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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고객만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쇼핑몰의 유형과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분석결과 서비스품질의 응답성과 공감성 요인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고객만족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쇼핑몰의 유형과 이용자의 성별, 연령에 따

라서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일부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언급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service quality of Chinese internet shopping mall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customer satisfaction on the repurchase intention. The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among the influences of the service quality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shopping mall and the users' traits. As a result, when it comes to the service quality, 
responsiveness and empathy influence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 customer satisfaction influences repurchase 
intention similarly. And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 service quality can differently influence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shopping mall and the users' gender and ages. And then the implication in 
accordance with analyses result is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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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중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인터넷 쇼

핑몰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고객

만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쇼핑몰

의 유형과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서비스품질이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

구이다.
20세기에 들어서 인터넷 기술을 비롯한 정보화 기술

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거래 형태인 전자상거래가 등장

하였고 전자상거래의 한 종류인 인터넷 쇼핑몰이 활발

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한국의 인터넷 쇼

핑몰의 전체 거래규모가 25조 2000억으로 백화점을 뛰

어넘으면서 국내의 가장 큰 유통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

다. 하지만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과

잉경쟁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 많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중국시장으로 눈을 돌리

고 있다. 중국은 최근 경제발전에 따라서 인터넷 이용

자가 2002년 당시 5910만명(이용률: 4.6%)에서 2010년
에는 4억 5730만명(이용률: 34.3%)로 급속히 증가하였

으며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2010년 현재 3700만명으

로 국내 이용률이 약 74%임을 보면 향후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1]. 이에 

따라서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의 시장 규모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중국으로 진

출하고자 하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현지의 전통적인 기업들도 기존의 오

프라인 방식의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시

장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 요인으로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5)
는 10개(신뢰성, 대응성, 능력, 접근용이성, 친절, 의사

소통, 신용도, 안전성, 고객이해 및 인지, 유형성)의 

요인을 제시하였다[2]. Jarvenpaa and Todd(1997)는 

Parasuraman의 서비스품질의 결정요인을 참고해서 4개
의 요인들(제품지각, 쇼핑경험, 고객서비스, 지각된 소

비자 위험)이 인터넷 쇼핑에서의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연구하였다[3].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와 관

련된 국내 및 해외의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국내 및 중국 현지 업체들이 중국 인터넷 쇼핑몰 시장

에 진출할 경우 실패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 인터넷 쇼핑몰의 서

비스품질 요인의 수준을 살펴보고 어떤 요인이 고객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고

객만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객

만족이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서비스품질의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의 쇼핑몰 유형(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과 이용자의 

특성(성별, 연령)에 따라서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쇼핑몰의 유형이나 표적이 

되는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품질 요인을 찾고 합

리적인 품질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은 다양한 영역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온라인 점포들의 집합으로 거래를 위한 제품의 광고 및 

전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제품의 

가격, 이미지, 특성들에 대한 자료가 웹페이지를 통해

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곳이다[4]. 인터넷 쇼핑몰의 유

형은 크게 종합쇼핑몰과 전문쇼핑몰로 나눌 수 있는데 

종합쇼핑몰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다양한 상

품집단을 갖추고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의미한다. 
전문쇼핑몰은 다양한 제품보다는 특정 제품군에 대한 

전문화된 상품구비와 정보제공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을 말한다.

2.2. 서비스품질

Parasuraman 등(1998)은 서비스품질을 “서비스의 우

수한 성과에 관련한 전반적인 태도나 평가” 라고 정의

하였고, 지각된 품질에 대해서 “소비자의 지각과 기대 

사이의 차이의 방향과 정도”라고 하여 지각된 품질을 

기대와 성과의 개념으로 연결시키고 있다[5,6]. Lethinen 
(1991)은 서비스를 대인접촉 또는 물리적 설비, 장치와

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위 또는 일련의 행동에 의

해 소비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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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품질을 물리적 품질과 상호작용 품질, 기업품질로 

구분하였다[7]. 즉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의 우수한 성과

에 관련하여 소비자의 전반적인 판단이나 태도, 혹은 지

각과 기대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주관적

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서비스

품질의 대표적인 평가요인으로는 PZB(Parasuraman, 
Zeithaml & Berry, 1988)의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
실성, 공감성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다항목척도인 

SERVQUAL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

다[2,6].

