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1 

 

소비자학석사 학위논문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에 대한 

소비자 평가 연구 

-Kano모델을 중심으로- 

 

 

 

 

 

 
 2021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이아롬 



2 

 

 



3 

 

초    록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등의 특성으로 사람들을 연결하여 준 기존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 

커머스 성격을 가진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 SNS 플랫폼 중 커머스로의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Instagram)이다. 

인스타그램마켓은 최근 떠오르는 새로운 유통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으며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품 품질과 수익성 논란과 판매자의 비공개적인 

가격 공개 방침, 판매자의 신뢰, 교환, 환불 거부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스타그램마켓의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소비자지향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소비자측면에서 인스타그램마켓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사항이나 인식, 

요구사항의 반영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소비자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의 지속적인 구매의도나 충성도 등과 같은 장기간 

동안의 관계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스타그램마켓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품질 요인과 만족 수준을 파악하여 인스타그램마켓의 소비환경의 

소비자지향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웹사이트의 품질 차원과, e 커머스 

사이트 품질차원을 다각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과 하위 속성들을 도출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Kano 모델은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 상태를 이원적 접근법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복합적인 평가 상태인 ‘만족’ 차원을 더욱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객의 요구사항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특징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PCSI 지수는 Kano 모델의 결과값을 

활용한 지수로 각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현재 만족도를 반영하여 품질 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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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를 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을 경우 그 만족도가 그전에 비하여 얼마나 더 개선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최우선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Kano 모델과 PCSI 지수를 함께 사용하여 

소비자의 평가를 고찰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스타그램마켓에 대한 평가 내용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 결과는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성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유용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인 인스타그램마켓은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으로 팔로워가 많은 유명인(influencer) 또는 개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의류, 화장품, 육아용품, 생활잡화 등을 공동구매, 자체제작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 

차원으로 e 점포 속성 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로 구성하였으며 각 품질별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속성을 총 20 개를 도출하였다. 그 후 

소비자들의 각 속성에 대한 현재 만족도와 품질 인지는 어떠한 지 확인하기 위해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제품 구매나 마켓 계정을 팔로우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360 명으로 제품 

군별로 뷰티 제품 128 명, 육아용품 101 명, 생활잡화 131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스타그램과 인스타그램마켓의 전반적인 

이용행태를 살펴보고, Kano 모델을 적용한 각 품질 속성의 분류와 PCSI 지수의 

순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인스타그램마켓의 불편한 점에 대한 개방형 문항의 

응답내용을 함께 고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용 제품에 따라 소비자를 세 

집단으로 구별하여 Kano 모델 분류를 다시 도출하여 제품 군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웹사이트의 품질 차원과, e 커머스 사이트 품질차원을 

다각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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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 차원으로 e 점포 속성 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로 구성하였으며 각 품질 별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속성을 총 20 개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유통 

형태인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차원을 통해 소비자평가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에 대한 소비자평가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해 Kano 모델을 적용하여 분류한 결과 e 점포 속성 품질에 해당하는 

속성들은 일원적 품질과 매력적 품질에 분산되어 있었다. 가격과 품질, 보안성, 

사후 서비스, 구매의 편리함은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주요 속성에 

해당하는데 일원적 품질로 분류된 것을 통해, 인스타그램마켓에서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품질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소비자들에게 중요하게 평가되는 기능으로는 

정보품질에 해당하는 속성들임을 확인하였다. 우선 일원적 품질로 분류된 

‘정보의 정확성’은 고객의 명시적 요구사항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의 정보 품질에 

해당하는 ‘유희성’, ‘독창성’, ‘최신성’, ‘다양성’ 은 매력적 품질로 분류되어 고객 

감동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마켓의 

판매자나 운영자는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만족 수준 개선의 여지가 크며, 고객 

감동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정보품질에 해당하는 속성들에 좀더 집중하여 개선 및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품질의 경우, 인스타그램 상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의 외모나 

팔로워 수와 같은 요소와 실시간 라이브 방송과 같은 기능들이 소비자들의 만족 

여부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품질에 

해당하는 속성인 ‘친밀함’은 매력적 품질 특성을 강하게 보이는데, 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상 생활을 공유하거나 공통된 관심사로 소비자들과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친밀한 감정을 키워가는 것이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마켓을 

이용할 때 기대이상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속성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e커머스 사이트(B2C)의 품질 연구에서 오프라인 점포에서 강조되었던 판매원의 

친밀함과 같은 서비스 속성은 온라인 점포에서는 중요성이 낮아진다는 결과와 

상반된다는 점에서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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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PCSI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들의 각 속성의 현재 

만족 수준을 반영한 PCSI 지수의 상위순위로 도출된 값들은 모두 일원적 품질로 

분류된 인스타그램마켓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속성으로 확인되었다. SNS 

마켓은 현재 커머스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지만 커머스의 기본 속성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해당 속성들에 대해 현저히 낮은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이용과 만족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속성들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보안성의 경우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지침을 SNS 마켓 계정 

운영자에게 제시되어야 하며, 사후 서비스(반품, 환불, A/S)를 거부하는 

판매자들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마켓 이용 시 경험한 

불편했던 점’의 개방형 문항의 답변을 통해서 소비자가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지각하는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SNS 마켓이 소비자간 거래라는 점에서 

전문적인 CS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고 제품에 대한 정보 역시 

객관성이 떨어지는 판매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내용이 제시된다. 또한 

플랫폼이 기존의 소셜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커머스 사이트에서 

갖추고 있는 구매후기 게시판, 장바구니 기능, 검색기록, 배송 확인하기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불만 사항들이 있었다. 이는 SNS 의 

커머스화로 일반적인 온라인쇼핑 사이트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쇼핑 친화적인 

구매환경을 SNS 마켓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아직까지 인스타그램의 

완전한 커머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체의 기능적인 한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 번째, 제품군 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제품군 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품질 속성은 서비스품질에 속하는 것이다. 뷰티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답변은 ‘매력성’, ‘인지도’가 매력적 품질로 분류된 반면, 육아제품과 

생활잡화 구매 시 소비자들의 답변은 무관심 품질로 분류되었다. 즉, 뷰티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판매자의 외모나 스타일, 그리고 영향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나 다른 제품군에서는 해당속성들이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만족이나 

불만족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판매 제품군 별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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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야 할 기능과 세부 속성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인스타그램마켓, 소비자 평가, Kano 모델, PCSI 지수, e 점포속성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학 번 : 2019-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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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등의 특성으로 사람들을 연결하여 준 기존의 기능에서(Hagel & 

Armstrong, 1996) 더 나아가 커머스 성격을 가진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 

SNS 는 이제 제품 홍보와 판매 수단으로 활용되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는 

새로운 커머스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기존의 온라인 유통 흐름에 새로운 

물결이다(Hajli N., 2014). SNS 의 계정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운영하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SNS 마켓은 글로벌 경제규모가 연간 20 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소비자와 기업 간 거래(B2C)에서 소비자간 

거래(C2C)로 온라인 유통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김주완,2020; 이현수,2019). 

과거에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자본, 쇼핑몰 개설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지만 

SNS 마켓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 없고 재고 부담도 낮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마켓을 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 M. Din et 

al., 2018; Rafinda A. et al., 2018). 또한 판매자가 전문 판매원이 아니더라도 

SNS 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관계 형성에 유리하며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쉽게 추적할 수 있고 이를 낮은 비용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매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켓 시장임을 예측할 수 

있다.  

SNS 플랫폼 중 커머스로의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플랫폼은 인스

타그램(Instagram)이다. 인스타그램마켓은 최근 떠오르는 새로운 유통의 형태

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인스타그램이 다른 SNS 플랫폼이나 온라인 커머스에 

비해 이미지 중심의 미디어로서 비주얼적 요소로 바이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는 점과(김우빈 & 추호정, 2019) 댓글이나 다이렉트 메시지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에 상호작용성이 높다는 장점 덕분이

다(Cyr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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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들과 더불어 높은 팔로워 수로 팬덤을 인플루언서 (Influencer)를 

활용한 마케팅 역시 인스타그램이 마켓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과거의 일방적이였던 기업의 광고와 달리, 소비자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유대감을 형성하여 친밀함과 신뢰를 쌓아갔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만족감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박신영, 2020; Karakaya & 

Ganim Barnes, 2010). 이와 더불어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페이스북의 

‘페이스북샵스(shops)’서비스 도입은 인스타그램의 e-커머스적 성격으로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ob Price, 2020). 이미 지난해부터 

쇼핑 태그를 통해 사진 속 상품의 구매처로 유입(아웃 링크)시키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토리에서 광고를 보일 수 있게 하여 커머스 비즈니스에 

최적화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인스타그램의 새로 도입된 쇼핑 기능들이 광고 

채널로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면, 앞으로는 인스타그램 앱 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마켓 플레이스의 속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기능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인스타그램은 이용자 규모에서도 국내의 대표적인 

SNS 마켓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인스타그램 이용자수는 2020 년 6 월 

기준으로 14 억 74 만 6 천명이며 전체 인구수의 28.9%를 차지할 정도로 이용자 

규모가 크다(NapoleonCat, 2020). 월간 활성 이용자 수로 살펴보면 2020 년 

6 월 기준으로 네이버 밴드(1692 만명) 다음으로 인스타그램(1149 만명)이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다. 최근 서울시가 전자상거래이용자 4,000 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쇼핑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90.9%(3,636 명)가 SNS 를 이용하고 있으며, 2 명 중 1 명은 SNS 를 통해 

쇼핑을 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SNS 를 통해 쇼핑을 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매체는 ‘인스타그램’(35.9%)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20) 

하지만 인스타그램마켓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품 품질과 

수익성 논란과 판매자의 비공개적인 가격 공개 방침, 판매자의 신뢰, 교환, 환불 

거부 문제 등과 같은(이희조, 2020, 김설아, 2019) 부정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스타그램마켓의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소비자지향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소비자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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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마켓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사항이나 인식, 요구사항의 반영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소비자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의 지속적인 구매의도나 충성도 등과 같은 장기간 동안의 관계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스타그램마켓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신종학, 2002).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품질 요인과 만족 수준을 파악하여 인스타그램마켓의 소비환경의 

소비자지향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스타그램마켓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전반적인 

현상을 연구하거나(채희주 & 이진숙, 2020) 소비자의 이용 동기와 행태, 

소비자의 구매의도(이길아,2019; 이병관 외, 2020; 장연아 & 김한나,2019)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인스타그램마켓의 공급자 측면에서 인플루언서의 특성이나 

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특성과 인스타그램마켓 자체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특징(김우빈 & 추호정, 2019; 박신영, 2020; 윤여진, 2020; 이유진, 2020)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반면 소비자들의 인스타그램마켓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소비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결제라는 금전적 거래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과 같은 속성들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요인에 주목하여 

e 점포속성 품질, 서비스품질, 정보품질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으며, 각각의 

품질에 따른 소비자들의 평가와 만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Kano 모델과 

PCSI 지수를 바탕으로 각각의 속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결과를 고찰하였다.  

 Kano 모델은 소비자의 만족 차원을 이원적 접근법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복합적인 평가 상태인 ‘만족’ 차원을 더욱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소비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특징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Kano 모델의 결과값을 활용한 

PCSI 지수는 소비자의 각 속성에 대한 현재 만족도를 반영하여 품질 개선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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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를 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값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을 경우 그 만족도가 그전에 비하여 얼마나 더 개선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최우선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임성욱 & 박영택, 2010).   

