1458 7.9467 3.72 0.0541

6 요인 3 0.0034 0.1493 6.7080 3.24 0.0722

<표 6> 단계  다  회귀 분석

변  수
모수

추정치
표  오차 Type II SS F Value Pr > F

편 1.7252 0.3393 38.9889 25.85 <.0001

요인 1 0.1314 0.0573 7.9211 5.25 0.0222

요인 2 0.2797 0.0591 33.8434 22.44 <.0001

요인 3 0.1059 0.0588 4.8865 3.24 0.0722

요인 4 0.2835 0.0526 43.8768 29.09 <.0001

요인 7 -0.1002 0.0453 7.3914 4.90 0.0271

요인 9 -0.0694 0.0255 11.1428 7.39 0.0067

<표 7> 다  회귀 분석에서의 모수 추정

단정한 디자인, 요인 3：다양한 정보제공 방

식  효과 인 링크, 요인 4： 자상거래 규

범  요소 제시, 요인7：효과 인 상품 검색, 

요인 9：유명인 고)이 자상거래 웹사이

트의 인지 신뢰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요인

으로 선택되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 3개 

디자인 요인들(즉, 요인 5：보안  공인 표

시, 요인 6：구매 상품 심의 원활한 의사소

통, 요인 8：입체 인 정보 디자인)은 자상

거래 웹사이트 인지 신뢰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 다. 그리고 이

들 유의한 6개 디자인 요인들은 자상거래 

웹사이트 인지 신뢰성의 총 변량  약 15%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지 

신뢰성에 향을 미치는 다른 차원의 요인들

( 컨 , 과거 구매 경험, 타인의 평가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에서 6개의 디자인 

요인들이 인지 신뢰성의 의미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6개 유의한 디자인 요인 각각의 인지 신뢰

성에 한 향력을 비교해 보면, <표 7>의 

모수 추정치(parameter estimates)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요인 4( 자상거래 규범

 요소 제시)와 요인 2(일 성 있는 단정한 

디자인)가 인지 신뢰성에 상 으로 크게 

정 인 향을 미치고, 요인 1(다양한 결

제 배송 피드백)과 요인 3(다양한 정보제공 

방식  효과 인 링크)이 상 으로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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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n = 470, R2 = 0.1932) 여자(n = 341, R2 = 0.1139)

변  수 모수 추정치 p-value 변  수 모수 추정치 p-value

  편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7

요인 9

1.9245

0.3911

0.2075

0.2779

-0.1695

-0.0912

< .0001

< .0001

0.0049

< .0001

0.0026

0.0049

  편

요인 1

요인 2

요인 4

1.5357

0.1698

0.1712

0.3106

0.0034

0.0693

0.0558

0.0002

<표 8> 성별에 따른 다  회귀 분석

23세 이하(n = 435, R2 = 0.1218) 24세 이상(n = 375, R2 = 0.2126)

변  수 모수 추정치 p-value 변  수 모수 추정치 p-value

  편

요인 1

요인 2

요인 4

요인 7

요인 9

2.2130

0.1520

0.3185

0.2141

-0.1080

-0.0617

< .0001

0.0459

< .0001

0.0045

0.0806

0.0802

  편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9

1.3542

0.1745

0.1984

0.2564

0.2038

-0.0951

0.0015

0.0417

0.0217

0.0010

0.0069

0.0098

<표 9> 연령에 따른 다  회귀 분석

정 인 향을 미치며, 요인 7(효과 인 

상품 검색)과 요인 9(유명인 고)는 약간의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요인들이 일정한 수 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지 신뢰성을 가장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수단이 자상거래의 규범  

요소를 웹사이트 디자인에 보다 많이 첨가하

고, 일 성 있고 단정한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한 다양한 결제 배송 피

드백이나 다양한 정보제공 방식  효과 인 

링크도 인지 신뢰성 향상에 정 이지만, 요

란한 상품 검색 기능의 강조나 유명인 사진 

등을 동원한 고는 오히려 인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된다.

