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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구매를 꺼리는 가장 큰 이

유는 신뢰의 부족이다. 소비자들 신용카드 정보 노출, 지불결제시스템의 보안성, 사업주의 신뢰성 등에

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처럼 고객 기반의 전자상거래에 있어 신뢰가 중요하지만 인터넷 쇼핑에서 신뢰

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여

쇼핑몰을 운 하는데 있어서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요인으로는 구매자

의 특징, 인터넷 벤더의 신뢰가치성과 외부 환경요인을 근거로 연구모델을 구성하 으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을 상으로 실증적인 검증을 하 다. 

I. ��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21세기에 새로운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에 의한 상거래는 구매의 편리성, 시간 절약, 다양한 제품의 검색과 비교

등의 편리한 기능으로 국내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연평균 100%씩 성장하여,

2003년에는 17,150억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LG경제연구소, 1999).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구매를 꺼려하고 있는

데(Christy & Matthew, 2000), 가장 자주 인용되고 있는 이유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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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부족”이다. Ernst & Young(1999)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를

하게 되는 동기로는 비용절감(75%), 편리성(50%) 등을 들고 있지만, 구매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네트워크를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보내는 것에 한 불안함(97%)을

꼽고 있다. Greenfield Online(1998)의 설문조사에서도 인터넷 사업자들은 지불결제시

스템의 보안성(83%)과 사업주의 신뢰성(73%)을 높임으로서 온라인 쇼핑고객들의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이처럼 고객 기반의 전자상거래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

이라는 특정상황에서 신뢰의 특성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에 있어서 신뢰의 중요성에

한 개념적인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Christy et al., 2000; Kini et al., 1998)와 인터넷

쇼핑을 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

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신뢰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발견하여 쇼핑몰을 운 하는데 있어서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향요인으로는 구매자의 특징, 인터넷 벤더의 신뢰가치성과 외부 환

경요인을 근거로 연구모델을 구성하 으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용

자들을 상으로 실증적인 검증을 하 다.

II. 의 槪念

1. 신뢰의 정의

신뢰에 한 연구는 오랫동안 거래, 산업내의 구매자-판매자 관계, 유통채널, 전략

적 제휴에 있어서의 파트너 협력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진행되어 왔다(Christy &

Matthew, 2000). 그러나 상황에 따라 또는 연구분야에 따라 신뢰에 한 정의들은 상

이하며 신뢰에 한 종합적인 정의는 용이하지 않다.

Luhmann(1979)은 신뢰를 확신(confidence)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 는데 어떤

상황에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속적으로 상 방에게 노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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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것을 신뢰라고 하 다. 또한 Lewis & Weigert(1985)도 신뢰를 미래에 한

확신이라고 정의하 다. Baier(1986)는 상 방이 신뢰를 깨뜨리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 를 신뢰로 정의하고 있다. Rotter(1967)는 신뢰를 다른 개

인이나 집단이 구두나 문서로 작성한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한 일반

화된 기 라고 정의하 고, Gambetta(1988)의 연구에서는 신뢰를 타인이나 집단이

특정행위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 기 의 주관적 확률수준이라고 하 다.

이처럼 신뢰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위험, 불

확실성, 상호간의 의존성이 존재하는 어디에서든 신뢰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퍼스낼리티 관점에 의한 신뢰연구는 성장과 사회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퍼스낼리티 특성으로서 신뢰에 초점을 둔다. Rotter(1971)는 신뢰는 개인의 특유한

특징이라 하 고, Rempel 등(1985)은 개인에 있어 신뢰는 그들이 이전에 어떻게 취

급받았는가에 따라 형성된다고 하 다. 신뢰에 한 퍼스낼리티 관점의 연구들은 신

뢰 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해 보다 더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실증하

고 있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 의한 연구는 신뢰를 상 방 당사자에 한 기 로서 접근하

고 있다. Deutsh(1958)의 초기 연구에서부터 사회 심리학자들은 개인이 관계에 포함

된 타인들에게 갖는 기 를 연구하 고, Zand(1972)는 신뢰를 과업, 상황, 사람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신의 의존성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신뢰의 중요성과 역할

CommerceNet이 전세계 900 기업을 상으로 전자상거래 유형별로 조사한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의 전반적

장애요인으로는 보안과 암호화, 기업문화, 신뢰, 응용시스템 간 불협화음, 지불 및 수

금 기능이 주요 장애요소로 나타나고 있고, 기업 고객간 전자상거래의 장애요인으

로는 보안과 암호화, 신뢰, 결제 및 수금기능, 문화, 사용자 확인과 공개키 인프라 부

족이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정인근, 2000).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쇼핑

에 한 신뢰부족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해결되어야 할 주요 장애요인이라는 점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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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신뢰는 온라인 거래를 위한 구매자-판매자 관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신뢰는

특히 불확실성(위험), 불완전한 제품 정보(정보 비 칭)같은 상황적인 요인들이 존

재할 때 부분의 구매자-판매자 거래에 있어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신뢰는

부분의 경제적 거래에 한 이해에 기반하여 논의하여야 한다(Hirsch, 1978).

전자상거래는 전에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실체들 사이에 온라인 거래가 발생하는 교

환의 새로운 형태이다. 전통적인 교환에서와 같이 신뢰는 온라인 거래과정에서 중요

하게 고려되어왔다(Ba et al., 1999). 온라인 환경의 비인간적인 특성과 구매 전 제품

품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은 신뢰를 더욱 중요하게 한다(Fung & Lee, 1999). 하지

만, 인터넷이 개방형 구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는 개발되거나 유지되기 어렵

다. 인터넷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주기 위한 연구 환경으로서 주로 인식되었고 상업적 환경으로서 설계되지 않았다.

보안은 네트워크 상에 서 사용자의 상호 존경에 의존하 지만 인터넷 사용자가 급격

히 증가하고 사용자의 인구 통계적 변화와 함께 일반 중의 보안과 상거래에 한

불신은 증가하고 있다.