본 연구는 소비자 측면에서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품질 요인과 만족 수준을 파악하여 인스타그램마켓 소비환경의 

소비자 지향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기존의 웹사이트의 품질 차원과, 

e 커머스 사이트 품질차원을 다각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차원을 도출하였다. 또한 Kano 모델과 PCSI 지수를 함께 

사용하여 소비자의 평가를 고찰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이 ‘기대에 대한 불일치의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감정과 소비 경험 후에 갖는 감정의 복합적인 전체적인 

심리상태’(Oliver,1980)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인스타그램마켓에 대한 평가 

내용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내용은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성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유용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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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및 의의 
 

SNS 플랫폼 전반에 커머스 기능의 적용이 보편화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인스타그램마켓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스타그램마켓은 새로이 생겨난 

소비자간 거래(C2C)인 온라인 유통의 트렌드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이용 추세와 

더불어 다양한 소비자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 속성들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소비자 측면에서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품질 

요인과 만족 수준을 파악하여 인스타그램마켓 소비환경의 소비자 지향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마켓 이용에 있어서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차원과 각 차원에 해당하는 세부 속성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도출하고 

각 속성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 수준은 어떠한 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만족을 이원적으로 접근한 Kano 모델을 적용하여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 속성을 분류하였다. 또한 인스타그램마켓의 소비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PCSI 지수를 통해 

현 만족 상태를 반영한 개선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인스타그램마켓의 

불만사항에 대한 개방형 문항의 소비자들의 응답을 살펴봄으로써 

인스타그램마켓에 대한 소비자의 복합적인 평가 상태를 더욱 폭 넓게 이해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SNS 에서 1 인 브랜드 혹은 1 인 기업을 운영함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SNS 마켓중 인스타그램마켓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가 인지하는 

인스타그램마켓의 기능과 속성을 고찰하고 규명하여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 

차원을 도출하였다. 

둘째. Kano 모델과 PCSI 지수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마켓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고찰함으로써, 인스타그램마켓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영역을 

개선해야 하는지 종합적인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로이 자리잡고 

있는 인스타그램마켓의 소비환경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며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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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새로운 유통 형태인 인스타그램마켓 소비환경의 소비자 지향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Kano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가 충족된 상황과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모두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복합적인 평가 상태인 ‘만족’의 차원을 더욱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웹사이트의 품질 차원과, e 커머스 사이트 품질차원을 다각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차원을 도출하였고 이로써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에 대한 소비자평가를 측정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마켓유형인 인스타그램마켓에 대한 소비자평가를 탐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인스타그램마켓과 관련된 소비 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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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인스타그램마켓의 개념 및 특징 

 

1. SNS 마켓의 등장과 마켓 기능의 도입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 PC 나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접하거나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은 자유로워지고, 이는 

소비자의 정보탐색의 범위가 확대되었다(최아영 & 나종연, 2012). 특히 SNS 

(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 이용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은 예전과 같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Boyd & Ellison, 2007). 특히, 소비자들은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는 광고 등의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SNS 를 통해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에 더 의지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제는 트렌드를 설정하고 방향을 이끄는 사람들이 과거의 기업이 

만들어낸 대중 스타가 아닌 ‘인플루언서’(Influencer) 라 불리우는 일반인이 

되고 있다. 

인플루언서는 SNS 에서 수많은 팔로워(Follower)를 보유하며 SNS 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으로(김우빈 & 추호정,2019) SNS 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타인에게 공유하는데 정보의 파급력이 큰 것이 특징이다. 

SNS 의 인플루언서는 그들 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 기존의 

일방적인 기업이 주도하던 광고와 달리, 자신이 직접 사용해본 제품에 대한 후기, 

제품 비교, 평가부터 향후 개선점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보는 소비자가 가진 

기존의 태도, 신념, 구매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연예인과 달리 SNS 내의 인플루언서를 유명한 일반인 

정도로 생각하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친구인 것 같은 유대감 형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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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의 조언이나 의견을 거부감 없이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박신영, 

2020; Karakaya & Ganim Barnes,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약 

80%가 유명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보다 오히려 인플루언서가 직접 쓰고 

설명하는 제품에 더욱 신뢰감을 느끼며(Lou & Yuan, 2018) SNS 에서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광고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성은 영향력이 검증되기도 

하였다(Lim et al., 2017). 

이러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인플루언서는 전통적인 대중 채널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마케팅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마케팅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도 기존의 일반적인 광고의 형식에서 벗어나, 인플루언서에게 협찬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광고성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마케팅의 

효과는 투자 대비 매출액이 약 6.5 배에 달하는 것이 밝혀졌다(Kotra, 2017).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 인플루언서의 협찬 광고는 2018 년에 약 370 만 건이 

게재될 만큼(Statista, 2020) 기업과 개인의 소비생활 측면에서 모두 막강한 

마케팅 매체로 떠올랐으며,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일상의 스토리텔링과 판매 제품을 엮어서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서고 있다.  

인플루언서의 등장과 함께 SNS 에서의 마케팅과 광고의 효과가 입증되자 

기존의 SNS 플랫폼들은 자체적인 쇼핑플랫폼으로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KT 경제경영연구소,2020). 인플루언서에 의해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사이트 링크 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구매하던 형태에서 SNS 

자체에서 광고와 쇼핑 기능을 추가하면서 SNS 의 쇼핑플랫폼화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 

플랫폼들이 온라인 쇼핑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2017 년 3 월 인스타그램은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쇼핑 기능을 시도하게 되었고 국내에는 2018 년 5 월부터 

제품사진에 쇼핑태그를 추가하여 쇼핑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기프트 카드', '음식 주문하기' 기능을 추가해 커머스에 더욱 특화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페이스북(Facebook)은 2020 년 6 월에 누구나 무료로 상점을 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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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샵스(Facebook Shops)’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앱내 결제 기능인 

‘페이스북 페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유튜브(Youtube)도 커머스 기능 

도입을 적극적으로 진행중인데 ‘쇼핑 익스텐션’의 서비스를 미국에서는 이미 

진행중이며 국내에서는 시범적으로 도입 중이다. ‘쇼핑 익스텐션’ 서비스란 

유튜브 광고 영상 하단의 ‘SHOP NOW’버튼을 클릭하면 상품 정보와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에 더해 TikTok 도 인플루언서의 콘텐츠에서 바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기능인 ‘Shop Now’버튼을 앞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SNS 플랫폼의 커머스로의 변화 양상은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플랫폼 간의 경쟁은 앞으로도 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표 2-1]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커머스화  

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월간활성 

이용자  
24 억명 10 억명 20 억명 8 억명 

광고매출액 

(달러) 

2020 년 Q1   

174 억 4,000 만  

 2019 년 Q1  

149 억 1,200 만  

2020 년 Q1 

48 억 달러 

2019 년 전체 

 200 억 달러 

2020 년 Q1 

40 억 3,800 만  

 2019 년 Q4 

47 억 2,000 만  

2019 년 Q4  

8,700 만  

 2019 년 Q3 

2,000 만 

커머스 특성 

Facebook shops 

- 판매자로 입점 시 

수수료 면제  

-샵보기클릭하면 

자세한 상품 정보 

확인 가능 

Shop 기능 강화 

-제품명, 가격 

태그 가능  

-태그 누르면 

사이트 이동 

쇼핑익스텐션 

-광고에 SHOP 

NOW 배너 삽입 

-상품 클릭 시 

판매 페이지로 

이동 

Shop now(예정) 

-제품 검색과 

인앱 쇼핑 기능  

-제공 영상 속  

-샵나우 버튼으로 

구매가능 

*전세계 월간활성이용자(MAU): 2020 년 4 월 기준 

출처 :  

Source: We Are Social; Hootsuite( https://wearesocial.com/digital-2020) 

KT 경제경영연구소·DMC 미디어(2020) 2020 소셜미디어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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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징과 현황  

 

SNS 플랫폼의 커머스로의 활발한 변화 중에 인스타그램은 적극적인 쇼핑 기능 

도입과 더불어 이미지 중심, 해시태그를 강점으로 내세워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와 마케팅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0 년 출시된 인스타그램은 인스턴트(instant)와 텔레그램(telegram)이 

합쳐진 이름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홍보, 광고 및 판매 등 상업적 활용성을 먼저 

염두에 두고 플랫폼을 설계한 상업 지향적인 소셜 미디어로 상업적으로 메시지 

간 전달 및 활용이 매우 유연한 특징을 보인다(Kotra, 2020). 이러한 점에서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해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마케팅하기에 최적의 도구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인스타그램은 다른 소셜 미디어에 비해 이미지 중심의 미디어로서 

비주얼 요소로 입소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김우빈 & 추호정, 

2019).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중심의 콘텐츠를 다루기 때문에 브랜드 및 소매 

업체가 자신의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최적의 플랫폼이며 특히 콘텐츠(사진, 

비디오, 스토리, 생활 이야기 등)만으로도 구성을 아름답고 독창적이며 

매력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Luis V. Casaló et al., 2018). 시각적인 기능에만 

중점을 두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노출할 수 있어 인스타그램 계정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카탈로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Wassan, 

2016). 

두번째, 댓글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의견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에 

일반적인 쇼핑 플랫폼에 비해 상호작용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Cyr 

et al., 2018). 인스타그램에서는 개인판매자들이 팔로워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정보 공유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댓글, 다이렉트 메시지, 라이브 방송의 

기능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용자들은 판매자 계정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서 

질문이나 호감의 반응을 할 수 있고, 판매자 계정에 메시지(Direct Message)를 

통해서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며 소통할 수 있다. 게시물의 

댓글 수나 댓글의 반응은 동조심리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의 구매 의도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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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주기도 한다(장연아 & 김한나, 2019). 판매자들은 

팔로워들의 이러한 반응을 잠재적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으로 여기고 추후의 

판매나 마케팅에 반영할 수 있기도 한다. 

인스타그램(Instagram)은 이러한 특성들의 영향으로 이용자 수가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OMNICORE(2020)의 자료에 따르면 2012 년 

페이스북이 인수하기 직전의 전세계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30 만명에서 

2020 년에는 120.7 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20 년 4 월을 기준으로 월 활성 

사용자는 10 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SNS 중 하나가 되었다. 국내의 경우 2020 년 6 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인스타그램 이용자수는 약 14 억명이며 (NapoleonCat, 2020) 월간 활성 이용자 

수로 살펴보면 2020 년 6 월 기준으로 네이버 밴드(1692 만 명) 다음으로 

인스타그램(1149 만 명)으로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의 국내 

소셜미디어 이용자수의 순위는 카카오스토리(996 만 명), 페이스북(985 만 

명)에 이어 네이버카페(510 만 명), 틱톡(294 만 명), 다음 카페(223 만명), 

트위터(199 만 명), 네이버 블로그(154 만 명), 에브리타임(102 만 명) 

순이다(KT 경제경영연구소, 2020). 국내의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특성으로는 

20 대와 30 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 가 인스타그램이며 한국의 경우, 20 대 

대학생이 한 달에 800 만개 이상의 사진과 해시태그(#)을 공유하며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활발하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다(OMNICOR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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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 

 

본 절에서는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 차원 도출에 앞서서 초창기 웹사이트 품질 

척도 연구에서는 어떠한 품질 차원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웹사이트 품질 

연구에서 발전되어 등장하게 된 e-커머스 사이트의 품질 대한 선행연구와 

SNS 품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스타그램마켓은 e-

커머스 사이트의 특성과, SNS 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을 어떠한 차원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웹사이트 품질  

 

품질(quality)이란 라틴어인‘quálĭtas’에서 유래한 단어로 사전적 정의로는 

물건의 성질과 바탕을 보여주는 특성으로 이는 지각적이고 주관적인 일 수 있기에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이다(Nanda, 2016). 제조업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품질은 ‘제품의 종합적인 내적 특성으로 정의되는데 제품이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게 올바르게 생산된 정도로 보기도 한다(Gitlow, 2000).  