4.2.2 성별 다  회귀 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를 성별로 분리한 후 각각 단

계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

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인지 신

뢰성에 유효하게 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소

가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요인 2(일

성 있는 단정한 디자인), 요인 4( 자상거

래 규범  요소 제시), 요인 3(다양한 정보제

공 방식  효과 인 링크)이 인지 신뢰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요인 7(효과 인 상품 검색)과 요인 9(유명인 

고)가 인지 신뢰성에 부정 인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 요

인 2(일 성 있는 단정한 디자인)와 요인 4

( 자상거래 규범  요소 제시) 이외에 요인

1(다양한 결제 배송 피드백)이 인지 신뢰성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인으로 

추가되고 요인 3, 요인 7, 요인 9는 유효한 

요인에서 탈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요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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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성 있는 단정한 디자인)와 요인 4( 자

상거래 규범  요소 제시)는 성별에 계없

이 인지 신뢰성에 유효한 디자인 요인이고, 

추가 으로 남자의 경우 요인 3(다양한 정보

제공 방식  효과 인 링크)을 강화하고 요

인 7(효과 인 상품 검색)과 요인 9(유명인 

고)를 요란하지 않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 요인1(다양한 결제 배송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4.2.3 연령별 다  회귀 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를 학졸업 연령인 23세를 기

으로 23세 이하 집단과 24세 이상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각 단계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연령별

로 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에 유

효한 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인들이 다소 다

르게 나타났다. 요인 2(일 성 있는 단정한 디

자인)와 요인 4( 자상거래 규범  요소 제

시)가 인지 신뢰성에 정 인 향을 미치

고, 요인 9(유명인 고)가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은 연령 에 계없이 동일한 결과

으나, 23세 이하의 경우, 요인 1(다양한 결

제 배송 피드백)이 정 인 디자인 요인으

로, 요인 7(효과 인 상품 검색)이 부정 인 

디자인 요인으로 유효하게 나타난 반면, 24세 

이상의 경우, 요인 3(다양한 정보제공 방식  

효과 인 링크)과 요인 5(보안  공인 표시)

가 정 인 디자인 요인으로 유효하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요인 2, 요인 4, 요인 9 

등의 공통된 디자인 요인 이외에, 23세 이하

의 소비자 집단을 상으로는 요인 1(다양한 

결제 배송 피드백)을 강조하고 요인 7(효과

인 상품 검색)을 조심스럽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으며, 24세 이상의 소비자 집단을 상으로

는 요인 3(다양한 정보제공 방식  효과 인 

링크)과 요인 5(보안  공인 표시)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웹 기반 자상거래

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나타나는 인지 신뢰성

에 유효한 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인을 악

하고자 했다. 9개 요인으로 종합된 인지 신뢰

성 련 웹사이트 디자인 요인들  자상거

래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에 유효한 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인들로 6개 요인들(즉, 정

인 향：다양한 결제 배송 피드백, 일 성 

있는 단정한 디자인, 다양한 정보제공 방식 

 효과 인 링크, 자상거래 규범  요소 

제시; 부정 인 향：효과 인 상품검색, 유

명인 고)이 나타났고, 나머지 3개 요인들

(즉, 보안  공인 표시, 구매 상품 심의 원

활한 의사소통, 입체 인 정보 디자인)은 인

지 신뢰성에 유효한 향을 미치지 않는 디자

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안  공인 표시

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엇갈리는 연구 결과를 

보 던 부분(Cheskin Research and Studio 

Archetype/Sapient[1]는 정 인 효과를, 

Nielsen, Molich, Snyder, and Farrell[9]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함)으로 한국의 

자상거래 이용자들은 반 으로 보안에 

한 표시나 설명 는 제 3기 의 공인 표시에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명되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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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평이나 사용후기, 매자의 게시 , 상품 

추천 기능 등 구매 상품 심의 의사소통 디

자인 요인이나 팝업 고 등 입체 인 정보 

디자인 요인도 한국의 자상거래 이용자들

은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과는 련 없는 것

으로 정하 는데 이는 상품평 게시 이나 

팝업 고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이용자

에게 정 으로 혹은 부정 으로 명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6개

의 유효한 디자인 요인들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에 부정 인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명된 효과 인 상품 검색과 유명인 

고의 경우, 다른 디자인 요인들이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상품 검색 부분을 

디자인 으로 강조하거나 유명인 사진 등을 

동원해서 요란하게 고하는 것은 오히려 

자상거래 이용자에게 해당 상품  웹사이트

에 해 부정 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한국의 자상거래 이용자들이 

매출 확 를 해 효과 인 상품 검색을 디자

인 으로 강조하거나 유명인을 동원하는 

고 디자인을 그 자체로서 신뢰하지 않는 차원

을 넘어 자상거래 웹사이트 체의 신뢰성

을 의심하는 단서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일 성 있는 단정한 디자인이나 상품  회사