위험은 신뢰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뢰에 한 의사결정

은 주로 부정적인 결과에 따른 위험이 있을 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상

거래에 있어 신뢰는 자금거래 혹은 중요한 개인 정보가 포함될 때 중요하다. 예를 들

어, 부분의 사용자들은 정보 검색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편안해 하고

웹 상에서 얻어진 정보를 신뢰한다. 이는 상황이 주로 위험이 낮거나 거의 없기 때문

이고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에 부분의 사용자들은 개인 정

보를 보내거나 웹 상에 자금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해서는 위험을 느끼고 있다. 신

뢰에 한 사용자 연구에서 USA Today는 조사된 사람의 5%만이 인터넷에 신용카드

정보를 보내는 것을 신뢰한다고 하 다(Kini & Choobineh, 2000). 보스턴 컨설팅 그

룹에 의해 수행된 eTrust 인터넷 연구에서 조사된 사람의 70% 이상은 인터넷상에 개

인정보를 보내는 것에 해 염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Scott et al., 1997). 이는 부

분의 사용자가 상거래를 위한 매체로서 인터넷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전자상거래에 있어 신뢰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뢰는 인터넷 쇼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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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고객의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risty &

Matthew, 2000). 즉, 인터넷 쇼핑몰을 운 하는 벤더에 한 신뢰가 증가할수록 해당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 다.

Gefen(2000)은 신뢰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신뢰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고객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상거래 업체에 한 신뢰의 증가된 정도는 해당

쇼핑몰의 웹사이트에서 상품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의도를 증가시킨다고 하 다. 윤

성준(2000)은 신뢰도와 만족도가 온라인/오프라인 구매의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에 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웹사이트의 신뢰도는 온라인/오프라인의 고객 구매의

향에 긍정적인 향을 준다고 하 다. Jarvenpaa 등(1999)은 인터넷 상점에서의 신뢰

는 구매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며 Christy & Matthew(2000)의 연구와 같이

신뢰는 인터넷 쇼핑에 한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실증

적으로 연구하 다. Paul & Sulin(2000)은 온라인 경매시장에서의 평판과 신뢰에 관한

연구를 하 는데 온라인 시장에서 신뢰는 빠르게 관측될 수 없기 때문에 평판이 신뢰

를 위한 촉매로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신뢰는 판매자들이 특정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격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전자상거래에 있어 신뢰는 전자상거래가 갖

는 위험에 한 고객의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제품 구매

의도와 태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III. 究

1. 연구모형

Hardin(1992)은 신뢰는 신뢰자의 속성, 피신뢰자(Trustee)의 속성과 신뢰가 전달되

는 특정환경으로 이루어진다고 하 다. 이는 인터넷 쇼핑이라는 특정상황에서 신뢰

는 구매자의 속성과 인터넷 벤더 혹은 인터넷 쇼핑몰의 속성,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

한 특정상황에서의 외부 환경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Hardin(1992)이 주장하는 신뢰를 구성하는 3가지 속성을 연구모형의 기본 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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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신뢰에 향을 미치는 구매자의 속

성으로 신뢰에 한 성향과 인터넷 쇼핑에 한 친숙성을 들고 있다. 신뢰에 한 성

향은 타인에게 의존하려 하는 일관된 성향을 보이는 정도라고 McKnight &

Chervany(2000)는 정의하고 있다. Gefen(1999)은 개인의 신뢰에 한 성향이 높을수

록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신뢰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구매자의 속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인은 Gefen(1999)의 연구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고 검증된 인터넷 쇼핑에 한 친숙성을 들 수 있다. 친숙성은 과거의 교

류와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서 인터넷 쇼핑에 한 고객의 친숙성이 높아질수록 일반

상점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인터넷 쇼핑을 신뢰하게 된다(Gefen, 1999).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향을 미치는 인터넷 벤더 혹은 인터넷 쇼핑몰의 속성

을 구성하는 요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터넷 쇼핑에 있어서의 거래안전성이다. Christy & Matthew(2000)에 의하면

신뢰에 향을 미치는 인터넷 벤더의 속성 요인으로 지각된 안전 통제(perceived

security control)를 들고 있는데 이는 인증, 무결성, 암호화, 지불수단과 같은 안전 요

구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인터넷 벤더의 능력에 한 사용자들의 지각을 말하

는 것이다. 윤성준(2000)은 소비자의 위험에 한 지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거래안전

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안정보장문구, 거래의 위험 부재성, 환불정책의 명확성,

정보의 목적 유용성 등으로 측정한 결과 정보의 목적 유용성을 제외한 항목이 모두

웹사이트의 신뢰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침을 발견하 다. Greenfield Online(1998)의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불 결제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임으로서 온

라인 쇼핑 고객의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 다.

둘째, 프라이버시 보호이다. Cheskin Research(1999)는 신뢰의 기본 항목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들고 있는데 고객이 제공한 정보는 고객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

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Christy &

Matthew(2000) 또한 전자거래동안 수집된 개인의 정보가 오용되거나 노출되는 것으

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서 인터넷 벤더의 능력으로 지각된 프라이버시 통제를 신뢰

의 주요 요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 벤더의 성실성(integrity)이다.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M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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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991)은 능력(ability), 성실성(integrity), 자비(benevolence)를 들고 있는데 성실성

은 또한 Christy & Matthew(2000)의 연구에서 재인용되어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얻고 있다. Christy & Matthew(2000)는 인

터넷 벤더의 성실성을 인터넷 벤더의 정직성에 한 고객의 지각으로 정의하고 신뢰

에 긍정적인 향을 미침을 밝혔다. 성실성은 Butler(1991), Larzelere & Huston

(1980), Lieberman(1981), Ring & Van de Ven(1982) 등의 연구에서도 신뢰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넷째, 인터넷 벤더의 역량(competence)이다. Mayer 등(1991)에 따르면 능력은 하