이러한 품질의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과 시대적 환경이나 처해진 입장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게 된다(조우제, 2017). 특히 기존의 제품 측면이 

강조되었던 품질의 개념은 기존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의 한계로 

인하여 1980 년대를 기점으로 제품중심적 사고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창출해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서비스중심적 사고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경쟁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던 제품의 품질에서 서비스 측면이 강조되는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이유재, 2016).  

이러한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품질의 개념이 서비스 측면으로도 강조되는 

개념으로 확장하게 되었으며 금융, 의료, 호텔의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은 물론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Vargo & Lu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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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서비스 측면에서의 품질이란 ‘소비자가 지각하는 전반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의미하며 소비자는 지각된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 

믿음을 평가하게 되었다(Poddar & Wei, 2009). 

 이러한 배경 속에 품질의 서비스 측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서비스 품질의 연구는 Parasuraman et al.(1985)로 서비스의 

품질을 소비자의 지각과 기대 사이의 불일치의 정도와 방향으로 보고, 이를 

기대와 성과의 함수관계로 정의한 후에 이것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SERVQUAL 이라고 불리는 서비스 품질의 다항목척도를 개발하였다. 

SERVQUAL 의 초기모델(Parasuraman et al.,1985)은 서비스유형에 따라 

서비스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소를 10 가지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요소 간의 중복되는 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탐색적 연구에서 

제시한 10 가지 차원을 5 가지 차원(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으로 

통합하여 소비자의 지각과 기대를 측정하는 22 개 문항으로 구성된 서비스품질 

측정도구인 SERVQUAL 을 제시하였다(Parasuraman et al., 1988). 세부적인 

5 개의 차원은 아래 [표 2-2] 과 같다. 

[표 2-2] SERVQUAL 구성요소 

구성차원 내용 

유형성(Tangibility) 서비스의 물리적 장비, 시설, 종업원의 외모 

신뢰성(Reliability) 
기업이 고객과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능력 

반응성(Responsiveness)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 고객을 

 자발적으로 도우려는 의지 

확신성(Assurance)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종업원의 전문지식과 예절 

공감성(Empathy) 
기업이 고객에게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능력 

출처: Parasuraman A., Zeithaml V. A. and Berry L.L, (1988), A Multiple-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pp.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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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ERVQUAL 은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 측면이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어서 특수한 차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특히 온라인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오프라인의 서비스 특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많은 후속 연구자들이 SERVQUAL 을 기초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품질 측정을 위한 척도연구를 하였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Barnes & 

Vidgen(2000)은 사이트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WebQual 을 

개발하였다. WebQual은 인터넷 환경에서 상호작용적 품질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지각을 평가하는 도구로 4 단계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1 단계는 

품질기능전개를 토대로 정보 품질에 맞춰 측정항목이 해당하며, 2 단계는 

상호작용 품질이 해당하며, 3 단계는 1 과 2 단계를 통합하고 사이트 디자인 

차원을 포함하였다. 4 단계는 웹사이트 품질의 활용성 차원을 고려한 척도를 

제시하였다. 

WebQaul 과 유사한 관점의 L.Olsina & G. Rossi (2002)의 WebQEM (Web 

Quality Evaluation Method)은 새로운 웹사이트 개발이나 기존의 웹사이트의 

보완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WebQEM 척도의 차원은 유용성, 

기능성, 신뢰성, 효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차원의 세부 요인들에 적용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판매 제품이나 서비스 항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eLone & McLean 의 정보시스템 성공모델(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이하 D&M IS Success Model)(DeLone & McLean, 2003)역시 

사이트와 시스템 품질 측정을 위해 서비스 품질 차원인 SERVQUAL 을 반영한 

척도이다. 초창기 연구였던 DeLone & McLean(1992)에서는 주요 지표로 

시스템 품질과 정보품질만을 제시하였지만, 2000 년대 초, e- 커머스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사이트 내에서 이뤄지는 사람과의 상거래와 상호소통 기능은 

기존의 척도 모델로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에 DeLone & McLean(2003)은 

서비스 품질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인 세부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스템 

품질은 직관성, 유연성, 응답시간, 이용용이성, 시스템 신뢰성 및 습득 용이성이 

있으며, 정보 품질은 간결성, 유용성, 학습내용 관련성, 이해성, 정확성, 완성도, 

적시성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질은 응답성, 정확도,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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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성 및 신뢰성으로 구성된다.  

 

[표 2-3] 웹사이트의 품질 연구 

연구자 측정 도구 및 품질 차원 

Barnes & Vidgen 

(2000) 

WebQual (Web Quality) 

정보 품질, 상호작용 품질, 사이트 디자인 품질, 

웹사이트 품질의 활용성 

L.Olsina & G. Rossi 

(2002) 

WebQEM (Web Quality Evaluation Method) 

유용성, 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DeLone & McLean 

(2003) 

D&M IS Success Model(DeLone and McLean’s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 시스템 품질 

(적응성, 가용성, 신뢰성, 대응성, 유용성) 

▪ 정보 품질 

(완전성, 이해가능성, 개인성, 관련성, 보안성) 

▪ 서비스 품질 

(확신성, 공감성, 대응성) 

 

2. e 커머스 사이트 품질 

 

2000 년대 초, e- 커머스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e-커머스 사이트 품질에 

대한 연구는 앞서 제시한 웹사이트 품질 연구에서 발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웹 사이트에 대한 품질 연구는 대체로 사이트의 시스템(System)과 

시스템이 산출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개발자와 운영자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같은 B2C 사이트가 활성화됨에 따라 e-커머스 사이트의 

품질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기대사항이나 인식, 요구사항의 반영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Webb, H.W. & Webb, L.A. ,2001; 2004). 

SERVQUAL 을 활용한 대표적인 e 커머스 사이트 품질평가 척도인 SiteQual 

(Webb, H.W. & Webb, L.A., 2001)은 B2C 웹사이트 품질이 서비스 품질과 

기존의 웹사이트 품질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정보 품질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서비스 품질은 SERVQUAL 의 차원을 적용하였고 정보 품질로는 Wang & 

Strong(1996)의 정보품질 분류의 4 가지를 적용하여 접근성, 상황성, 표현성, 

내재성으로 보았다. 후속 연구인 Webb, H.W. & Webb, L.A.(2004)는 B2C 

http://lps3.www.emerald.com.libproxy.snu.ac.kr/insight/search?q=Harold%20W.%20Webb
http://lps3.www.emerald.com.libproxy.snu.ac.kr/insight/search?q=Linda%20A.%20Webb
http://lps3.www.emerald.com.libproxy.snu.ac.kr/insight/search?q=Harold%20W.%20Webb
http://lps3.www.emerald.com.libproxy.snu.ac.kr/insight/search?q=Linda%20A.%20Webb
http://lps3.www.emerald.com.libproxy.snu.ac.kr/insight/search?q=Harold%20W.%20Webb
http://lps3.www.emerald.com.libproxy.snu.ac.kr/insight/search?q=Linda%20A.%20We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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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개발 시 필수적인 품질(Minimum Quality) 요소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Desired Quality) 요소를 구분하였다. 필수적인 품질로는 신뢰성, 공감성, 

편의성, 진정성이었으며 요구되는 품질은 유형성, 탐색가능성, 관련성, 정확성, 

보안성이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거래와 달리 데이터의 보안성의 중요성은 

커졌으며 반면에 기존의 판매자의 친밀성이나 대인 접촉과 같은 특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특히 e 커머스 사이트의 서비스품질 연구의 대부분은 온라인 점포 속성의 하위 

차원중 하나로 서비스 품질 차원을 제시하거나 서비스품질을 점포 속성으로부터 

도출한다. 여기서 점포 속성이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방문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Kunkel, John, H & L. Berry Leonard(1968)에 의하면 점포 

속성은 상품가격, 상품품질, 상품구색, 상품 유행성, 판매원, 입지, 편의성, 기타 

편의 요소, 서비스, 판매촉진, 광고, 점포 분위기, 조정행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Lohse & Spiller (1998)는 온라인 쇼핑몰의 점포속성으로 제품구색, 서비스, 

판매촉진, 편리성, 점포탐색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Jarvenpaa & 

Todd(2015)는 점포 속성에 SERVQUAL 이 제시하는 서비스 품질차원들의 

특성을 인터넷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제품지각, ‘쇼핑경험, ‘고객서비스, 

‘위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김국선 & 이종호(2012) 역시 이와 비슷하게 

온라인 점포 속성과 서비스 품질 차원을 적용하여 소셜 커머스 품질을 정보성, 

상품다양성, 소통가능성, 반응성, 가격성으로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안민영(2006)의 연구에서도 점포속성과 서비스 품질 요인을 함께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그 외의 e-커머스 사이트의 품질 연구는 연구 대상인 웹 사이트의 특성이나 

연구자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품질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Liu & 

Arnett(2000)의 웹 사이트의 품질 요인으로는 시스템 품질, 시스템 사용, 서비스 

품질, 학습도구 유용성, 재미, 정보 품질로 구성하였는데 사이트의 특성에 맞게 

‘재미’와 ‘유용성’등의 품질 요인을 추가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Cao & 

Seydel(2005)은 온라인 쇼핑에 관한 연구에서 사이트 품질 요인으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호감도를 제시하였다. 그 외 국내 연구로 정기한 

& 오재신(2001)은 e-SERVQUAL 의 요인으로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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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 오락성으로 제시하였으며 신종학(2002)은 보안성, 편리성, 오락성의 

3 가지 요인을 구성요소로 보았다. 

 

3. SNS 품질 

  

인터넷의 도입이후 소통 방식의 변화와 디바이스의 변화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고 SNS 에 대한 품질 연구도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SNS 의 품질 연구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와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주로 DeLone & McLean(2003)이 제안한 확장된 

정보시스템성공모델의 3 가지 품질차원인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시스템 품질을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조필승 & 김이태,2014; 윤아영 

외,2017; 이재용 & 성동규, 2015; 이동주 & 김명수, 2018).  

DeLone & McLean(2003)의 품질차원을 기반으로 한 SNS 품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필승 & 김이태(2014)는 호텔 SNS 에서 접한 이미지가 

호텔 브랜드 이미지로 연결되는 관계를 검증하여 SNS 품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SNS 의 품질 요인을 정보품질, 서비스 품질, 사회적 품질의 3 가지 

영역으로 보았다. 윤아영 외(2017)은 SNS 품질에 대한 평가가 SNS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규명하고자 SNS 의 품질을 

서비스품질과 정보품질 두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재용 & 

성동규(2015)는 SNS 품질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SNS 사용 중단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는데 SNS 품질을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시스템품질 

차원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이를 통해 SNS 의 플랫폼 특성과 SNS 가 제공하는 

주 기능에 따라 SNS 피로감이 다양한 차원에서 유발될 수 있음을 밝혔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동주 & 김명수(2018)는 SNS 를 이용하는 이용 목적의 관점에서 

SNS 품질 특성과 SNS 이용 목적에 따른 부담감이 SNS 이용 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SNS 품질을 시스템품질과 정보품질로 

보았으며 시스템 품질을 시스템 이용상의 용이성 및 편의성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정보 품질은 정보의 충분성과 정확성 등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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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주로 세가지 품질차원인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차원에서 연구자의 관점과 주제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다수의 SNS 플랫폼은 이미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품질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SNS 의 커머스화 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웹사이트의 품질 특성과, e 커머스 사이트 품질 특성을 반영한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 연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4.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인스타그램마켓은 기존의 웹사이트와 e-커머스 

사이트 기능과 더불어 SNS 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림 2-1]과 같이 

웹사이트의 속성과 e-커머스 사이트 속성 그리고 SNS 의 속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졌다. 이러한 세가지 속성들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품질 차원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e 커머스 속성 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로 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웹사이트와 SNS 의 품질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e 커머스 사이트의 품질 연구의 경우 온라인 점포의 속성을 서비스 

품질에 포함하거나 점포 속성의 하위 차원으로 서비스 품질을 구성한 경우가 

다수였다.  

