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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커머스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느냐에 소비자 만족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지속적
인 구매의사를 가지는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정보품질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소셜
커머스를 통한 구매행동을 하는 중국소비자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정보품질 관점에서 소셜커머스 만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가 제공하는 정보품질이 소비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소셜커머스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250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SPSS 22.0과 AMOS 22.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
과에 따르면 가격 정보품질을 제외한 상품 정보품질, 서비스 정보품질, 소셜 정보품질은 소비자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한국기업에게 새로
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중국 소셜커머스, 정보품질, 소셜 정보품질, 소비자만족, 중국소비자

Abstract  Consumer satisfaction is decided by how to provide some information for consumer. Therefore the 
information qualities such as product and service are very important to retain consumers who have continuously 
purchasing state of mind. This research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consumer satisfaction in means of 
information quality that social commerce provid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all aspects of 
information quality(product information quality, service information quality and social information quality) except 
price information qualit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ustomer satisfaction. In conclusion, to 
understand China consumers who purchase through social commerce, this research study the method of how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social commerce in means of information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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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은 층의 인터넷 사용 확산, 역 인터넷망 확

충,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발  등으로 e-Commerce 시

장이 국 소비자의 주요 소비 경로로 정착하고 있다. 특

히, 국의 카카오톡이라 불리는 웨이신(WECHAT)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각 을 받으면서 e-Commerce에 SNS가 결합된 자상

거래인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가 온라인 유통채

로 주목받고 있다. 2015년 국 소셜커머스 시장 거래

규모는 1,140억 안(약 20조 44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1년 7월 알리바바그룹이 

5000만달러 투자한 메티투안(美团), 텐센트가 2014년 2월 

16일 4억달러로 20% 지분을 매입한 따 디엔핑(大众点

评), 바이두가 2013년 8월 1.6억달러로 59% 지분 매입한 

바이두 오미(百度糯米)등의 국 3  포털사이트의 시

장 유율은 84.2%에 달한다[22]. 한,  한국의 메 , 

쿠팡, 티몬과 같은 ‘투안꼬우’라 불리는 공동구매형 소셜

커머스가 가장 일반 인 형태이다.

소셜커머스는 정해진 시간에 일정 인원이 모이면 가

격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매자와의 면

 신에 소셜커머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하며 구매를 결정한다. 따라서 소셜커머스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셜커머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이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운 주체가  

독립 으로 참여하는 다수의 매자들이 제공하는 정보

의 품질을 일 성 있게 리하는 것이 실 으로 어렵

다. 이에 SNS를 통해 달되는 상품평가나 조언은 공

자와 소비자들 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 칭성을 여주

고 있어, 소비자들이 입소문, 가격, 품질 등에 더욱 민감

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한다[17]. 

국의 소셜커머스의 빠른 성장과 동시에 국소비자

불만, 피해  분쟁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주 군 등의 연

구[18]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소비자불만족이 한국보다 

국소비자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  기 불

일치불만, 모바일  결제서비스불만, 사후서비스불만 등

에서 국소비자의 불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

비자 피해의 원인은 자상거래의 비 면 거래로 인해 

거래자의 익명성, 피해 입증의 어려움, 피해 구제 차의 

복잡성에서 비롯되고 있다[19]. 

결국 소셜커머스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느냐에 소비자 만족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지속

인 구매의사를 가지는 소비자를 확보하기 해서는 상

품  서비스 등의 정보품질이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소셜커머스를 통한 구매행동을 하는 국소비자들에 

한 폭넓은 이해를 해서, 정보품질 에서 소셜커머

스 만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재 한국 소셜커머스 시장은 속한 성숙기 진입

으로 시장 포화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한 돌 구로 해외시장에 한 국내 업체의 심이 증

하고 있는 실정이다[20]. 한국 소셜커머스 기업들 외에

도 국 내수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소셜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유통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셜커머스 마

 략의 핵심이 공 자, 소셜커머스 사업자, 소비자 

등 계있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신뢰 기반 구축[17]이라

는 으로 볼 때, 소비자의 품질 만족을 통한 고객만족이 

상시 으로 검 되어져야하며, 국 소셜커머스에 한 

이해와 이를 이용하는 국 소비자에 한 실증 인 연

구는 필수 이다.