표 1. PZB(1988)의 SERVQUAL
Table. 1 SERVQUAL of PZB

SERVQUAL 차원 내  용

유형성

(Tangibles)
물리적 시설, 장비, 및 종업원, 
커뮤니케이션 등 자료의 외형.

신뢰성

(Reliability)
약속된 서비스를 믿음과 정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응답성

(Responsiveness)
소비자를 돕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

확신성

(assurance)
종업원의 지식과 정중한 예절 및 신뢰와 

확신을 주는 능력.

공감성

(empathy)
기업이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접근의 용이성

2.3. 고객만족

만족은 단지 인지적 현상만은 아니며 고객이 주관적

으로 만족과 관련되어 느끼는 좋은 느낌과 불만족과 관

련되어 느끼는 나쁜 느낌 등의 감정 또는 느낌의 요소

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만족(consumer 
satisfaction)이 단순히 제품이나 제품의 사용과정에 대

해서 내리는 인지적 평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반적인 소비경험을 통한 감정적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8].

2.4. 재구매의도

재구매의도는 행동의도의 한 요인으로 고객만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행동의도는 신념과 태도가 행동화될 주관적 가능

성이며 의도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 사이의 중간 변수로

서 인식되는 것이며,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동의도는 소비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

한 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9]. 따라서 재

구매의도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한 후 만

족과 불만족에 따라서 재사용과 회피행위로 이어지는 

의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Ⅲ. 연구모형과 가설

서론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H1. 서비스품질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유형성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신뢰성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응답성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확신성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공감성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고객만족은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쇼핑몰의 유형과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서비스품

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1. 쇼핑몰의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품질이 고객만

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2: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서 서비스품질이 고객만

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3: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서 서비스품질이 고객만

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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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요인 문항
요인

적재치
고유치 분산 % Cronbac

h's α

서
비
스
품
질

유형성
유형성1
유형성2
유형성4

.837

.818

.537
2.008 10.567 0.772

신뢰성

신뢰성4
신뢰성3
신뢰성2
신뢰성1
신뢰성5

.827

.785

.768

.736

.663

3.627 19.088 0.894

응답성

응답성1
응답성2
응답성5
응답성4

.821

.764

.680

.597

2.715 14.289 0.822

Ⅳ. 실증분석

4.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특성상 조사대상은 모두 중국 인터넷 쇼핑

몰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20대에서 50대에 해당하는 남

녀 중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자가 중국 현지

에 방문하여 200부,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

상으로 50부로 총 30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응

답이 불성실한 39부를 제외한 261부가 분석에 사용되

었다. 설문조사는 2012년 9월 26일부터 10월 26에 걸쳐

서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특성

Table. 2 demographics

빈도 (%)

쇼핑몰 유형
(주로 이용하는)

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186
75

71.3
28.7

성별
남성
여성

109
152

41.8
58.2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11
182
63
5

4.2
69.7
24.1
1.9

쇼핑몰 이용빈도
(한 달)

1∼2회
3∼4회
5∼6회

7회 이상

90
55
72
44

34.5
21.1
27.6
16.8

학력

고졸 이하
대학재학

대졸
대학원 이상

6
50
161
44

2.3
19.2
61.7
16.9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4.2.1. 쇼핑몰 유형 및 이용자의 특성

쇼핑몰의 유형은 종합쇼핑몰과 전문쇼핑몰로 구성

되었으며 이용자 특성은 성별, 연령으로 구성하였고 모

두 명목척도로 측정되었다.