웹사이트 품질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반영되었던 시스템 품질은 본 연구의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의 구성 차원에서 제외하였다. Nolla & Licker(2001)의 

온라인 쇼핑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시스템 품질의 하위 요인은 ‘시스템 

안정성’과 ‘속도’이며 ‘시스템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성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DeLone & McLean,2003). 하지만 시스템의 성능, 속도나 안정성과 같은 

특성은 소비자의 이용 기기의 사양, 시간대에 따른 네트워크 상황, 장소 등 환경 

여건에 따라 이질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의 

시스템 성능에 대한 요인을 논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소비환경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인스타그램마켓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와 평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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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에 이질적이라 판단되어 시스템 품질을 제외하였다. 

인스타그램 마켓의 첫번째 품질 차원은 e 커머스 속성 품질이다. 

인스타그램마켓이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판매 방식이나 형태에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을 상거래 한다는 측면에서 e-커머스 

성격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Lohse & Spiller(1998)가 제시한 

온라인 쇼핑몰의 점포속성과 Kunkel, John, H & L. Berry Leonard(1968)의 

점포 속성을 품질차원에 반영하였다. Lohse & Spiller(1998)의 온라인 

쇼핑몰의 점포속성의 세부 요인으로는 제품구색, 서비스, 판매촉진, 편리성, 

점포탐색으로 구성되며 Kunkel, John, H & L. Berry Leonard(1968)의 점포 

속성은 상품가격, 상품품질, 상품구색, 상품 유행성, 판매원, 입지, 편의성, 기타 

편의 요소, 서비스, 판매촉진, 광고, 점포 분위기, 조정행동으로 구성된다. 해당 

항목 중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에 부합되는 속성들을 반영하고 추가 보완하였다. 

또한 인스타그램마켓은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유하는 SNS 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Hagel & Armstrong, 1997; Ellison et al., 2007) 

DeLone & McLean(1992)의 정보시스템 성공모델에서 제시된 정보품질의 

차원을 반영하고자 한다. DeLone & McLean(1992)은 우수한 정보품질을 

구성하는 하위속성으로 풍부한 정보제공, 다양한 정보내용 제공, 컨텐츠 및 

서비스의 시기적절한제공, 서비스평가 정보제공, 충분한 의사소통, 정보의 

신속한 업데이트, 일정한 전송시간을 제시하였다. 해당 속성들 역시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와 e-커머스 사이트의 품질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SERVQUAL(Parasuraman et al., 1988)의 서비스품질 차원을 

반영하고자 한다. SERVQUAL 은 1980 년대 서비스측면이 강조되는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품질 평가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인식할 수 있는 

기대사항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웹사이트 품질과 e-커머스 

사이트 품질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마켓 역시 소비자에게 제품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의 차원을 고려해야한다고 판단하였으며 

SERVQUAL 의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을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에 맞게 추가, 보완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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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 차원의 구성은 아래 

[그림 2-2]과 같이 e 커머스 속성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로 구성하였으며, 

각 품질 차원의 세부 속성은 선행연구(Parasuraman et al., 1988; DeLone & 

McLean, 1992; Lohse & Spiller, 1998; Kunkel, John, H & L. Berry 

Leonard, 1968)에서 제시한 세부 속성들을 기반으로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보완하였다. 

 

[그림 2-1] 인스타그램마켓의 속성 

 

 
[그림 2-2]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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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Kano 모델을 통한 소비자평가 측정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 속성을 소비자가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인스타그램마켓의 소비 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지 소비자 측면의 제언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마켓이라는 새로운 거래 형태를 이해하고 

소비자의 복합적인 평가를 고찰하기 위해 Kano 모델을 통해 인스타그램마켓의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Kano 모델과 PCSI 

지수의 개념과 의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Kano 모델의 개념 

 

Kano 모델(Kano's model)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5 가지 유형의 

소비자의 요구사항 또는 잠재적인 기능을 이해하고 분류하여 개선이 필요한 

속성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 1980 년 초에 일본의 노리아키 

카노(Noriaki Kano)교수가 제시한 이후 최근까지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 이론이다(Matzler & Hinterhuber,1998).  

Kano 모델은 일차원적으로 소비자 만족 요인을 분석하기 보다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어 있다. Kano 모델은 물리적인 불충족이 

불만으로 이어지며 충족이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전통적인 일원적 품질 인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각하거나 경험한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주관적인 

차원과 상품이나 서비스 요소의 충족과 불충족이라는 객관적 차원을 모두 

측정하는 이원적 인식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만족이 단순히 

‘기대한만큼 좋다’라고 평가되는 것(Hunt,1977)이 아닌 ‘소비자의 기대에 대한 

일치와 불일치의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감정과 소비 경험후에 갖는 감정의 

복합적인 전체적인 심리상태이며 소비경험에 대한 평가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Oliver,1980) 소비자의 인스타그램마켓에 대한 평가 내용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소비자측면에서 

Kano 모델이 가지는 의의로도 볼 수 있는데 Kano 모델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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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된 상황과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모두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복합적인 평가 상태인 ‘만족’의 차원을 더욱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Kano 모델은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소비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근거가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다. Matzler & Hinterhuber(1998)는 

Kano 모델이 실무적으로도 효과적인 분석 방법임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제시하는데 먼저 Kano 의 분류는 소비자가 인지한 만족의 차원에 따라 속성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값은 관리자나 개발자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속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술적 또는 재정적 이유로 

여러가지 품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식별하여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준다면 경쟁 

업체보다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다. 이렇듯 Kano 모델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세부 속성들의 

소비자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된 가능성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Kano 모델은 이러한 다양한 장점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환경에서의 품질 

연구에서 Kano 모델의 적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웹사이트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G Von Dran, 1999), 웹 커뮤니티 서비스 품질 차원과 요소를 

분류하기 위한 연구(Kuo, 2004),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 특성별로 

그룹을 지어 각 요소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비교 연구(한혁수 & 김문학, 2013), 

e- 서비스(Witell & Fudin, 2005),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만족과 불만족 

요인연구(고염 & 이현화, 2014)등을 들 수 있다. 항공업계에서의 Kano 모델의 

적용으로 항공사의 서비스품질연구의 권영훈(2012)은 저가항공사와 

고가항공사의 서비스 속성에 대한 품질 분류를 위하여 SERVQUAL 척도를 

기반으로 Kano 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CSI 지수를 도출하여 

저가항공사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지아(2011)는 항공사 

교육서비스 품질에 대한 Kano 모델을 적용하여 매력적 품질 요인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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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ko 고객만족계수를 도출 하여 항공사 교육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심지연(2013)의 항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서비스 품질 연구, 김인신 외(2015)의 항공사 영유아 고객의 기내 특화 서비스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외에도 뷔페 레스토랑의 서비스 품질 연구(김경자, 

2019)와 화장품 매장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확인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며(송선민 & 장선호, 2020), 의류 매장의 품질 개선(Bennur, & 

Jin, 2012)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병원 서비스 품질 개선(박애준, 2019), 

해외여행상품 품질 분석(임영희, 2020), 택배서비스(김명기 & 정호상, 2016) 

등 다양한 산업군의 품질 연구에서 Kano 모델은 소비자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연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2-3] Kano 의 이원적 품질 인식 

 

Kano 모델의 이론을 X 축과 Y 축으로 표현한다면 [그림 2-3]과 같다. 먼저 

X 축은 충족과 불충족의 상태를 나타낸다. 충족이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에 대하여 모자람이 없고 넉넉히 갖춰진 것으로 인지된 상태이다. 반대로 

불충족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이 없거나 모자란 상태를 나타낸다. Y 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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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해당 속성에 대한 평가적인 반응으로 값이 높을수록 만족한 상태이며 

값이 낮을수록 불만족의 상태를 나타냈다. 과거의 전통적인 품질 인식에 따르면 

충족의 상태는 곧 만족으로 이어지며 불충족의 상태는 불만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지만 Kano 모델은 충족과 불충족의 상태와 만족과 불만족의 

상태를 이원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인지하는 속성을 

분류하면 속성의 품질은 단순히 만족과 불만족의 차원이 아닌 

‘매력적(Attractive)품질’, ‘일원적(One-dimensional)품질’, ‘당연적(Must-

be)품질’, ‘무관심(Indifferent)품질’, ‘역(Reverse)품질’ 총 5 가지의 다양한 

품질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각각의 품질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일원적 품질 

일원적 품질은 성과요소와 같은 개념으로 소비자의 명시적 요구사항이며, 

[그림 2-1]에서와 같이 이들이 충족될수록 만족은 증대되고 충족되지 않을수록 

불만이 증대되는 것으로 ‘만족요인’이라고 한다. 일원적 품질은 요구품질의 

충족도를 높임에 따라 제품의 만족도와 함께 상승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소비자가 항상 원하고 있는 것이며, 제품의 기본성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에 해당된다(Berger et al., 1993).  

예를 들어 뷔페레스토랑을 이용 시 음식의 맛, 음식의 신선도, 메뉴의 다양성, 

전반적인 청결상태는 충족시에는 만족으로 이어지나 불충족 시에는 불만이 

증대되는 일원적 품질의 요소이다(김경자, 2019). 

 

(2) 매력적 품질(Attractive or Delightful Quality)  

매력적 품질은 소비자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충족시켜 주거나 소비자가 

기대했던 것이라도 소비자의 기대를 훨씬 초과하는 만족을 주는 품질요소로서, 

이는 충족되면 만족하게 되고, 충족되지 않더라도 불만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으나 충족될 경우 만족을 크게 높여주는 소비자 감동(customer delight)의 

원천이다(Berger et al., 1993). [그림 2-1]에서 매력적 품질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보면 속성의 충족된 상태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반면 불충족 상태가 되더라도 만족도가 낮아지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가 매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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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요소의 존재를 모르거나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불만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인신 외(2015)의 항공사 영유아 고객의 기내 특화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서 영유아 고객에게 탑승기념선물과 육아지식을 갖춘 승무원의 응대, 

이유식 보관용 드라이아이스 제공, 유아용 요람 및 일회용 커버를 제공하는 등의 

항공 기내 서비스는 매력적인 품질로 인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무관심 품질(Indifferent Quality)  

무관심 품질은 충족되든 충족되지 않던, 만족·불만도 주지 않는 품질요소를 

의미하는데 이 품질 요소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송선민 & 장선호, 

2020). 

예를 들어 항공사의 서비스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는 항공사를 이용할 

때 지각되는 좌석 독서 등의 방향과 밝기, 기내 영상물, 인테리어, 기내 탑승 중 

음악, 승무원의 외모가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관심 

품질속성으로 평가한다(문선자, 2007).  