최근 국 자상거래의 특성에 한 연구[19], 국 

소셜커머스의 특성과 이용의도에 한 연구[9,11,20], 쇼

셜커머스 참여행동에 한 한·  소비자 비교연구들

[13,18], 그리고 국 소셜커머스 기업의 경쟁력 분석[21] 

등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 히 국 소셜

커머스와 련한 실무 , 이론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

황이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의 목 은 소셜커머스

를 통해 상품을 직  는 간 으로 구매한 소비자의 

고객만족도 분석을 하여 이에 선행하는 변수인 소셜커

머스 정보 품질 만족을 측정해 보는데 있다. 구체 으로 

소셜커머스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가격과 련된 정

보품질과 SNS를 통해 달되는 상품평가 등의 정보품질

이 소비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 확인해 보고

자 한다. 상거래라는 을 감안하여 정보 품질은 

O'Brien[10]의 내용차원(정확성, 련성, 완 성, 범 성

등)에 을 두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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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품질은 사용자에 의해 지각된 시스템을 산출하

는 가치 의 하나라고 한다[15]. 즉, 정보 품질은 정보시

스템의 결과물인 정보와 컨텐츠에 한 품질을 의미한다. 

정보 품질은 정보 그 자체가 가지는 품질을 나타내며, 정

보 품질의 주요한 부분은 정보의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

다[8]. 정보 품질을 측정하는 요소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S. Negash[15]등은 여러 가지 다른 정보 특징은 정보품

질 지각의 요한 결정요인 즉 정확성, 정 도, 경쟁성, 

간결성, 형식, 타당성, 이해가능성, 보고 용이성, 충족성, 

편견으로부터 자유, 비교가능성, 정량성을 포함했다. 

O'Brien[10]은 시간 차원, 내용 차원, 형태 차원 등 세 가

지 차원을 제시하면서 정보의 질  수  결정요인  내

용차원은 정확성, 련성, 완 성, 간결성, 범 성, 업 성

을 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병호 등[2]은 소비자는 기

본  구매 의사결정을 할 때 상품, 가격, 고객 서비스, 

매자에 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련성이 있는지 

등 정보의 내용  차원을 더 요시 한다고 하 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차

원을 기존 오  마켓  웹 사이트 련 연구에서 사용된 

상품, 고객 서비스( 매 차)의 에 소셜커머스의 반

값 정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 정보품질과 소셜커

머스의 사회  성향을 반 하는 SNS을 기반으로 한 상

품평가 등의 소셜 정보 품질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와 차별화하 다. 

소셜커머스에서 상품 정보품질은 주로 표시되는 상품 

품질에 한 정보 품질이다. 표 인 상품품질에 한 

정보는 상품명, 용도, 성분, 재질, 성능, 규격, 용량, 사용

법 등이 있다[16]. 상품 품질에 한 정보는 상품 구입여

부에 요한 역할을 하며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정확한 

상품 품질에 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2]. 

소셜 커머스는 50% 이상 할인된 가격과 거래조건(품

목의 수량, 시간등)의 제약을 통해서 심의 경제를 극

화 한 수익 모델이다. 이에 가격정보 품질은  가격에 

해 지각하는 소비자의 반 인 평가라 할 수 있고, 이는  

소셜커머스의 특징을 잘 반 하는 요소이다. 

서비스정보 품질은 서비스의 우수한 성과에 련한 

소비자의 반 인 단이나 태도이다[17]. 즉, 소셜커머

스에서 소비자 지각된 서비스정보에 한 품질을 말하는 

것으로 주문과정상 주문정보, 결제정보, 배송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SNS을 기반으로 한 상품평가 등의 소셜 정보 품질은 

소셜커머스의 사회  향을 잘 반 하는 요소이다. 소 

셜 정보품질은 소셜커머스에서 지인들의 평가를 통해 형

성된 의견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의사결정 련 

정보를 사 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 칭성에 따른 제

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2.2 소비자 만족

만족은 고객들이 제품  서비스를 구매, 비교평가, 선

택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호의 이냐 는 비호의  

감정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 혹은 인지  단을 통해 결

정되는 충족상태가 정서  단으로서의 유쾌한 수 에

서 제공되거나 는 제공되었는가에 한 단으로 정의

된다[7, 14].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가격, 

소셜 정보품질이 소비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

한 연구 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product
information quality

price 
information quality

service
information quality

social 
information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의 유용성 

정도는 고객의 만족 수 에 큰 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장기 으로 고객 충성도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4]. 이러한 정보품질과 소비자 만족의 계는 소셜커머

스 서비스에서도 다 지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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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정보품질은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가 구매결정

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다[2]. Szymanski와 

Hise[6]의 연구에서 온라인상에서 충분한 상품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높은 수 은 e-satisfaction에 향

을 미친다고 하 다. 

가설 1. 상품의 정보품질은 소비자 만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소셜커머스 비지니스 모델의 핵심은 50% 이상의 격

인 가격할인에 있으며, 이런 가격  혜택은 소비자의 

지각을 향상시켜 구매행동을 진시키는 역할을 한다[3]. 