나의 상이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 향을 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특징이라고 정의

를 내리고 있으며 Kee & Knox(1970), Lieberman(1981), Mishra, Rosen & Jerdee

(1977) 등 다수의 연구에서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되어 신뢰에 긍정적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Christy & Matthew(2000)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벤더의

역량은 인터넷 벤더의 기술, 능력, 전문성에 한 인터넷 사용자의 지각으로 정의하

고 2단계에 걸친 실험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다섯째, 웹사이트의 실체성이다. 웹사이트의 실체성은 소비자가 실제적인 효용을

원한다는 가정 하에 웹사이트 본연의 효용적 가치(utilitarian value)를 측정하려는 목

적으로 사용되어 쇼핑몰 개설 기업의 인지도, 쇼핑몰 개설 기업의 평판, 사이트 내 제

품 속성의 설명도, 사이트 내 제품 선택의 다양성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이중 개설기

업의 평판과 인지도만이 웹사이트의 신뢰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

되었다(윤성준, 2000). Cheskin Research(1999)의 연구에서도 기업에 한 고객의 인

지도와 웹사이트에 한 고객의 인지도가 신뢰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기업의 평판은 원격 쇼핑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초기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Raymond & Matthew(1999)).

여섯째, 웹사이트의 기능성이다. 검색기능성은 윤성준(2000)의 연구에서 웹사이트

의 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세부 변수인 검색용어의 명확성, 도

움기능의 유효성, 웹사이트의 기술성, 작동가능성, 전환신속성 중에서 전환신속성만

이 웹사이트의 신뢰도에 유의한 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Raymond &

Matthew(1999)의 연구에서도 보다 매력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웹 인터페이스는 신

뢰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 다. 이러한 웹 인터페이스 설계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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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부 변수로 검색 용이성, 다운로드 속도, 웹사이트의 일관성과 관련된 신뢰성을

사용하 다. Cheskin Research(1999)에서도 방문자가 추구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있어

서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검색을 포함하고 있고, 세부 항목으로 검색의 명료성, 검색

의 접근성, 검색의 강화를 들고 있다.

일곱째, 정보의 품질이다. Raymond & Matthew(2000)의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고객

들이 기업이나 제품의 정보에 한 수집 욕구 때문에 기업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기 시

작하므로 웹사이트에 올라온 정보의 품질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기업에 한 지각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그들은 신뢰에 향을 미치는 정보의 품질을 정 성

(accuracy), 정확성(correctness), 시의 적절성(timeless), 유용성(usefulness)으로 정의

하 는데 정보의 품질이 전자상거래의 초기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으로는 Christy

& Matthew(2000)의 연구에서 제안된 제3자의 인증과 법적 기반을 본 연구에서는 외

부환경요인으로 채택하 다. 제3자의 인증은 Christy & Matthew(2000)의 연구에 따

르면 제3의 기관이 인터넷 벤더들의 신뢰가치를 보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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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n Research(1999)의 연구에서도 승인의 표시가 신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적 기반 역시 Christy & Matthew(2000)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거래

동안 인터넷 쇼핑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과 실행규범으로 이는 인터넷 쇼핑

에서의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이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위의 연구모형에 근거한 각 요인에 한 가설과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한 조작

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2. 가설 설정

기존 문헌에 한 고찰을 바탕으로 설정한 앞의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근거로 가

설들을 설정하 다.

가설 1: 구매자의 신뢰에 한 성향(propensity to trust)은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

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

Christy & Matthew(2000), Mayer 등(1995)은 사람들이“신뢰에 한 성향

(propensity or disposition to trust)”에 있어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McKnight

& Cummings(1998)는“신뢰에 한 성향”은 다른 사람에 의존하려하는 성향으로 퍼

스낼리티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Gefen(2000)은 McKnight & Cummings(1998)의

정의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신뢰에 한 성향은 신뢰를 형성하는 주요 요

인으로 보고 있다. McKnight & Chervany(2000)의 연구에서도 신뢰의 구성요소로 신

뢰에 한 성향을 들고 있는데 그들은“신뢰에 한 성향”을 개인이 여러 상황과 사

람에 걸쳐 타인에 의존하고자 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

들에 근거하여 구매자의“신뢰에 한 성향”은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향을 미

친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구매자의 인터넷 쇼핑에 한 친숙성은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긍정적

인 향을 미친다.

Gefen(2000)은 신뢰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친숙성(familiarity)을 들고 있는데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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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은 과거의 교류와 경험에 기반 한 이해에 근거하며 다른 사람 혹은 사물에 한

현재의 행위에 한 이해를 의미한다. Sabine 등(2000)은 인터넷 비즈니스에 있어서

의 신뢰형성에 관한 연구를 기업의 브랜딩(branding)과 연결하여 수행하 는데 친숙

성은 신뢰를 형성하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윤성준(2000)은 반복적으로

만족한 경험이 재확인 될 경우에 더 높은 신뢰도를 획득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전자

상거래 친 도가 신뢰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을 근

거로 구매자의 인터넷 쇼핑에 한 친숙성은 인터넷 쇼핑에 한 신뢰에 향을 미친

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인터넷 벤더의 거래안전성에 한 지각은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긍정

적인 향을 미친다.

Christy & Matthew(2000)는 인증(authentication), 무결성(integrity), 암호

(encryption), 부인봉쇄(nonrepudiation)와 같은 보안 요구사항의 이행에 있어서 인터

넷 벤더의 능력에 한 인터넷 사용자의 지각을 말하는 지각된 보안통제(perceived

security control)는 신뢰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또한 신용결제에 한

보안성은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의 주요 걸림돌이라는 사실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Greenfield Online, 1998; Ernst & Young, 1999). 이들을 근거로 인터넷 벤더의

거래안전성에 한 지각은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4 인터넷 벤더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한 지각은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긍정 적인 향을 미친다.