 

(4) 당연적 품질(Must-be or Expected Quality)  

당연적 품질은 최소한의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품의 기본 기대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충족이 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별다른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반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일으키는 품질요소로서 

‘불만족 요인’이라고도 한다(Berger et al., 1993). 그래서 제품 및 서비스가 

이러한 속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의류매장의 탈의실은 소비자가 당연히 구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요소인데 이것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별다른 만족감이 형성되진 

않지만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며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된다(Bennur, & Jin, 2012). 또한 항공사를 이용할 때 기내에서의 좌석안내는 

당연적 품질로 승무원이 좌석을 안내하더라도 소비자의 만족감 증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좌석 안내가 제공되지 않으면 불만족이 증가한다(김인신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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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품질(Reverse Quality)  

 역 품질은 충족되고 있는데도 불만을 야기하거나 충족되지 않고 있는데도 

만족을 주는 품질요소이다(Berger et al., 1993).  

예를 들면 아웃도어 의류를 이용할 때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아웃도어 의류의 기능들이 너무 많을 때 오히려 불만족할 수 

있다(양선미, 2018).  

 

(6) 회의적 품질(Questionable Quality)  

 회의적인 품질의 경우 응답자가 설문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세부 품질 요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설문의 표현이 어색한 

것이 의심스러운 결과를 뜻한다(Berger et al., 1993).  

 

2. 잠재적 고객만족 개선 지수(PCSI Index) 

 

Kano 모델의 연구에서 Timko 의 고객만족계수와 PCSI 지수의 활용은 

연결고리가 있어 하나의 흐름과 같은 점진적 분석방법으로 사용된다(김경자, 

2019). 기존의 Kano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Timko 의 고객만족 계수와 

PCSI 지수가 보완함과 동시에 각 분석방법들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데 본 연구에서도 Kano 모델의 분석결과에 

Timko 의 고객만족계수와 PCSI 지수의 분석의 보완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Kano 모델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최빈값이 가지는 특성으로 

품질요인을 결정하기 때문에 빈도수가 같거나 비슷하게 나온 경우 분류가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최빈값에 따라서 해당 품질 특성이 강한 경우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차이도 Kano 모델의 분류에서는 무시된다. 

Kano 모델의 또다른 한계점은 각 요인에 대한 단순한 품질 속성 분류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평가는 어떠하며 속성들의 개선 가능성과 개선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자인 Timko(1993)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작용하는 다양한 속성들을 지수화해 소비자의 만족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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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지 또는 불만족을 느낄 경우 어느 정도까지 그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한 수치인 ‘고객만족계수’를 개발하였다. 

Timko(1993)는 Kano 모델의 관점에서 개별적 품질속성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하여 두 개의 지수, 즉 만족(Better)계수와 불만족(Worse)계수를 제시하였다. 

만족계수는 어떠한 특정 서비스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때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 혹은 기대수준을 의미하는데 값이 높을수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본다. 불만족계수는 어떠한 특정 서비스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때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 또는 기대 수준을 의미하는데 

절대값이 높을수록 충족되었을 때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는 요인으로 본다.  

만족계수와 불만족계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Timko(1993)은 만족과 불만족의 

영향정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매력적품질(A), 일원적품질(O), 당연적품질(M) 

그리고 무관심품질(I)을 이용한다. 만족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질속성 

중 기능이 충족되었을 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력적 품질(A)과 일원적 

품질(O)이므로 이를 더한 값을 전체 품질을 더한 값(A+O+M+I)으로 나누어 

정규화한다. 불만족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일원적 

품질(O)과 당연적품질(M)을 더하며 만족계수와 동일하게 전체 품질을 더한 

값을 나눈다.  이때 계산된 값에 음의 값(-1)을 취하는데 이는 불만족계수가 

서비스가 충족되었을 때 현재 불만족의 정도가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며(Timko, 1993), 불만족계수가 만족계수에 대한 

반대의 대응적인 값을 갖기 때문이다(양선미, 2018).  

하지만 Timko 의 고객만족계수 역시 소비자의 현재 만족수준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만족도와 불만족도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고객만족계수의 기본은 Kano 모델의 품질 이원론 

분류표에 의한 분류 결과만을 이용하여 계수를 도출하기 때문에 만족의 

현재수준을 판단할 수 없으며, 만족도의 개선 가능 정도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성욱 & 박영택(2010)는 

Kano 모델의 분류 결과와 Timko 의 고객만족계수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잠재적 

고객만족 개선지수(Potential Customer Satisfaction Improve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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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PCSI 지수)를 고안하였다. 

 

만족계수 =
A + O

A + O + M + I
 

불만족계수 = (
O + M

A + O + M + I
)   (−1) 

 

A: 매력적품질 (Attractive)   O: 일원적 품질 (One-dimensional) 

 M: 당연적 품질 (Must-be) I: 무관심 품질 (Indifferent)  

 

[그림 2-4] 고객만족계수 도출 식 

 

PCSI 지수는 현재 수준에서 충족도가 높아졌을 때 개선될 수 있는 만족도의 

크기를 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각 속성에 대한 현재 만족도를 고려하여 품질 

개선의 우선 순위를 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일정 부분 충족되었을 경우 현재의 만족도를 추출해 냄으로써 그 

만족도가 그전에 비하여 얼마나 더 개선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충족 시 만족도의 증가와 감소의 개선 정도의 측정과 현 만족도를 반영하여 

최우선 개선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임성욱 & 박영택, 2010).  

PCSI 지수의 산출 공식은 아래 [그림 2-5]과 같다. PCSI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Kano 모델의 질문지와 더불어 각 속성에 대한 현재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지를 추가로 제시해야 하는데 이로써 ‘현재만족수준(L; Current Level)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만족계수의 만족계수(S; Satisfaction 

Coefficient)와 불만족계수(D; Dissatisfaction Coefficient)사이에서 현재의 

만족 수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재만족위치(P; Current 

Position)를 도출하는 식을 이용한다. 이를 위해 P 값 도출식의 분자에는 

만족계수와 불만족계수의 거리인 ‘S-D’ 값과 설문조사의 가장 큰 값(Max)에서 

현 만족수준의 평균(L)을 차감한 값을 곱한다. 여기서 ‘(Max – L)’을 실시하는 

이유는 현 만족수준을 묻는 문항이 (1)매우 만족 ~(5)매우 불만족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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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작은 값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값을 보인다. 따라서 방향성 일치를 

위하여 5 점척도일 경우 5 에서 만족 수준의 평균값을 차감하는 것이다. 분모에는 

설문 척도의 최대값(Max)와 최소값(Min)을 뺀 값을 두어 불만족 계수와 

만족계수 사이에 현재의 만족 정도를 비례적으로 위치시킨다(임성욱 & 박영택, 

2010). 

이렇게 도출된 현재만족위치(P)값을 만족계수(S)에서 차감함으로써 PCSI 

지수 값을 구할 수 있다. PCSI 지수 값은 0 에서 2 사이 범위 내에서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PCSI 지수가 만족계수의 최대값인 1 과 불만족계수의 최대값인 -

1 사이에 위치하는 현재만족위치(P)이기 때문이다. 최소값인 0 의 의미는 현재 

만족위치가 만족계수 1에 위치하여 만족계수와의 거리가 0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태는 만족감이 충분하여 해당 품질 요소로 더 이상 만족감을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PCSI 지수의 최대값인 2 의 의미는 현재 만족수준이 

불만족계수 -1 에 위치하여 만족계수 최대값인 1 과의 거리가 2 이며, 이러한 

상태는 소비자들이 불만족을 최대로 인지하고 있어서 만족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임성욱 & 박영택, 2010). 

 

 

𝑃 =
(𝑆 − 𝐷)  (𝑀𝑎𝑥 − 𝐿)

𝑀𝑎𝑥 −  𝑀𝑖𝑛
+ 𝐷 

PCSI Index = S – P 
P: 현재의 만족위치 (Current Position) 

S: 만족계수(Satisfaction Coefficient) 

D: 불만족계수(Dissatisfaction Coefficient) 

L: 현재의 만족수준(Current Level) 

Max: 현재 만족도 수준의 설문 척도 중 가장 큰 값 

Min: 현재 만족도 수준의 설문 척도 중 가장 작은 값 

PCSI Index: 잠재적 고객만족 개선지수 (Potential Customer Satisfaction 

Improvement Index)  

 

[그림 2-5] PCSI 지수 도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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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속성에 대한 연구에 관한 연구문제와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조사도구의 구성, 자료 수집방법과 분석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마켓을 이용 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속성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이러한 속성들을 Kano 모델의 이원적 방법으로 

측정하여 소비자가 인지하는 속성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연구함으로써 

인스타그램마켓 소비환경의 소비자 지향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품질의 

차원과 속성들을 문헌연구를 고찰하여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에 대한 

소비자평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연구문제 1]. 

앞서 도출된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Kano 모델의 분석방법을 통해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의 소비자 평가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 인스타그램마켓 품질 개선의 우선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PCSI 지수를 살펴보고 소비자가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인지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기 위해 개방형 문항의 답변을 확인하고자 

한다[연구문제 2].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의 소비자 평가는 이용 제품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밝히고자 뷰티 제품, 육아용품, 생활잡화 제품군을 구매할 때의 

Kano 모델의 분류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연구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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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은 어떠한 차원과 속성으로 측정되는가?  

 

[연구문제 2]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어떠한가?  

2-1.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2-2. 인스타그램마켓 품질 개선의 우선 순위는 어떠한가? 

2-3. 소비자가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인지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이용 제품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모형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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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마켓 이용 소비자가 인지하는 품질을 Kano 모델의 

분석방법을 통해 특성과 집단 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인스타그램마켓을 운영하는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제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인스타그램마켓 이용자로 20 대에서 40 대 사이의 

여성 360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인스타그램마켓에서 구매한 

제품 또는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이 판매하는 제품을 의 뷰티제품, 육아용품, 

생활잡화 로 나눠서 뷰티제품 128 명, 육아관련제품 101 명, 생활잡화 제품 

131 명씩 할당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는 인터넷 리서치 전문회사인‘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는 2020 년 11 월 

20 일부터 27 일까지 진행되었고, 최종분석에서 총 360 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5.0 와 

Microsoft Office Excel 2018 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행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의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SNS 마켓의 품질 분석에 대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 α 값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은 Excel 2018 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의 

서비스품질요소들의 평가 분류를 위해 Kano 의 품질요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PCSI 지수를 구하기 위해 Timko 의 고객만족계수를 제시된 공식으로 도출하여 

PCSI 지수 공식에 대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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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1) 인스타그램마켓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마켓을 ‘인스타그램상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으로 팔로워가 많은 유명인(influencer) 또는 개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의류, 화장품, 육아용품, 생활잡화 등을 공동구매, 자체제작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인스타그램마켓 품질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인스타그램마켓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로 SNS 

이용자들이 만나는 장소로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인 동시에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이다.  또한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서버에 정보를 저장해 놓은 집합체이기도 하며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e-커머스 사이트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은 ‘소비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들간 상거래를 

하면서 지각하는 종합적인 내적 특성의 전반적인 질’로 정의할 수 있다. 

 

3) Kano 모델에 따른 소비자 평가 분류 

인스타그램마켓의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Kano 모델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설문지는 Kano 모델의 방법을 따라 이원적으로 설계하였다. Kano 모델의 

이원적 방법이란 하나의 품질 항목에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질문이 같이 이루어져 품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마켓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 3-1]과 같이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제품 구매 시 “판매자의 외모나 스타일이 매력적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와 “판매자의 외모나 스타일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의 상반되는 질문을 하고 설문자로 하여금 답하게 한다. 