따라서 가격에 한 정보를 정확한 충분히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가설 2. 가격의 정보품질은 소비자 만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의 계에 한 연구는 마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많은 학자

들이는 서비스 품질은 고객의 만족을 단하는 요한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높게 지각된 서비스품질은 

고객 만족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1,2,17]. 따라서 고객의 

인지된 험을 감소시켜 구매로 연결하기 해서는 주문

취소, 교환  환불, A/S 등과 같은 고객 서비스와 련

된 질 높은 정보의 제공이 요하다.

가설 3. 서비스의 정보품질은 소비자 만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소셜커머스는 SNS를 매개로 소비자들의 상거래 경험

을 로 공유하도록 랫폼을 개방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증가시킨 상거래이다. 많은 연구들은 소비에 있어 거

집단의 향력을 강조하고 있음으로 소비행동과 사회  

가치의 계성은 거집단에 한 동조 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9,11].  SNS를 통해 달되는 상품평가나 조

언은 공 자와 소비자들 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 칭성

을 여주고[17],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의사결정 련 

정보를 사 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만족과 재방문의도

를 높일 수 있다. 

가설 4. 소셜 정보품질은 소비자 만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측정변수들은 기존의 문헌연

구들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항목들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며, 그  일부는 번역과정에

서 본 연구의 상 서비스인 소셜커머스에 합하도록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쳤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측정 변수

들을 7  리커트 척도로 이용하여 구성하 다.

각 척도들에 한 조작  정의를 살펴보면, 상품 정보 

품질은 상품명, 성분, 재질, 성능 규격 등 상품에 한 정

보의 정확성, 련성, 완 성, 범 성으로 정의내렸고, 4

문항으로 구성하 다.  가격 정보 품질은 상품 가격, 할인

율, 할인품목, 할인시간 등 상품 가격 정보에 한 정확

성, 련성, 완 성, 범 성으로 정의내렸고, 4문항으로 

구성하 다. 서비스 정보 품질은 주문, 결제, 배송, 환불 

등 거래 차 서비스 련 정보의 정확성, 련성, 완

성, 범 성 등 4문항으로 구성하 다. 소셜 정보 품질은 

SNS상의 상품평가, 의견, 감상 등의 정확성, 련성, 완

성, 범 성 등 4문항으로 구성하 다. 소비자 만족은 

소컬커머스를 이용한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소비자 만족

으로 2문항으로 구성하 다. 

4.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실증을 하여 베이징, 상하이등의 주요도

시의 학생을 상으로 2014년 9월 한 달간 설문을 진행

하 다. 이들은 컴퓨터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커머스 이용률이 높아, 최신 

소비경향이자 SNS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커머스 연구

상군으로 합한 집단으로 단된다[11].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구매경

험자만이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 고, 가장 최근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용한 소셜커머스 웹사이

트를 떠올리면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본 연구에

서는 총 250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

이 주로 방문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美团

(www.meituan.com), 大衆占評(www.dianping.com), 拉

手网(www.lashou.com)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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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성개념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가설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각 구성개념에 

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의 Cronbach’s 

값이 0.7 이상이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요인으

로 추출되지 않은 3개 항목을 삭제 한 후, 요인으로 추출

된 항목들을 심으로 분석하 으며 결과는 <Table 1>

에 제시하 다. 

Construct Item Cronbach’s α

product information quality 4 0.894

price information quality 3 0.799

service information quality 4 0.890

social information quality 2 0.793

customer satisfaction 2 0.801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4.3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측정항목을 사용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 으며, 측정모형의 합도는 

= 202.185 (P = 0.000), df = 80,    /df = 2.527, GFI 

= 0.890, AGFI = 0.855, NFI = 0.930, CFI = 0.929, 

RMSEA = 0.080로 나타나, 합도 지수가 양호한 편으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합하다고 할 수 있다. 

Construct Item Estimate S.E CR AVE

Product

Information 

Quality

PIQ 1 0.647 0.111

0.845 0.577
PIQ 2 0.774 0.115

PIQ 3 0.696 0.112

PIQ 4 0.666 -

Price 

Information 

Quality

RIQ 1 0.714 0.099

0.787 0.552RIQ 2 0.706 0.085

RIQ 3 0.736 -

Service 

Information 

Quality

EIQ 1 0.787 0.058

0.902 0.697
EIQ 2 0.872 0.062

EIQ 3 0.846 0.058

EIQ 4 0.846 -

Social 

Information 

Quality

SIQ 1 0.811 0.105
0.775 0.633

SIQ 3 0.779 -

Customer 

Satisfaction

CS 1 0.817 0.066
0.762 0.616

CS 2 0.878 -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모든 연구변수의 표 화 재치가 권장수 인 0.5 이

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은 집 타

당성을 갖고 있음을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성개념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개념신