4.2.2. 서비스품질

서비스품질은 PZB(Parasuraman, Zeithaml & Berry, 
1988)의 서비스품질 5가지 평가요인인 SERVQUAL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유형성은 

최신 제품의 갖춤, 홈페이지의 외형, 쇼핑몰 구성, 항시 

구입가능성 등 5개의 문항으로, 신뢰성은 제품의 적시

제공, 문제의 해결, 시스템의 안전성, 믿음과 신뢰 등 5
개 문항으로, 응답성은 고객문의에 대한 답변, 처리상

황 확인, 고객 요청반영 등 5개의 항목으로, 확신성은 

올바른 정보제공, 윤리적 기업, 보안시스템의 신뢰 등 5
개의 항목으로, 공감성은 고객에 대한 관심, 고객 이익

에 대한 생각 등 4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4.2.3.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

고객만족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쇼핑몰의 구매행위, 
쇼핑몰의 판매행태, 고객서비스, 전반적인 만족으로 4
개 항목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재구매의도는 쇼핑몰에 

대한 애착, 믿음, 재방문 및 계속 이용으로 4개 항목으

로 측정하였다.

4.3.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분석을 하였

다. 요인의 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고, 
요인의 회전방식은 요인 간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

에서 해를 개선하는 배리맥스(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방법에 따른 직각회전 방식을 사용하였

다. 분석결과 신뢰성과 타당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항을 

제거하여 표 3과 같이 요인이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이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요인

적재치가 모두 0.5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Cronbach's α 값이 모두 0.7 이상 나타나 타당성과 신뢰

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 신뢰도, 요인분석

Table. 3 Reliability &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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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요인 문항
요인

적재치
고유치 분산 % Cronbac

h's α

확신성

확신성2
확신성3
확신성4
확신성1

.792

.691

.681

.615

2.884 15.178 0.841

공감성
공감성2
공감성3
공감성4

.822

.769

.604
2.517 13.249 0.834

고객만족
만족도4
만족도3
만족도1

.886

.854

.777
2.118 70.584 0.786

재구매의도

재구매3
재구매4
재구매1
재구매2

.886

.878

.861

.859

3.035 75.882 0.894

4.4. 연구가설의 검증

4.4.1.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1)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비스품질의 5개 하위요인과 고객만족 간의 회

귀분석 결과 응답성과 공감성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

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 시

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문의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나 주문처리 상황의 확인가능성, 
고객의 요청의 반영 등의 고객에 대한 빠른 응답성과 

고객 개인의 제안에 대한 관심, 고객의 이익에 대한 관

심 등의 공감성이 다른 서비스품질 요인인 유형성이나 

신뢰성, 확신성 보다 중요함을 나타낸다. 즉 고객의 요

구에 대한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고객만족에 강하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회귀분석 결과(가설1)
Table. 4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hypothesis 1) 

서비스
품질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값 p 값 
F값

(유의
확률)B 표준

오차
β

상수 1.467 .214  6.844 .000

0.386 32.117
(0.00)

유형성 -.047 .056 -.051 -.825 .410
신뢰성 .002 .058 .003 .040 .968

응답성 .391 .067 .413 5.846
*** .000

확신성 .050 .069 .054 .726 .469

공감성 .214 .052 .273 4.106
*** .000

*: p< 0.1  **:p<0.05  ***:p<0.01

4.4.2. 고객만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가설 2)
고객만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유

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도 국내의 많은 

연구와 같이 고객만족은 고객의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의 

재구매에 의한 지속적인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고객만

족이 필수적이며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품질의 개선

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회귀분석 결과(가설2)
Table. 5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hypothesis 2)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값 p 값 
F값

(유의
확률)B 표준

오차
β

상수 1.184 .199  5.958 .000
0.420 187.45

(0.000)고객
만족

.714 .052 .648 13.691
*** .000

*: p< 0.1  **:p<0.05  ***:p<0.01

4.4.3. 쇼핑몰 유형과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분석(가설 3)
쇼핑몰의 유형(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과 이용자의 

특성(성별, 연령)에 따라서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

단별로 나누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서 

고객만족에 미치는 서비스품질 요인이 차이가 있을 경

우에는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동일한 요인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각 요인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집

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chow-test를 실

시하였다. chow-test는 두 개의 모집단을 비교하고 싶을 

경우에 두 집단이 갖는 각각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방법으로 다음의 단

계를 거친다.