이에 대한 답변은 ‘①마음에 든다 ②당연하다 ③상관없다 ④어쩔 수 없다 

⑤마음에 안 든다’ 중에서 선택하게 하여 그 결과 값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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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부정적 질문의 쌍을 이룬 설문지의 결과를 결합한 평가 이원표를 

사용하여 다섯 가지 품질 속성을 해석하면 아래 [표 3-2]와 같이 Kano 모델의 

평가표 분류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긍정적 질문에 답변이 ‘①마음에 

든다’이고 부정적인 질문의 답변이 ‘③상관없다’라면 [표 3-2]에 따라 매력적 

품질로 결정된다. 혹은 긍정적 질문의 답변이 ‘①마음에 든다’이고 부정적 

질문에 대한 답이 ‘⑤마음에 안든다’이면 일원적 품질 속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응답자가 긍정적 질문에 ‘①마음에 든다’라고 응답했는데 부정적 

질문에서도 ‘①마음에 든다’라고 응답하거나 또는 반대로 두 답변 모두 

‘⑤마음에 안 든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했거나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회의적 품질로 분류한다.  

이러한 품질 요소 중, 매력적 품질(A), 일원적 품질(O), 당연적 품질(M) 

요소는 주요 품질 요소로 소비자의 만족에 중요한 핵심이 되며, 무관심품질(I), 

역 품질(R)은 잠재적 품질이다. 이러한 구분은 Kano 모델의 측정 방법에도 

반영되는데 만약 분류된 품질의 최빈값이 비슷하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매력적품질(A) + 일원적품질(O) + 당연적품질(M) 값과 무관심 품질(I) + 역 

품질(R) + 회의적 품질(Q) 값을 구해서 앞의 경우가 크다면 매력적(A), 

일원적(O), 당연적(M) 품질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 품질요소를 값으로 

결정한다. 그 반대라면 무관심(I), 역(R), 회의적(Q)품질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특정 품질 요소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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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Kano 모델의 이원적 질문 방법 

질문항목 응답 

1-a 만약,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의 외모나 스타일이 매력적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1) 마음에 든다 

(2) 당연하다 

(3) 상관없다 

(4) 어쩔 수 없다 

(5) 마음에 안 든다 

1-b 만약,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의 외모나 스타일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1) 마음에 든다 

(2) 당연하다 

(3) 상관없다 

(4) 어쩔 수 없다 

(5) 마음에 안 든다 

 

[표 3-2] Kano 모델의 평가표 

소비자의 요구사항 

부정적질문에 대한 응답(Dysfunctional) 

마음에 

든다 
당연하다 상관없다 

어쩔 수 

없다 

마음에  

안 든다 

긍정적 

질문에 

대한 

응답 

(functional) 

마음에 든다 Q A A A O 

당연하다 R I I I M 

상관없다 R I I I M 

어쩔 수 

없다 
R I I I M 

마음에 안 

든다 
R R R R Q 

A: 매력적품질 (Attractive) O: 일원적 품질 (One-dimensional) M: 당연적 품질 (Must-be) 

I: 무관심 품질 (Indifferent) R: 역품질 (Reverse) Q: 의심되는 응답 (Questionable result) 

 

4) PCSI 지수를 통한 인스타그램마켓 개선 우선순위 도출  

PCSI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각 속성별 현재 만족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 [표 3-3]과 같이 Kano 모델의 

질문지법에서 확인했던 각 속성들의 현재의 만족수준을 물어보는 질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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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여 제시하며 도출된 값을 통해 앞장에서 제시한 PCSI 지수 도출 식에 

대입하여 지수 값을 구한다. 

 

[표 3-3] PCSI 지수 도출을 위한 질문 항목 

질문항목 응답 

현재 

만족 

수준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의 

외모나 스타일의 매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인스타그램마켓 품질 속성은 문헌고찰을 통해 e 점포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로 구분하였다. Kano 의 긍정적 질문과 부정적 질문으로 e 커머스 품질 

7 개의 속성을 총 14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품질에 

대하여 12 문항, 정보품질에 대하여 1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잠재적 고객 

개선지수 도출을 위해 현재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총 20 문항을 5 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5) 인스타그램마켓에 대한 이용 동기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마켓을 이용하는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스타그램 마켓의 이용 동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스타그램마켓 이용 동기를 ‘SNS 마켓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나 원인’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동기, 기능적 동기, 

유희적 동기, 경제적 동기, 정보추구 동기로 구성하였으며 설문문항은 신현희 & 

김경란(2017), 이용기 외(2010), 이병관 외(2020)의 연구에서 사용한 쇼핑 

이용동기 측정항목을 SNS 마켓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5 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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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인스타그램마켓 이용동기 측정 문항 

변수 문항 참고 

Cronb

ach의 

알파값 

사회적 

동기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현희&김경란 

(2017) 

 

0.86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

동기 

원하는 제품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기 외(2010) 

이병관 외(2020) 

 

0.84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판매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댓글이나 DM으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유희적 

동기 

기분전환이 되기 때문에 

신현희&김경란 

(2017) 
0.78 

재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점포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시간을 때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동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길아(2019), 

이병관 외(2020) 
0.77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대비 좋은 품질의 제품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디자인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추

구동기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용기 외(2010) 0.83 

유용한 지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보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매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상세한 제품 및 구매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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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설문지 구성 

구분 변수 문항 문항 수 

Kano 모델에 

따른 설문 

e 점포속성 품질 
상품다양성, 품질가격, 구매편리성, 

주문이행성, 보안성, 판촉활동성, 

사후서비스 

40 문항 
정보 품질 다양성, 유희성, 정확성, 최신성,독창성, 

진정성, 빈도성 

서비스 품질 상호 작용성, 사회적실재감, 매력성, 

친밀감, 전문성, 인지도 

현재 만족도 

e 점포속성 품질 
상품다양성, 품질가격, 구매편리성, 

주문이행성, 보안성, 판촉활동성, 

사후서비스 
20 문항 

정보 품질 다양성, 유희성, 정확성, 최신성,독창성, 

진정성, 빈도성 

서비스 품질 상호 작용성, 사회적실재감, 매력성, 

친밀감, 전문성, 인지도 

인스타그램마켓 이용자 특성  
이용 동기, 구매 횟수, 구매제품, 구매 가

격, 인스타그램 접속 횟수 등 
30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 평균 소득 등 6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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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마켓 계정을 팔로우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군 별로 할당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조사자는 SNS 마켓 이용자의 행태 연구(이길아, 

2019)를 참고하여 20 대에서 40 대의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 혼인상태, 자녀유무, 학력, 

직업을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표 3-6]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전원은 여성이며, 연령은 20 대가 146 명 

(40.6%), 30 대가 163 명(45.3%), 40 대가 51 명(14.2%)로 30 대, 20 대, 

40 대 순으로 분포되었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가 116 명(31.9%), 6 개 

광역시가 98 명(27.2%), 지방중소도시 지역이 146 명(40.5%)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응답자중 172 명(47.8%)가 기혼이었으며 미혼은 185 명(51.4%), 기타는 

3 명(0.8%)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중 146 명(40.6%)는 자녀가 있으며 

214 명(59.4%)는 자녀가 없었다. 교육 수준으로는 대학 재학이나 졸업한 경우가 

233 명(64.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문대 재학이나 졸업은 

72 명(20%), 고졸 이하는 31 명(8.6%), 대학원 재학이나 졸업은 24 명(6.7%) 

순으로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은 사무직 또는 관리직인 경우가 

148 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인 경우가 75 명(20.8%), 전문직 

48 명(13.3%), 학생 46 명(12.8%), 서비스 또는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20 명(5.6%) 그 외 기타인 경우는 23 명 (6.4%)였다. 월평균 가계 총소득은 

199 만원 이하인 경우가 26 명(7.2%), 200 만원이상에서 299 만원 이하인 

경우는 73 명(20.3%), 300 명 이상에서 399 만원 이하는 66 명(18.3%), 

400만원 이상에서 499만원 이하는 55명(15.3%), 500만원 이상에서 599만원 

이하는 57 명(15.8%), 600 만원 이상은 83 명(23.1%)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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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여 360 100% 

연령 20 대 146 40.6 

30 대 163 45.3 

40 대  51 14.2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16 31.9 

6 개 광역시 98 27.2 

지방중소도시 146 40.5 

혼인상태 기혼 172 47.8 

미혼 185 51.4 

기타 3 .8 

자녀유무 있음 146 40.6 

없음 214 59.4 

학력 고졸이하 31 8.6 

전문대 재학/졸업 72 20.0 

대학 재학/졸업 233 64.7 

대학원재학/졸업  24 6.7 

직업 전문직 48 13.3 

사무직/관리직 148 41.1 

서비스/판매직 20 5.6 

학생 46 12.8 

주부 75 20.8 

기타 23 6.4 

월평균 가계 총소득 199 만원 이하  26 7.2 

200 만원이상~299 만원이하  73 20.3 

300 만원이상~399 만원이하  66 18.3 

400 만원이상~499 만원이하  55 15.3 

500 만원이상~599 만원이하 57 15.8 

600 만원이상 83 23.1 

합계 n=36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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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자의 인스타그램 이용행태  

 

인스타그램마켓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 360 명을 대상으로 평소 

인스타그램마켓을 이용하는 행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서 10 분에서 30 분 미만으로 

응답한 사람은 33.9%로 가장 많았으며 1 시간 이상 사용한 사람이 24.4%, 

30 분에서 1 시간 미만이용한 경우가 22.8%, 5 분에서 10 분 미만 이용한 사람은 

17.2%였다. 거의 접속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1.7%였다.  

  

 
[그림 3-2] 인스타그램 하루 이용 시간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접속하는 횟수에 대한 답변으로는 틈날때마다 수시로 

접속한다는 이용자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2 회에서 4 회가 33.9%, 1 회는 

17.2%, 5 회에서 10 회 정도 접속하는 사람은 11.7%였다. 거의 접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은 2.8%로 가장 적었다.  

조사대상자의 47.2%는 하루에 30 분 이상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며 특히 수시로 

접속하는 경우는 이용자의 34.4%이라는 점을 통해 인스타그램마켓 이용자는 

인스타그램을 자주 접속하며, 비교적 긴 시간을 이용하는 사용자임을 알 수 있다. 



53 

 

 

[그림 3-3] 인스타그램 하루 접속 횟수 

 

조사대상자들의 평소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하는 활동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빈도 순으로 지인들의 계정을 팔로우하기 (66.1%), 정보검색(56.4%), 게시물에 

하트 표시(51.7%)였다. 즉 네트워크와 정보 검색 및 정보에 대한 관심 

표현하기가 인스타그램 이용의 주된 활동이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인 

활동은 연예인 등 유명인 팔로우( 37.7%), 물건 구매(33.3%), 게시물에 댓글 

달기(31.4%)로 나타났다.  

 
[그림 3-4]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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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자의 인스타그램마켓의 이용행태  

 

다음은 인스타그램마켓 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이다.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해본 횟수에 대한 답변은 [그림3-5] 과 같다. 