Hoffman 등(1999)은 정보 프라이버시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고객의 신

뢰구축에 관한 연구를 하 는데, 신뢰의 부족은 온라인 탐색과정 동안 개인의 정보를

취득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접근에 해 고객의 지각된 통제 부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 다. Christy & Matthew(2000)는 지각된 프라이버시 통제(perceived privacy

control)가 신뢰에 향을 준다는 사실을 검증하 다. 지각된 프라이버시 통제는 전자

거래를 통해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가 승인 받지 않은 사용이나 노출로부터 보호하

는데 있어 인터넷 벤더의 능력에 한 인터넷 사용자의 지각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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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버시는 사용의 용이, 스팸, 보안, 비용에 앞서 인터넷이 직면하고 있는 고객의 주

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들을 근거로 인터넷 벤더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한 지

각은 인터넷 쇼핑에 한 신뢰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 인터넷 벤더의 성실성(integrity)에 한 지각은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긍정 적인 향을 미친다.

Mayer 등(1995)은 성실성(integrity)이 신뢰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Christy &

Matthew(2000)의 신뢰의 개념적 모델에서도 인터넷 벤더의 정직함에 해 인터넷 사

용자가 지각한 지각된 성실성(perceived integrity)을 신뢰의 결정요인으로 포함하고 있

다. 이들을 근거로 인터넷 쇼핑에서 벤더의 성실성이 신뢰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6: 인터넷 벤더의 역량(competence)은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

역량(competence)은 다수의 연구(Butler, 1991; Kee & Knox, 1970; Lieberman,

1981; Mishra, Rosen & Jerdee, 1977; Mayer, 1995)에서 언급되고 신뢰에 관한 선행변

수로서 검증 받아왔다. 또한 Christy & Matthew(2000)는 인터넷 벤더의 기술, 능력,

전문성에 해 사용자가 지각한 지각된 역량(perceived competence)을 인터넷 쇼핑에

있어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을 근거로 인터넷 쇼핑에서

벤더의 역량은 신뢰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7: 웹사이트의 실체성은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

웹사이트의 실체성은 윤성준(2000)의 연구에서 소비자가 실체적인 효용을 원한다

는 가정 하에 웹사이트 본연의 효용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쇼핑몰 개설 기업의 인지도, 평판, 제품 속성의 설명도, 제품 선택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있다. Jarvenpaa 등(1999)의 인터넷 상점에 있어서의 고객의 신뢰에 관한 연

구에서 지각된 평판(perceived reputation)과 지각된 규머(perceived size)를 사용하 고,

Cheskin Research(1999)에서도 쇼핑몰과의 거래를 선택하는데 있어 기업의 평판을 측

정하기 위해 브랜드(brand)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을 근거로 웹사이트의 실체성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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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8: 웹사이트의 기능성은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

웹사이트의 기능성은 윤성준(2000)이 정의하고 있는“검색기능성”과 Cheskin

Research(1999)가 고객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는데 있어서의 용이함으로 정의하고 있

는“검색(navigation)”과 사이트가 기술적으로 기능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기

술(technology)”, 그리고 Raymond & Matthew(1999)가 사용하고 있는“웹 인터페이스

설계”를 표하는 임의로 설정된 변수이다. 각 변수들이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포함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웹사이트의 기능성은 인터넷 쇼핑에서 신뢰에 향

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9: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은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긍정적

인 향을 미친다.

Raymond & Matthew(1999)는 잠재적인 고객이 기업 혹은 제품정보에 한 필요성

때문에 기업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므로 인터넷상에 개재된 정보의 품질은 기업에

한 개인의 지각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정보의 품질을 전자상거래에 있어

신뢰의 요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평가에 있어서 정보의 품질은

사용자 만족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DeLone & McLean, 1992). 이들

을 근거로 정보의 품질이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0: 제3자의 인증에 한 지각은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

Christy & Matthew(2000)는 제3자의 인증(third party recognition)을 인터넷 벤더의

신뢰가치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긍정적

인 향을 준다고 하 다. Cheskin Research(1999)의 연구에서도 인증표시(seals of

approval)를 변수로 사용하여 제3자의 인증을 신하여 신뢰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Jarvenpaa 등(1999)의 연구에서도 모델에 포함되어 실증적인 검증은 거치지 않고

있으나 경험적으로 제3자의 인증에 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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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제3자의 인증은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1: 법적기반에 한 지각은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

다.

법적 기반(legal framework)은 전자거래동안 인터넷 쇼핑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실행규범과 법규로 정의되어 신뢰에 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Christy &

Matthew, 2000). 이들을 근거로 법적 기반은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향을 미친

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1) 신뢰에 한 성향(propensity to trust)

Christy & Matthew(2000)는 신뢰에 한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퍼스낼리티에 관련

한 4개 항목과 문화적 환경에 관련한 2개 항목, 경험에 관련한 3개 항목으로 측정을

하고 있으나 문화적 환경과 경험은 인터넷 쇼핑에 한 신뢰보다는“신뢰에 한 성

향”을 형성하는데 원인이 되는 변수로 간주되어 측정에서 제외하 다. 이에 한 측

정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에 한 성향을 신뢰의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Gefen(2000)이 사용한 설문항목(4개 항목)과 Christy & Matthew(2000)가 사용한 퍼

스낼리티와 관련하여 사용한 4개 항목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 항목을 제거한 후 4

개 항목을 측정도구로 사용하 다(A1-A4).