에 한 다양한 정보 제공, 자상거래 규범

의 소개, 결제 배송의 불확실성 해소를 한 

디자인은 매출보다는 소비자와의 계를 먼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자상거래 웹사이

트 체를 극 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단서로

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이나 연령별로 자상거래 이용자들

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자상거래 웹사이트

의 인지 신뢰성에 유효하게 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인들을 차별 으로 밝 내는 것은 

자상거래 웹사이트의 개인화(personaliza-

tion)와 련하여 의미가 크다. 어떤 성별이

고 어떤 연령 의 이용자인가는 가장 기본

인 인구통계학 인 구분으로서, 이에 따라 

자상거래 웹사이트를 다르게 디자인해야 

할 이유와 디자인 방향을 발견한다면 자상

거래 이용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웹사이트

를 다르게 디자인한다는 최종 목표를 향한 

요한 출발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성별이

나 연령별로 자상거래 이용자들을 구분해 

보았을 때, 일 성 있는 단정한 디자인이나 

상품의 원산지 표시, 소비자보호 련 규정, 

자상거래 회사에 한 소개 등 자상거래 

규범  요소를 제시하는 디자인은 공통 으

로 모든 이용자들에게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

성을 높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이에 더하여 남성 이용자 주의 웹사이트라

면 다양한 정보제공 방식  효과 인 링크

에 유의하고 상품 검색의 강조나 유명인 

고를 웹사이트 디자인에서 피하는 노력이 필

요하고, 여성 이용자 주의 웹사이트라면 다

양한 결제 배송 피드백에 한 디자인이 상

으로 더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23세 

이하의 은 학생층이 주요 이용자라면 다양

한 결제 배송 피드백을 강조하고 상품 검색 

주의 디자인은 피해야 하는 반면, 24세 이

상의 연령층이 주요 이용자라면, 다양한 정

보제공 방식  효과 인 링크가 강조되고 

보안에 한 설명이나 웹사이트에 한 공인 

표시도 웹사이트에 첨가할 필요가 있다. 이

상의 결과  특이하게 보이는 은 연령별

로 자상거래 이용자 집단을 구분하기 에

는 유효한 디자인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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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공인 표시에 련된 요인이 24세 이

상의 연령층으로 자상거래 이용자를 국한

시켰을 경우 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인지 신

뢰성을 높이는 유효한 요인으로 등장했다는 

이다. 이는 상 으로 고 연령층인 24세 

이상 자상거래 이용자들은 보안에 한 표

시나 제 3기 의 공인을 신뢰한다는 의미

를 나타내며, 체 연령 를 상 로 한 

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는 무시할 수 있었

던 요인을 고 연령층 상의 자상거래 웹

사이트에서는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다.

본 연구는 50명에 한 인터뷰와 831명에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온라인 소비자의 신뢰  신

뢰성을 실증 연구한 표  연구인 Gefen[4]

의 연구가 310명의 표본을 사용한 것과 비교

해서도 본 연구는 많은 표본 수에 의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 으며, 웹사이트 디자인 

측면만을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과 련하

여 연구함으로써 기존 자상거래 업체가 웹

사이트 디자인을 개선할 때는 물론 웹사이트 

디자인 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기 힘든 

신생 인터넷 웹 기반 자상거래 업체들에게 

웹사이트 개발과 련하여 특히 많은 시사

을 주고 있다. 한 시장 략과 련하여 성

별  연령에 따라 자상거래 이용자들을 구

분할 수 있다면, 각 이용자들의 인지 신뢰성

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웹사이트 디자인에 

시사 을 주고 있어서 B2C 자상거래의 시

장 세분화  웹사이트 디자인의 개인화 연구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을 오직 웹사이트 디

자인 측면에서만 설명하고자 하 기 때문에 

웹사이트 인지 신뢰성의 다른 측면들( 컨 , 

고객의 과거 거래 경험, 타인의 평가 등)을 함

께 다룰 수 없었다. 향후 웹사이트 디자인 측

면과 아울러 다른 측면들도 포함된 보다 포

인 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인지 신뢰성 

련 연구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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