① 이를 검정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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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정통계량 t는 다음과 같다.

   
   (단, 자유도 =   )

( : 그룹 의 비표준화 계수, : 그룹 의 표준오차)

③ 가설검증: 유의수준 에서  > 
  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아니면 

채택한다.

4.4.3.1. 쇼핑몰의 유형에 따른 서비스품질이 고객만

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분석(가설 3-1)
쇼핑몰의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쇼핑몰의 유형

을 종합쇼핑몰과 전문쇼핑몰로 나누어 집단별로 서비

스품질의 하위 5개 요인과 고객만족 간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종합쇼핑몰의 경우 응답성과 공감

성이, 전문쇼핑몰은 응답성과 공감성, 확신성이 각각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쇼핑몰의 유형에 따라 고객

만족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품질인 응답성

과 공감성에 대해서 회귀계수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chow-test를 실시한 결과 응답성

(t(0.1838)<1.96{t(257;0.025)}), 공감성(t(0.1132)<1.96 
{t(257; 0.025)}) 모두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종합하

면 응답성과 공감성은 쇼핑몰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고 확신성은 

전문쇼핑몰에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쇼핑몰의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품

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인터넷 쇼핑몰 진출 시에 쇼

핑몰의 유형에 관계없이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 중 응답성과 공감성 요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전문쇼핑몰의 경우는 확신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4.4.3.2.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서비스품질이 고객만

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분석(가설 3-2)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서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집단별로 서비스품질의 하위 5개 요인과 고객만

족 간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 

모두 응답성과 공감성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6. chow-test 결과(가설3-1)
Table. 6 Result of chow-test(hypothesis 3-1) 

집
단

서비스
품질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값 p 값 

F값
(유의
확률)B 표준

오차
β

종
합
쇼
핑
몰

상수 1.650 .258  6.397 .000

0.367 20.881
(0.000)

유형성 -.032 .063 -.037 -.503 .616
신뢰성 .014 .066 .017 .211 .833

응답성 .394 .077 .425 5.137
*** .000

확신성 -.024 .083 -.026 -.292 .771

공감성 .220 .066 .284 3.352
*** .001

전
문
쇼
핑
몰

상수 1.174 .392  2.993 .004

0.470 12.232
(0.000)

유형성 -.146 .134 -.140 -1.09
0 .280

신뢰성 -.061 .133 -.063 -.460 .647

응답성 .425 .150 .428 2.826
*** .006

확신성 .243 .138 .255 1.765
* .082

공감성 .207 .094 .255 2.206
*** .031

*: p< 0.1  **:p<0.05  ***:p<0.01

표 7. chow-test 결과(가설3-2)
Table. 7  Result of chow-test(hypothesis 3-2) 

집
단

서비스
품질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값 p 값 

F값
(유의
확률)B 표준

오차
β

남
자

상수 1.535 .325  4.724 .000

0.390 13.172
(0.000)

유형성 -.086 .079 -.110 -1.09
3 .277

신뢰성 .038 .076 .051 .502 .617

응답성 .314 .083 .379 3.759
*** .000

확신성 .153 .101 .173 1.514 .133

공감성 .163 .079 .215 2.071
** .041

여
자

상수 1.350 .293  4.613 .000

0.399 19.423
(0.000)