뢰도와 평균분산 추출값을 계산하고 상 계분석을 수

행하 다. 그 결과 개념신뢰도는 0.7 이상이고 평균분산

추출값은 0.5 이상이므로 모두 만족스러운 수 임을 알 

수 있다. 한, Fornell과 Larcker(1981)의 기 에 의하면

[3], <Table 3>에서 이들 개념들에 한 평균분산추출값

이 모든 상 계수제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개념들 간

의 별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product

information 

quality (1)

price 

information 

quality (2)

service 

information 

quality (3)

social 

information 

quality(4)

satisfac

tion (5)

(1) 1

(2) 0.065 1

(3) 0.120 0.102 1

(4) 0.301 0.046 0.149 1

(5) 0.463 0.120 0.360 0.521 1

<Table 3> Correlations Analysis

4.4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AMOS 22.0을 이

용하여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된 최종모형의 

합도 지수는 = 202.185(P = 0.000), df = 80, /df 

= 2.527, GFI = 0.890, AGFI = 0.855, CFI = 0.929, NFI = 

0.932, TLI = 0.907, RMSEA = 0.080이므로 반 으로 

양호한 수 임을 알 수 있다.

Hypotheses Estimate C.R. Conclusion

H1 Product IQ->CS 0.643 4.353 Accept***

H2 Price IQ ->CS 0.110 1.289 Reject

H3 Service IQ ->CS 0.373 4.980 Accept ***

H4 Social IQ ->CS 0.549 5.142 Accept ***

<Table 4>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각 구성개념 간 향정도

는 <Table 4>와 같다. 소셜커머스의 상품 정보 품질(경

로계수 = 0.643, t = 4.353), 서비스 정보 품질(경로계수 = 

0.373, t = 4.980), 소셜 정보 품질(경로계수 = 0.549, t = 

5.142)은 소비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지만,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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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품질(경로계수 = 0.110, t = 1.289)는 소비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소셜커머스 마  략의 핵심이 공 자, 소셜커머스 

사업자, 소비자 등 계있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신뢰 기

반 구축[17]이라는 으로 볼 때, 지속 인 구매의사를 

가지는 소비자를 확보하기 해서는 상품  서비스 등

의 정보품질 리가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품질

과 소비자 만족 간의 계를 규명하 다. 특히, 기존의 연

구들에서 정보품질을 소셜커머스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

스, 가격, 매자 련된 정보품질로 구분했다면[2], 본 

연구에서는 SNS를 통해 달되는 상품평가 등의 소셜 

정보품질을 정보품질의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소셜커머

스가 제공하는 내용차원에서의 정보품질을 세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국 소비자들은 랜드 충성

도가 낮고 신뢰  성향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와 소비

자 간의 상호작용(상호연 감, 연결성, 향력)에 향을 

받는다[12]. 따라서 정보품질  소셜 정보품질을 세분화

하여 변수로 활용한 본 연구는 국 소셜커머스의 특징

과 국 소비자의 성향을 반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들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 상품 정보 품질과, 서비스 정보 품질, 소셜 

정보품질은 소비자 만족에 향을 미쳤고, 가격 정보 품

질은 소비자 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시

사 으로 첫째, 제휴 략을 통한 상품 풀의 확 , O2O 

략을 활용한 고객의 특성에 맞춰 매장정보와 포인트, 

쿠폰 등을 실시간으로 고객별 맞춤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공동구매 유도, 쿠폰사용의 간편화, 그리고 환불  반품 

정책의 용이성 등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을 높여 국 소

비자들의 서비스 만족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 지속

으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구매로 유도될 수 있도록 단순

한 개자의 역할이 아닌 제품  서비스의 생산에서부

터 소비와 A/S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책임을 가지

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 요시

되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가 인지하는 가격이 실제 객

인 가격이라기보다는 주 으로 인지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소셜커머스=반값’이라는 소비자의 주 인 인

식으로 인해 소비자 만족에 한 가격의 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셜커머스 내 매자들은 가격 자

체를 통한 과당 경쟁보다는 할인시간이나 수량제한을 통

한 희소성 메시지를 하게 사용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소셜 정보 품질 변

수를 추가로 개발하 다는 이론  의의와 ‘소셜’의 

에서 정보품질이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으로써 

실질  의의도 있다. 연구결과 SNS를 통해 달되는 상

품평가나 조언 등의 소셜 정보품질에 따라 국 소비자

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국

의 모바일 메신 인 웨이신(WeChat)을 통한 바이럴 마

이 효과가 높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소통을 지속하면

서 사용자 심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 소셜커머스에 한 선도  연

구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후속연구와 검증이 지속되

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 은 후속 연구를 한 정

인 제언의 역할 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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