2) 인터넷 쇼핑에 한 친숙성(familiarity)

인터넷 쇼핑에 한 친숙성은 인터넷 쇼핑 시 구매자가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알게되는 제품의 검색, 제품의 정보, 제품의 주문방법 등에 한 지식이 이에

해당한다. Gefen(2000)은 인터넷 쇼핑에 한 친숙성을 측정하기 위해 5개 항목을

사용하 는데 이중 유효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4개 항목 중 쇼핑몰 상에서 제품의 평

가에 관한 물음의 친숙성 항목은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에 한정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제거하고 3개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 다(B1-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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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안전성(security)

거래안전성은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할 시 주문에서 배달된

제품의 환불까지 구매자의 제품 거래에 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거래정보의 안

전, 안전보장수단, 환불정책, 주문하는 동안 문제 발생 시 재주문, 구매자 확인, 보

증, 지불수단의 안전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Christy & Matthew(2000)가

사용한 거래안전성의 측정을 위한 2개 항목과 윤성준(2000)이 사용하고 있는 2개 항

목(안전보장 문구, 환불정책)을 추가하여 거래안전성을 측정하 다(C1-C4).

4)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는 거래를 위해 개인 구매자가 인터넷 벤더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벤더에 의해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을

보장받는 것으로 Christy & Matthew(2000)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3개 항목과

Hoffman 등(1999)의 개인정보의 2차적 사용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 다

(D1-D4).

5) 벤더의 성실성(integrity)

벤더의 성실성은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벤더의 정직성과 고객에 한 인터넷 벤

더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Christy & Matthew(2000)가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

개 항목을 사용하 다(E1-E2).

6) 벤더의 역량(competence)

벤더의 역량이란 인터넷 벤더에 해 구매자가 느끼는 벤더의 기술력, 능력, 전문

성을 말하는 것으로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인터페이스 등에서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인터넷 벤더에 한 개인적인 지각을 말한다. Christy & Matthew(2000)

가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3개 항목을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 다(F1-F3).

7) 웹사이트 실체성

웹사이트의 실체성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기업의 평판, 크기, 도메인명, 브

랜드, 제품선택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 구매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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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윤성준(2000)

이 사용한7개 항목과 Cheskin Research(1999)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브랜드 개념),

Jarvenpaa 등(1999)이 사용한 항목들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판, 도메인/회사명

의 명성정도, 규모, 제품의 다양성, 브랜드인지도에 한 항목을 사용하여 웹사이트

실체성을 측정하 다(G1-G5).

8) 웹사이트 기능성

웹사이트의 기능성은 인터넷 쇼핑을 하는 구매자가 얼마나 빠르고 쉽게 원하는 제

품을 찾아 주문 처리를 할 수 있게 웹사이트가 운 되는지에 해 사용자가 지각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윤성준(2000)이 사용한 검색기능성과 Cheskin Research(2000)

의 검색(navigation), 기술(technology), Raymond & Matthew(1999)의 웹 인터페이스

설계를 측정 상으로 하여 이를 측정하기 위해 전환의 신속성, 전반적인 기능성, 검

색 용이성, 도움기능의 4가지 항목을 사용하여 웹사이트 기능성을 측정하 다(H1-

H4).

9) 정보의 품질

정보의 품질은 인터넷 벤더가 운 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해 구매

자가 지각하는 정보에 한 품질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의 품질에 관한 측정수단은 사

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Ives(1983)의 연구에 기반한

Raymond & Matthew(1999)의 연구에서 정보의 정 성(accuracy), 정확성

(correctness), 적시성(timeliness), 유용성(usefulness)을 통해 정보의 품질이 신뢰에

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인터넷 쇼핑이란 상

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 다(I1-I4).

10) 제3자 인증(third party recognition)

제3자 인증은 인터넷 벤더의 신뢰가치를 보장하는 제3의 인증기관의 명성, 업무,

쇼핑객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구매자가 인증기관에 해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

으로 여기서 제3의 인증기관의 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정보통신, 정보보호

센터, 금융결제원 및 카드 인증업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Chris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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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ew(2000)가 개발한 3개 항목을 측정수단으로 사용하 다(J1-J3).

11) 법적기반(legal framework)

법적 기반은 인터넷 쇼핑에서 전자 거래를 하는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규나 실행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한 구매자의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hristy & Matthew(2000)가 개발한 2개 항목을 사용하 다(K1-K2).

1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는 고객이 인터넷 쇼핑에 해 느끼는 전반적

인 신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측정은 여러 연구자들이 사용한 측정방법들을 참

조하 다. Christy & Matthew(2000)는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3개 항목을 사용하 고,

윤성준(2000)은 전반적인 신뢰도를 측정하는 1개 항목을 사용하 다. Jarvenpaa 등

(1999)은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7개의 항목을 사용하 고, Gefen(2000)은 2개 항목

을 사용하 으며 Ganesan(1994)은 1개 항목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

를 기반으로 의미의 중복성을 제거한 후 4개 항목 신뢰를 측정하 다(L1-L4).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는 모두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IV. 究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에 해 일반소비자가 신뢰를 형성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

인에 관한 연구이므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인터넷 사

용자들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설문은 가상 커뮤니티를 이용한 친목모임, 학술포럼

등에 가입된 회원들을 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직장인과 학생들을

상으로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 다.

온라인은 프리챌(http://www.freechal.com)의 4개의 일반 친목 커뮤니티의 회원

4,400명과 SDS-Epartner(http://www.sds-epartner.com)의 인터넷 마케팅 포럼 회원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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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게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설문지를 발송하여 총 170부의 설문지

를 회수하 다. 회수된 170부의 설문지 중 불완전한 설문과 구매경험이 없는 경우 등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1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5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오프라인은 학생과 회사원을 상으로 총 10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100%

회수하 으나 유효하지 않은 9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91부를 분석에 사용하여 총 247

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54.7%이고 여자가 45.3%로서 남자가 9.4% 정도 더 많

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본의 연령 분포는 20 (60.3%)와 30 (32%)가 전체의

92.3%를 차지하여 비교적 젊은 층이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그에 반해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10 (4.5%)와 40 이상(3.2%)

은 그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본의 학력 분포는 졸(51.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학원 이상(18.6%)과 학 재학생(17.8%)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학력이