유형성 -.008 .082 -.008 -.096 .924
신뢰성 -.056 .093 -.061 -.599 .550

응답성 .510 .111 .488 4.592
*** .000

확신성 -.031 .101 -.031 -.302 .763

공감성 .231 .073 .288 3.143
*** .002

*: p< 0.1  **:p<0.05  ***:p<0.01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고객만족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품질인 응답성과 공감성에 대해서 회귀

계수가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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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w-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성(t(1.414)<1.96 
{t(257;0.025)}), 공감성(t(0.6322) <1.96{t(257;0.025)}) 
모두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종합하면 응답성과 공감

성은 이용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고객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고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서 서

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진

출 시에 표적이 되는 고객의 성별에 관계없이 고객만족

을 위해서는 서비스품질 중 응답성과 공감성 요인에 많

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4.4.3.3. 이용자의 연령에 따른 서비스품질이 고객만

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분석(가설 3-3)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서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이용

자의 연령을 낮은 집단(10대, 20대)과 높은 집단(30대, 
40대 이상)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서비스품질의 하위 5
개 요인과 고객만족 간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이 유의수준 

0.01과 0.05, 0.1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용자의 연령에 따른 고객만족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

는 서비스품질인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에 대해서 회

귀계수가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chow-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성(t(0.3339)<1.9 
6{t(257;0.025)})과 공감성(t(0.6187)<1.96{t(257;0.025) 
})은 귀무가설이 채택되었으나 확신성(t(2.7189)<1.96 
{t(257;0.025)})은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종합하면 응

답성, 확신성, 공감성은 이용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모

두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

고 확신성의 경우 연령에 따라서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

향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20대의 

낮은 연령층에서는 쇼핑몰의 확신성이 높을수록 고객

만족이 높아지는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30대, 40대
의 높은 연령층에서는 쇼핑몰의 확신성이 높을수록 고

객만족이 낮아지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높은 

연령층의 집단은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과거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시장이나 백화

점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의 가상공간

에서의 제품구입에 대한 정보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제

품을 구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진출 시에는 표적이 되는 이용자의 연령

층에 관계없이 서비스품질 중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높은 연령층일 경우 기업

의 확신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정보제공과 마케팅활

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는 표 8
과 같다.

표 8. chow-test 결과(가설3-3)
Table. 8 Result of chow-test(hypothesis 3-3) 

집
단

서비스
품질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값 p 값 
F값

(유의
확률)B 표준

오차
β

저
연
령
층

상수 1.384 .238  5.820 .000

0.405 25.419
(0.000)

유형성 -.012 .063 -.014 -.188 .851
신뢰성 -.056 .064 -.069 -.866 .388

응답성 .331 .081 .346 4.089
*** .000

확신성 .189 .085 .203 2.213
** .028

공감성 .180 .061 .230 2.956
*** .004

고
연
령
층

상수 1.780 .525  3.393 .001

0.419 8.954
(0.000)

유형성 -.085 .147 -.071 -.579 .565
신뢰성 .201 .154 .202 1.306 .196

응답성 .385 .140 .416 2.757
*** .008

확신성 -.222 .125 -.233 -1.775
* .081

공감성 .260 .114 .322 2.280
** .026

*: p< 0.1  **:p<0.05  ***:p<0.01

Ⅴ. 결  론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과잉경쟁과 중국 인터넷 사용

자의 급증으로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

의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 인터넷 쇼핑

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국내 및 중국 현지 

업체의 중국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진출은 실패할 위험

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

는 영향과 고객만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쇼핑몰의 유형과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서비

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지

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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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품질 요인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서 일부분은 그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이유와 시사점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

내 업체와 현지 기업에게 중국 인터넷 쇼핑몰 환경에 

맞는 품질전략에 대한 기준과 정보를 제시한 것에 의의

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

핑몰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서비스품질 수준의 파악 및 

업체별로 비교하여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의 강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래서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진출하

고자 하는 국내 기업과 중국 현지의 후발주자에게 벤치

마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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