3회에서 5회로 응답한 사람은 29.4%로 가장 많았으며 6회에서 9회는 12.5%, 

1회에서 2회는 11.9%, 10회 이상인 경우는 10.6%이다. 이는 아직까지 

인스타그램마켓이 소비자들에게 일상적이거나 친근한 구매의 수단이 아니며, 

새로 이용하기 시작한 이용자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5] 인스타그램마켓에서 구매해본 횟수 

 

 현재 팔로우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마켓의 계정 개수에 대한 질문 대한 답변은 

[그림 3-6] 과 같다. 현재 팔로우 계정이 10 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3%였으며 3 개에서 5 개는 28.9%를 차지했다. 이는 이용자의 약 30%는 

적극적으로 인스타그램마켓을 팔로우하고 게시물을 접하는 반면 57.2%의 

이용자는 0 개에서 5 개 계정만을 팔로우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게시물을 보는 것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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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현재 팔로우 중인 인스타그램마켓 계정 개수 

 

 

 인스타그램마켓에서 구매해본 제품 종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그림 3-7]와 

같다. 의류의 경우 39.4%가 구매 경험이 있어 인스타그램마켓에서 가장 

주력적인 제품은 의류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의 빈도를 보인 제품군은 

식품(20.3%), 아동의류(19.2%), 화장품(18.1%), 악세서리(17.5%), 인테리어 

소품(16.9%) 등의 순서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품군으로 반영하고자 했던 

의류와 화장품과 같은 뷰티제품, 아동용품, 생활용품은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주로 구매하는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0.3%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7] 인스타그램마켓에서 구매해본 제품 종류(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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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스타그램마켓에서 구매했던 제품들의 평균적인 가격에 대한 

답변이다. [그림 3-8]과 같이 제품의 평균적인 가격대의 범위는 

2,500 원에서부터 20 만원까지 넓었으나 대부분의 응답이 2 만원과 5 만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인스타그램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의 평균적인 가격대 

 

인스타그램마켓을 이용하는 동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비자들은 5 가지 

항목의 동기에서 모두 과반수 이상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빈도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사회적 동기, 기능적 동기, 경제적 동기, 정보추구 동기, 유희적 동기 

순이다. 즉 소비자들은 인스타그램마켓을 이용하는 주요 동기중 하나가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을 알 수 있으며 주변의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신현희 & 김경란, 2017). 

 

[표 3-7] 조사대상자의 인스타그램마켓 이용동기 

구분 사회적 동기 
기능적  

동기 
경제적 동기 

정보추구 

동기 
유희적 동기 

낮은 

동기  

n=140 

38.9% 

n=144 

40% 

n=152 

42.2% 

n=145 

40.3% 

n=171 

47.5% 

높은 

동기 

n=220 

61.1% 

n=216 

60% 

n=208 

57.8% 

n=215 

59.7% 

n=189 

52.5% 

합계 360 360 360 36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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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과 속성 

 

제 1 절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속성 

 

인스타그램마켓은 SNS 플랫폼의 커머스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새로운 쇼핑 모드이며 판매 방식이나 형태에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을 상거래 기능 

측면에서 e 커머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e 커머스 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e 커머스 속성이란, 소비자가 쇼핑몰 사이트를 방문하여 경험하게 

되는 특성들로 만족과 충성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구양숙 

외, 2009).  

먼저 e 커머스 속성의 바탕이 되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점포 속성으로는 

상품가격, 상품품질, 상품구색, 상품 유행성, 판매원, 입지, 편의성, 기타 편의 

요소, 서비스, 판매촉진, 광고, 점포 분위기, 조정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Kunkel, 

John, H & L. Berry Leonard, 1968). Lohse & Spiller(1998)는 137 개 

온라인 쇼핑몰을 분석하여 제품구색, 서비스, 판매촉진, 편리성, 점포탐색의 

5 가지 점포 평가 기준을 도출하였으며 Novak & Yiu Fai(2000)는 주문절차의 

용이성, 주문취소의 편리성, 지불수단의 편리성, 신속한 제품 전달, 양질의 

정보제공, 신뢰성, 보안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매장의 점원과 같은 요소와 점포의 공간과 위치와 같은 요소는 주요 속성에서 

제외되는 대신 구매의 편리성과 정보의 보안성이 강조된다. 선행연구를 고찰을 

통해 인스타그램마켓의 e 점포 속성의 품질의 하위 차원으로 제품의 다양성, 

제품의 품질과 가격, 구매의 편리성, 주문 이행성, 보안성, 판촉 활동성, 사후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SNS 의 주요 기능으로는 정보를 받고 공유하는 것이다(Hagel & Armstrong, 

1997; Ellison et al., 2007). SNS 계정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공되는 콘텐츠의 품질이라고 제시되며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정보는 소비자의 

욕망 충족,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유용하고 유의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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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선택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불만족을 줄여주며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사유적인 특성 또한 지니고 있다(김기옥 외, 2015). SNS 마켓에서도 

정보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제품 판매자에 의해 생성된 모든 콘텐츠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속성과 관련한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는 풍부한 

정보제공, 다양한 정보내용 제공, 정보품질의 우수성, 컨텐츠 및 서비스의 

시기적절한제공, 서비스평가정보제공, 충분한 의사소통, 정보의 신속한 업데이트, 

일정한 전송시간이 있다(Delone & Mclean,1992). 또한 정보가 소비자의 

정보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성, 신뢰성, 의사소통의 명확성, 

경제성, 접근가능성, 저장 가능성 등의 특징을 구성하고 있어야한다(김기옥 외, 

2015). 인스타그램의 콘텐츠 특성을 정성조사를 통해 도출한 박신영(2020)은 

인플루언서의 메시지 속성으로는 정보성, 다양성, 시기적절성, 독창성, 유희성, 

비상업성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마켓의 정보품질의 하위 차원으로 정보제공성, 유희성, 정확성, 

최신성, 독창성, 진정성, 빈도성으로 구성하였다. 

인스타그램마켓은 본래 SNS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관계지향적 

네트워크이다(Boyd & Ellison, 2007). SNS 마켓의 경우 특히 SNS 의 관계 

속성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 마케팅이 효과적인데 

과거의 일반적인 판매 위주의 거래 지향적 개념이 아닌 장기적으로 고객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의 브랜드 호감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제고시키는 특징을 

보인다(심다영 외, 2020). SNS 환경에서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정보 공유 

태도와 정보공유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SNS 마켓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김종기 & 김진성, 2012) 이는 

과거 오프라인 점포에서 판매자인 점원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매장에서의 서비스 품질을 연구한 Parasuraman 

et al.(1988)의 SERVQUAL 에서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SERVQUAL 의 요소는 종업원의 외모에 해당하는 유형성, 고객과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히 수행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인 신뢰성, 고객을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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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려는 의지를 뜻하는 반응성, 종업원의 전문지식과 예절을 뜻하는 확신성,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능력을 뜻하는 공감성으로 구분하였다.   

SNS 마켓에서의 판매자 속성도 SERVQUAL 의 속성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는데 김우빈 & 추호정(2019)은 SNS 마켓을 운영하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과 매력성이 소비자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같은 맥락으로 SNS 마켓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의 특성을 밝힌 

박신영(2020)은 반응성, 활동적극성, 신체매력성, 전문성, 정직성을 제시하였다. 

Eisend(2006)의 연구에 따르면 메시지 수신자가 정보원에게 매력성을 

비롯하여 전문성이나 성실성이 있다고 인지할 경우, 메시지 전달자는 정보 

원천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가짐을 확인했다. 또한 판매자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팔로우 수가 일정 수 이상인 파급력을 가진 사람)의 신뢰 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의 인지도 특성도 중요 속성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마켓의 서비스 품질의 하위 차원으로 

상호작용성, 사회적 실재감, 매력성, 친밀감, 전문성, 인지도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문헌고찰을 통해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은 e 점포속성 품질과 

서비스품질, 정보품질로 구성됨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품질에 해당하는 세부 

속성을 표시하면 [그림 4-1] 과 같다. 

 

[그림 4-1]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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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속성의 측정 
 

1. 인스타그램마켓 e 점포 속성 

 

1) 상품 다양성 

 상품 다양성은 제품구색으로도 표현되며 점포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로 제품이 다양할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점포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선행연구로 

나타난다(김국선 & 이종호, 2012; 안민영, 2006). 

인스타그램마켓은 인플루언서나 개인이 공동구매나 자체제작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특성상, 일반적인 e 커머스 사이트에 비해 판매중인 제품 종류가 적으며 

판매가가 바로 배송할 수 있는 재고가 적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다양성에 한계가 

있는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수성을 인스타그램마켓 소비자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현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제품 품질과 가격 

제품의 가격은 품질에 영향 요인이기도 하며 동일한 차원으로써 구매 의도나 

만족에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었다(Zeithaml, 1988; Dodds et al.,1991). 

가격과 품질은 수많은 소비자 지각 변수들 중에서 구매결정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결정 인자이기도 하며 인스타그램마켓의 이용행태를 연구한 이길아(2019)에서 

소비자의 주요 쇼핑동기 중 하나로, 다른 사람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특성을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배경으로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해당 속성을 어떻게 인지하며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구매의 편리성 

구매의 편리성은 제품 및 서비스 구매가 편리한가,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입력 및 취소의 편리성, 쇼핑시간 단축, 검색 편리, 상담속성 제공 

여부가 이에 해당한다(McQuitty & Peterson, 2000). 인스타그램마켓은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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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앱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의 부재로 인해 타 웹사이트 링크로 가서 

결제를 하거나 판매자가 제공해주는 결제 링크 또는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 판매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스타그램마켓의 구매 방식에 주목하여 소비자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구매의 편리성을 어떻게 인지하며 만족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4) 주문이행성 

주문이행성은 주문한 제품의 배송이 수행되고 약속이 이행되는 여부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배송의 신속성과 배송의 정확성이 이에 해당된다(Parasuraman 

et al., 2005) 인스타그램마켓에서 판매자가 공동구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공동구매 기간동안 모집된 구매자의 명단을 판매자가 제조사에게 전달한 

후, 제조사에서 배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체제작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역시 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선 주문 

후 제작’ 방식으로 운영하여 일반적인 온라인 구매와 달리 배송의 신속성이 

떨어진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인스타그램마켓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인지하는지, 현재 만족상태와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Palmer & 

Griffith(1998)과 Novak & Yiu Fai(2000)은 온라인 점포에서의 주요 속성 중 

하나로 상품의 배송으로 보았으며, 온라인 환경에서는 주문이행성이 구매의 신뢰 

등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재휘 외(2002)는 인터넷 

서점의 평가속성의 요소 중 하나로 배송의 신속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배송 이행 

여부보다 신속하게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좋은 평가의 요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보안성 

보안성은 소비자들이 개인의 신상정보와 제품 및 서비스 구입 후 결제 시스템에 

관한 사항, 개인의 정보 안전여부, 시스템의 안전여부, 지불수단의 

안전여부로(McQuitty & Peterson, 2000) 인스타그램마켓 역시 이용 시 

결제라는 금전적 거래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과 같은 속성이 중요하며 

해당 속성에 대해 소비자의 평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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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에서 보안은 소비자들의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특히 소비자의 개인 정보와 결제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속성들에 비해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다(Webb, H.W.& Webb, L.A.,2004).  

 

6) 판촉활동성 

판촉 활동성(Sales Promotion)은 오프라인 상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제시되며 특별할인행사, 마일리지 적립, 패션쇼와 같은 제품 

홍보를 위한 특별 행사 등이 해당된다(Kunkel, John, H & L. Berry Leonard, 

1968). 

인스타그램마켓에서는 판매자가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특별 할인 행사나 할인 

링크나 코드를 공개하는 등 실시간성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며 댓글 이벤트로 

선물을 증정하기도 한다. 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특정 기간동안 할인 가격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스타그램마켓에서의 판촉활동성을 소비자들은 

어떻게 인지하며 평가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촉활동의 구체적인 예로는 고정회원들만의 혜택으로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하거나 경품행사나 온라인 이벤트 등을 들 

수 있다(이승민 & 구양숙, 2002).  