학 재학 이상(87.8%)인 것을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인터넷 쇼핑이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본의 직업 분포는 회사원(51%)과

학생(32.3%)이 전체의 8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

고 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직업이 회사원과 학생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부는

6.1%로서 아직 인터넷 활용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주간 인터넷 접속 횟수는 21

회 이상(68.8%)과 11-20회(17%)가 전체의 8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쇼

핑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표본 상의 85.6%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간

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인터넷 이용기간은 1년 이상이 전체의 92.7%를 차지하고 있어

1년 이상 인터넷 이용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 횟수는 1-2회가 30.4%로 가장

비율이 높고, 3-5회(27.9%), 10회 이상(24.7%), 6-10회(17%)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 3회 이상의 상품 구매 경험자가 전체 69.6%를 차지하고 있어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표본 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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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신뢰성 분석

신뢰성 분석은 동일한 개념을 독립된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다항목 척도

를 이용한 측정 항목에 하여 신뢰성 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는 반분법

과 내적 일관성 검증법이 사용된다. 측정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내적 일관성 검증법으로 이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항목들을 이

용하는 경우 각 측정도구 내의 각 항목별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

인하는 방법이다. 특히 Cronbach’s Alpha에 의한 방법은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들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를 측정하여 다항목 척도 변수의 신뢰성을 측정하

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Alpha 값이 0.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

다고 보며 전체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 할 수 있다. 다음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나누어 신뢰성 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 종속변수의 신뢰성 분석

종속변수에 한 신뢰성 분석결과 신뢰성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이 0.8923으로

나타나 신뢰에 관련된 4개의 측정항목은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4개의 항

목이 모두 채택되었다.

2) 독립변수의 신뢰성 분석

아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든 독립변수의 Cronbach’s Alpha값이 0.6 이상이 되므

로 각 독립변수의 측정항목들이 독립변수에 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으며 내

적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독립변수에 한 신뢰도가 높고 측정 항목 중

에서 제거될 상이 나타나지 않아 최초 항목 모두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독립변수

중에서 신뢰에 한 성향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신뢰성 계수에서 신뢰에 한 성향은

두 번째 항목, 프라이버시 보호는 첫 번째 항목이 제거되는 경우 그 신뢰성이 0.1 이

상 증가하고 있고 각 측정항목들의 평균에 한 검정을 통해서도 평균값에는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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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있음이 나타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이들 측정항목들이 하나의 요인을 측정하고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타당성 분석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상을 올바르게 측정하 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그

평가방법에 따라 내용타당성, 기준에 의한 타당성, 구성 개념 타당성으로 나누어진

다. 내용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측정 상의 실제 역을 표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도구의 표성에 관한 개념이다.

설문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하 으며 사용된 요인 분석 방법은 주

요인 분석 중 베리맥스 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사용하 고 각 요소들간의 독립성

을 가정하 다. 특히 이 방식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만 높게 적재되는 변수의 수를

줄여 주어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 다. 독립변수들의 요인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

고 베리맥스법에 의한 반복계산 후에 얻어진 회전 결과이다. 베리멕스회전은 요인의

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에 의해 38개의 측정항목 중에서 A2, D1, H1은 다른 측정항목과 묶이지 않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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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독립변수의 신뢰성 분석 결과

변 수 명 초기항목수 최종항목수 Cronbach’s Alpha

신뢰에 한 성향 4 4 0.6938
친 숙 성 3 3 0.8531
거래 안전성 4 4 0.8177
프라이버시 보호 4 4 0.8657
벤더의 성실성 2 2 0.8175
벤더의 역량 3 3 0.9250
웹사이트 실체성 5 5 0.8668
웹사이트 기능성 4 4 0.8223
정보의 품질 4 4 0.8545
제3자 인증 3 3 0.8262
법적 기반 2 2 0.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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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항목 공통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요인11

A1 .785 � .152 .212 � � .806 .154 � � .144 �

A3 .852 � .125 � .110 � .878 .119 .144 � � �

A4 .799 � .154 � � .131 .852 � � � � �

B1 .692 .198 .154 � � � .192 .745 � � -.126 .139
B2 .891 � � .140 .128 .110 � .893 � .121 � -.104
B3 .852 � � � � � .109 .892 .124 � � �

C1 .671 .256 .104 .506 .415 .223 .109 .126 .159 .212 � �

C2 .739 .273 .163 .636 .369 � .207 � .137 .139 � �

C3 .700 .167 .205 .731 .184 .130 � � .151 � � �

C4 .696 .157 .273 .593 .111 .324 � � .136 .293 � .126

D2 .849 .150 .332 .147 .229 .768 .116 � � .170 � �

D3 .843 .148 .174 .183 .290 .726 .120 .150 .206 .256 � �

D4 .812 .182 .214 .139 .302 .755 � � .113 .166 � �

E1 .695 .288 .329 .139 .281 .199 .128 .185 � .201 .110 .513
E2 .713 .221 .379 .246 .253 .111 .212 � .130 .146 .540

F1 .819 .116 .243 .229 .728 .317 � � .164 .133 � �

F2 .843 .128 .285 .246 .754 .212 � � .204 .111 � �

F3 .819 .151 .286 .182 .753 .196 � � .219 .112 � �

G1 .638 .605 .332 .224 .154 .111 � .176 .152 .112 � �

G2 .845 .833 .220 .137 � � � � .135 � � .206
G3 .811 .861 .168 � � .102 � � � � � �

G4 .651 .599 .270 .177 .168 .227 .155 .126 � -.173 � -.190
G5 .686 .605 .233 .243 .183 .250 � .183 .102 � .160 -.181

H2 .661 .303 � .197 .297 .128 .119 .100 � .611 -.143
H3 .642 .217 .156 � .214 .126 .151 � .248 � .661 �

H4 .660 � � .117 .231 .211 � � .312 -.108 .642 �

I1 .733 .253 .655 � .264 � � � � .209 � .317
I2 .722 .200 .658 .145 .285 .126 .143 � � � � .293
I3 .707 .168 .702 .199 .158 .200 .133 � .119 .200 � �

I4 .710 .191 .727 .158 * .199 .150 � � .186 � -.115

J1 .711 .109 .176 � .277 .212 � � .692 .226 � �

J2 .775 .115 .212 .193 � � .156 .153 .782 � .104 �

J3 .783 .179 .175 .214 .143 .147 .156 � .690 .339 .107 �

.806

.878

.852

.745

.893

.892

.506

.636

.731

.593

.768

.726

.755

.728

.754

.753

.605

.833

.861

.599

.605

.611

.661

.642

.655

.658

.702

.727

.692

.782

.690

.513

.540



거하 고, 남은 35개의 측정 항목이 11개의 요인으로 묶여짐을 볼 수 있다. 순서 로

해당 요인은 웹사이트 실체성, 정보의 품질, 거래안전성, 벤더의 역량, 프라이버시 보

호, 신뢰에 한 성향, 친숙성, 제3자 인증, 법적기반, 웹사이트 기능성, 벤더의 성실

성이 이에 해당된다. 요인 분석결과 제거된 항목인 A2, D1, H1 중에서 A2는 신뢰에

한 성향을 묻고 있는 항목중 하나이나 다른 세 개의 항목과는 달리 신뢰의 개념 중

의존가능성에 관한 개인적 경향을 묻고 있어 응답자 중 상당수가 다른 3개의 항목과

는 다른 답변을 보이고 있어 신뢰에 한 성향에 묶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D1의 경우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벤더가 고객의 프라이버시에 갖는 관심의

정도를 묻는 항목으로 이는 표본자료의 특성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수의 응답자

가 인터넷 환경에 경험이 많고, 최근 다수의 쇼핑몰에서“개인정보보호”라는 문구

를 접할 수 있어 다른 3개의 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함께 묶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H1의 경우에는 나머지 3개의 항목이 쇼

핑이라는 특성과 연결되는 반면에 H1은 일반적인 웹사이트 전환의 신속성을 묻는 항

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쇼핑몰을 방문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각 쇼핑몰에서 느끼는 전

환속도에 한 정도의 차이가 커서 묶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절에서는 요

인분석에서 타당성이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최종 35개의 측정항목과 11개의 요인

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에 한 가설검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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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항목 공통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요인11

K1 .851 � 11.245 1.121 1.245 1.232 1.149 1.105 1.325 11.733 � �

K2 .878 � 11.208 1.120 1.208 1.321 1.126 1.104 1.241 11.765 � �

고 유 값 13.594 13.366 3.182 2.948 2.893 2.611 2.553 1.459 12.2452 11.192 11.091

설명분산 12.542 19.620 9.459 7.613 6.871 6.719 6.470 6.454 15.056 12.870 12.499

누적분산(%) 12.542 22.162 31.621 39.234 46.105 52.824 59.294 65.748 70.804 73.674 76.173

*: 요인 적재량이 0.1 이하인 것으로 생략되었음을 표시.

.733

.765



4. 가설검증

다중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다중 공선성이 있는가를 진단하 는데 모든 분산확

지수의 값이 10 보다 작아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SPSS 에서

Tolerance(다중공선허용치)는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통계량이

고 VIF(분산확 지수)는 Tolerance의 역수인데 일반적으로 분산확 지수가 10보다

작으면 다중 공선성은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을 배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을 하 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측정항목들에 한 타당성 분석

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A2, D1, H1을 제외한 측정항목들의 변수별 평균값

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데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독립변수는 친숙성, 거래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벤더의 역량, 법적 기반으로

나타났고, 유의 수준 0.1에서는 벤더의 성실성과 정보의 품질이 추가로 유의성이 있

게 된다. 따라서 신뢰에 한 성향, 웹사이트 실체성, 웹사이트 기능성, 제3자 인증

은 종속변수인 인터넷 쇼핑에 한 신뢰에 유의한 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회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Beta 계수가 법적 기반 0.219, 인터넷 쇼핑에 한 친숙성

0.214, 벤더의 역량 0.196, 거래 안전성 0.156, 프라이버시 보호 0.117로 나타나 인터

넷 쇼핑에 한 신뢰에 법적 기반과 인터넷 쇼핑에 한 친숙성이 향을 미치는 요

인 중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에 한 채택 여부는 아래와 같다.

연구모형에 따라 설정된 가설 중 구매자 요인에서는 가설 2가 유의수준 0.05에서

채택되었다. 인터넷 벤더의 신뢰가치성에 속한 가설 중에는 가설 3, 가설 4, 가설 6

이 유의수준 0.05에서 채택되었고 가설 5, 가설 9는 유의수준 0.1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외부 환경요인에서는 가설 11이 유의수준 0.05에서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실

증 분석 결과 신뢰에 한 성향과 웹사이트 실체성, 웹사이트 기능성, 제 3 자 인증은

기각되었다.

신뢰에 한 성향(가설 1)은 Gefen(2000)의 실증연구에서는 신뢰에 긍정적인 향

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상이 인터넷 쇼핑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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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들을 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불특정 다수

이며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뢰에 한 성향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할 지라도

인터넷 쇼핑에서의 경험에 따라 인터넷 쇼핑의 신뢰에 해 평가하는 데는 많은 차이

가 나타나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실체성(가설 7)은 윤성준(2000)의 연구에서는 측정변수인 개설기업 인지

도와 개설기업 평판이 웹사이트 신뢰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Jarvenpaa 등(1999)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상점에 있어서의 신뢰의 주 요인으로 판매

자의 지각된 규모와 지각된 평판을 들어 실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판, 인지

도, 규모, 제품의 다양성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실체성은 인터넷 쇼핑

에서의 신뢰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구의 상이 인터넷 쇼

핑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들의 인터넷 쇼핑경험은 구매 목적에 따라 다양한 쇼핑몰

을 이용하여 그 규모나 인지도, 평판, 취급제품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각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Raymond & Matthew(1999)에 따르면 기업의 평판이 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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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중 회귀분석 결과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β 표준오차 β

상수 -.768 .261 -2.943 .004
신뢰에 한 성향 5.048E-02 .043 .044 1.173 .242

친숙성 .214 .033 .237 6.422 .000*
거래안전성 .156 .055 .146 2.845 .005*

프라이버시 보호 .117 .044 .137 2.681 .008*
벤더의 성실성 9.786E-02 .059 .089 1.668 .097**
벤더의 역량 .196 .057 .189 3.468 .001*

웹사이트 실체성 4.584E-02 .056 .039 .817 .415
웹사이트 기능성 1.429E-02 .069 .012 .206 .837

정보의 품질 .112 .064 .099 1.739 .083**
제3자 인증 -3.745E-02 .049 -.035 -.759 .448
법적기반 .219 .047 .225 4.660 .000*

R Square: 0.745 조정된 R Square: 0.733

F: 62.259 유의확률: .000

*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함 **유의 수준 0.1에서 유의함



신뢰 형성에는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상은 이미 인터넷 쇼핑에

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상이므로 초기에 신뢰 형성요인이 되고 있는 웹사이트

의 실체성(가설 7)은 기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웹사이트 기능성(가설 8)은 연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볼 때 인터넷을 자주

접하는 학생과 회사원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97% 이상이 주간 인터넷 접속횟

수가 6회 이상이어서 매일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기

능성은 그다지 신뢰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자 인증(가설 10)은 Christy & Matthew(2000)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에 있

어서의 신뢰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들이 국내에 어떤 인증기관들이 존재하며 인증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신뢰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V. 結��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쇼핑이라는 특정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신뢰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식별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들을 상으로 실

증적인 검증을 통해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체계적

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연구모형을 세운 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11개의 독립변수(신뢰에 한

성향, 친숙성, 거래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벤더의 성실성, 벤더의 역량, 웹사이트

실체성, 웹사이트 기능성, 정보의 품질, 제3자 인증, 법적 기반) 중에서 친숙성, 거래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벤더의 역량, 법적 기반이 인터넷 쇼핑에 한 신뢰에 긍정

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유의수준 5%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벤더의 성실성과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 또한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연구에 따른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에서 구매자 요인, 인터넷 벤더의 신뢰가치성, 외부환경요인과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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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쇼핑에서의 신뢰와의 관계를 실증적 검증을 통해 확인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Christy & Matthew(2000)는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관한 연구를 위해 개념

적인 모델과 측정도구를 만들었으나 연구 상이 학 내의 MIS를 연구하는 학생과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설문과 직접

설문을 병행하여 일반인을 상으로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한 실증검증을 하여 기존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또한 Christy & Matthew(2000)가 제안한 모델을 보완하여 보다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실증적인

검증결과 구매자 요인에서는 구매자의 인터넷 쇼핑에 한 친숙성이, 인터넷 벤더의

신뢰가치성을 이루고 있는 요인에서는 거래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벤더의 역량이,

외부환경요인에서는 법적 기반이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벤더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에 주목하여야 할 것인가를 실증적 검증을 통해 확인한데 그 의의가 있

다. 인터넷 벤더들이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인터넷상에서 상거래를 다

룰 만한 능력과 전문성, 자원,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객이 지각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고, 둘째, 인터넷 쇼핑을 통한 거래가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기관에서 부

여받은 로고를 제시하거나 환불정책을 명확히 하고 기술적으로 거래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고객에게 보장하기 위한 책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 고객의 개인 정

보가 다른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고 보호된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한 책이 마련되

어야 함을 확인하 다. 추가적으로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를 위한 외부요인으로 쇼

핑을 하는 고객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함을 확인하 다. 또한, 구매자 요인으로 인터넷 쇼핑에

한 친숙성이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에 가장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을 통한 제품구매에 친숙해질수록 신뢰도는 높아짐을 확인하

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아직은 초기 단계이므로 상점을 통해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와 같은 정도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통한 제품구매가 활성화되고 고객이 이에 더 친숙해 지면 질수록 신뢰의 정

도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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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살펴본 인터넷 쇼핑에서의 신뢰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인터

넷 쇼핑이라는 상황에서 고객의 구매를 어렵게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인터넷 벤더는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각 요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 할 때 고객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이

를 운 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는 쇼핑몰을 이용할 때 느

끼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고, 쇼핑몰에서는 보다 많은 구매를 유도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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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Customers’ Trust in Internet Shopping

In Keun Chung*
Dae Hun Yang**

ABSTRACT

Although the volume of electronic commerce is increasing rapidly more than 100%

annually, many consumers still hesitate Internet shopping due to the lack of trust in electronic

transactions. Greenfield Online (1998) reports that Internet vendors could enhance their

level of trust by increasing the security of the payment system and trustworthiness of the

vendors. Even though trust is an important element in consumer based electronic shopping,

there have not been many empirical studies dealing with the trust of consumers in Internet

shopping.

This study found factors which influence the consumers’ trust and suggests ways to obtain

consumers’ trust for the Internet shopping mall operators. A rather comprehensive model

was develop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sumers’

trust as a dependent variable.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propensity to trust of consumers,

familiarity of consumers to Internet shopping, the perception of transaction safety of

consumers, protection of privacy, vendor’s integrity, vendor’s competence, substance of

website, functionality of website, quality of information, third party recognition, and the legal

framework. The following factors are found to be influencing consumers’ trust; familiar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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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to Internet shopping, the perception of transaction safety of consumers,

protection of privacy, vendor’s competence and the legal framework. A few recommendations

are given to Internet vendors to win consumers’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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