 

7) 사후 서비스 요인  

사후 서비스 요인이란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 제공될 수 있는 일련의 서비스로 

구매 후 환불, 교환, 수리나 보상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인스타그램마켓의 

경우 대다수의 판매자가 제품의 교환, 환불이 불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이희조, 2020; 김설아, 2019) 특히 

환불의 겨우 전자상거래법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 일까지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더라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고지되어 있으나 인스타그램마켓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후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와 만족 상태를 고려하여 개선의 시급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평가를 연구한 변대호(2000)는 구매 전의 서비스와 장기적인 

http://lps3.www.emerald.com.libproxy.snu.ac.kr/insight/search?q=Harold%20W.%20Webb
http://lps3.www.emerald.com.libproxy.snu.ac.kr/insight/search?q=Linda%20A.%20We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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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사후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김수진 & 정명선(2006)은 점포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하나로 사후서비스를 제시한다.  

 이렇게 도출된 7 개의 속성의 정의와, 신뢰도 검사 결과값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인스타그램마켓 e 점포속성 품질과 신뢰도  

차원 속성 정의 출처 
Cronbach

의 알파값 

e 

점 

포 

속 

성 

상품 

다양성 
구매 가능한 제품의 다양성 

Lohse & Spiller 

(1998) 

.912 

품질 

가격 
인지된 제품의 품질과 가격의 합리성 

Lohse & Spiller 

(1998) 

구매 

편리성 
구매 및 결제 방법의 편리함 정도 

Lohse & Spiller 

(1998) 

주문 

이행성 
주문 시 배송의 정확성, 배송기간 

Parasuraman et 

al.(2005) 

보안성 개인정보와 결제정보의 보안정도 
McQuitty & Peterson 

(2000) 

판촉 

활동성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한 판촉활동 

Kunkel, John, H & 

 L. Berry 

Leonard(1968) 

사후 

서비스 
구매 후 환불, 교환, A/S 서비스 변대호(2000) 

 

2. 인스타그램마켓의 정보품질 

 

1)정보다양성 

정보다양성이란 소비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SNS 에서 제공받고, 공유하는 

특성으로(Smith & Swinyard, 2018),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 방문한 장소에 대한 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특성은 

정보의 다양성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정보 측면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용자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의 특성 중 하나로(Delone & 

Mclean,1992) 인스타그램마켓에 있어서도 정보의 다양성은 소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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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키는 주요 속성으로 보여질 것이다. 

 

2) 유희성 

유희성이란 이용자가 느끼는 재미 또는 흥미에 대해 지각하는 것으로 표현 및 

전달방식이 신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몰입과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으며 공유한 정보가 즐겁고 재미있다고 인지될수록 이용자들의 만족감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Chen & Wells, 1999). Tellis(2004)는 제품이나 

브랜드광고에서 유머의 효과를 제시하는데 수용자로 하여금 편하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며 이는 제품과 브랜드로 전이될 수 있다. 또한 유희성은 

수용자의 주의를 끌고 유지하며 상업적인 광고에 대한 저항을 줄여주며 지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마켓에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소비자가 느끼는 재미와 흥미를 포괄하는 유희성은 만족감의 

주요 속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정확성과 최신성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은 정보 품질을 논할 때 주요 특징으로 제시되는 주요 

속성으로 성공적인 정보시스템 품질 평가척도를 개발한 Delone & 

Mclean(1992)은 우수한 정보 품질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으로 이 두가지 정보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정보의 정확성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정보를 의미하며 

최신성은 최신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Delone & Mclean(1992)에 의하면 이 외에도 풍부한 정보제공, 다양한 

정보내용 제공, 정보품질의 우수성, 컨텐츠 및 서비스의 시기적절한제공, 

서비스평가정보제공, 충분한 의사소통, 정보의 신속한 업데이트, 일정한 

전송시간을 주요 정보품질 요소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소비자가 접하게 되는 정보 역시 정확하고 최신의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정보품질을 구성하는 주요 속성으로 보고자 한다. 

 

4) 독창성 

정보의 독창성은 인스타그램에서 공유되는 정보 특성 중 주요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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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는데 Luis V. Casaló, et al.,(2018)은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계정의 

지각된 특성 중 포스팅의 양과 질 보다는 정보의 독창성과 독특성에 따라서 

인플루언서와 상호 교류하고 싶다는 의도, 추천하고 싶다는 의도, 조언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소비자가 접하게 되는 이미지 등과 같은 정보들이 

타 계정에 비해 얼마나 차별적이며 특별한지에 대한 정도가 인스타그램마켓의 

정보 품질 평가에 주요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5) 진정성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의 주요 요인으로 진정성을 제시한 김우빈 & 

추호정(2019)은 진정성을 ‘상업적 동기보다 정보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 및 신념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실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지각되는 

정도’로 정의한다. 비상업성은 제공되는 정보가 수익을 기대하는 상업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진정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획득한 브랜드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패션 정보의 

지나친 상업성은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구매의도에도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Cheng & Stotlar, 1999)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소비자가 지각한 콘텐츠의 속성을 질적연구한 

박신영(2020)은 판매자인 인플루언서가 비교적 상업적이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더욱 우호적이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며 판매하는 제품에도 구매 의지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6) 정보의 빈도성  

 정보의 빈도성은 판매자가 SNS 내에서 포스팅이나 댓글을 게시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빈도를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광고의 빈도 효과를 제시하는 Naples(1979)의 연구에 따르면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수용자가 그 메시지를 더 많이 배우는 것처럼 광고메시지가 더 자주 

반복될수록 정보의 수용자들은 그 메시지를 더 많이 배우고 기억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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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당 브랜드와 제품의 호감도가 증가할 수 있다. 반면에 지나치게 과다한 

광고의 반복은 도리어 광고효과를 저해할 수도 있는데 즉, 일정 수의 반복은 

수용자의 지식획득을 높이지만(generation; wear-in), 최대유효점을 지나면서 

수용자가 지루함을 느껴서(satiation; wear-out) 얻는 정보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마켓에서의 정보의 빈도는 높은 빈도의 포스팅과 댓글을 통한 

소비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호의적인 

감정과 판매자에 대한 친밀함과 성실함 등으로 이어져 마켓에 대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도출된 7 개의 속성의 정의와, 신뢰도 검사 결과값은 아래 [표 4-2]과 

같다. 

 

[표 4-2] 인스타그램마켓의 정보품질과 신뢰도  

차원 속성 정의 출처 
Cronbach

의 알파값 

정 

보 

품 

질 

다양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도 
Delone 

&Mclean(1992) 

.783 

유희성 재미, 흥미와 즐거움을 지각하는 정도 Chen & Wells (1999) 

정확성 
실제와 같고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정도 

Delone& 

Mclean(1992) 

최신성 
최신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되는 정도 

Delone& 

Mclean(1992) 

독창성 타 정보원보다 차별적이고 특별한 정도 
LV Casaló et 

al.,(2018) 

진정성 
정보가 상업적인 목적을 

 지니지 않은 정도 
김우빈&추호정(2019) 

빈도성 정보가 얼마나 자주 제공되는 정도 Naples(1979) 

 

3. 인스타그램마켓의 서비스품질 

 

1)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은 상대방의 요구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반응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며(Parasuraman et al., 1988),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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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인스타그램마켓은 사용자들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기에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응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속성이 될 것이다(박신영, 2020). 특히 판매자가 계정을 

운영하며 댓글이나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의 질문이나 요구 등에 응답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상호작용성은 소비자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2) 사회적 실재감 (Social Presence) 

사회적 실재감이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실제 면 대 면으로 참여하고 

있는 느낌, 즉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상대방과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는 정도로 정의된다(Rice, 1993). 사회적 실재감은 인스타그램마켓 

이용 시 상대방과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인스타그램마켓의 경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자가 영상을 

송출하면 반응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나타낼 수 있기도 하며 메시지를 통해 

1 대 1 로 채팅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판매자의 개인적인 일상이나 판매 

제품에 대한 설명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그 반응을 실시간 응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실재감은 소비자의 인식이나 마켓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3) 매력성 

매력성은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김우빈 & 추호정, 2019) Parasuraman et al.(1988)의 서비스 품질 

요소 중 종업원의 외모와 관련된 ‘유형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력성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광고 효과와 관련해서 이뤄져왔는데 전통 

매체에서 정보원 역할을 하였던 ‘Celebrity’로 불리우는 메시지 전달자가 갖는 

매력성은 이상적인 신체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Kahle & 

Homer, 1985), 매력성이 높은 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대상에 대한 선망을 통해 

수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Ohanian(1990)는 유명인의 매력성을 신체적인 매력, 

남들과 구별되는 입담, 자신만의 스타일로 보았으며 호감도와 유사성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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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McCracken, 1989).  

인스타그램의 경우 사진과 영상과 같은 이미지 중심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외모의 매력성을 콘텐츠를 통해 쉽게 노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정보를 비롯하여 일상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판매자가 지니고 있는 매력성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나 해당 

마켓의 중요 속성이 될 것으로 보았다. 

 

4) 친밀감  

인스타그램마켓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함께 그들 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며 친근한 이미지로 인식된다(H. W. & 

W. H. 2016). Granovetter(1973)에 따르면 친밀감은 유대감의 속성 중 

하나라고 보았는데 유대감(tie)이 네트워크 구성원 사이를 잇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유대감은 강, 약으로 구분되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시간의 

길이, 감정의 강도, 친밀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대인 간의 관계로 보았다. 친밀한 

감정은 개인간의 유사한 속성에 의해서 생기는 동질성이 강할수록 친밀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데, Rogers & Bhownik(1970)는 나이, 성별, 교육, 사회적 

지위와 같은 개인적인 속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회적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보았다.  

인스타그램마켓에서 판매자는 직접 착용하거나 사용한 후기를 함께 남기는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구통계학적으로 비슷하지 않는 

지인이더라도 구매상황에서는 비슷하다고 인지하며, 해당 정보가 제품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를 희망하며 구매 관련 경험이 없거나 거의 없는 사람에 의한 

정보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의 정보에 더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Wu et al., 

2010). 따라서 인스타그램마켓에서 판매자의 친밀감 속성은 소비자의 마켓 이용 

시 지각하는 만족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전문성  

전문성이란 정보원이 대상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뜻하며 

관련 지식과 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경험이 충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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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다(Hovland et al., 1951). 정보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보전달자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있다고 인지되는 경우 높은 신뢰도를 가지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설득 효과도 커짐을 확인하였다(Fogg & Tseng, 1999; Eisend, 2006). 

판매자는 제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의류판매자가 제품의 원단이나 성분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하거나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비롯한 

우호적인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6) 인지도  

SNS 내에서의 판매자에 대한 명성과 인지도는 계정의 팔로우 수와 게시글의 

좋아요 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e-커머스의 등장은 더 많은 기업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경쟁하도록 하였으며 높아진 경쟁 시장에 브랜드나 

점포의 높은 인지도는 소비자의 선호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며. 

Parasuraman et al.(1988)이 제시한 서비스품질의 요소 중 신뢰성과 확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점포명에 대한 친숙성은 온라인 

구매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구매 불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인지도를 가질 

수록 유리하며 좋은 평판을 가진 점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Hendrix, 1999). 

SNS 마켓의 인지도의 경우 판매자 계정이 많은 팔로워를 보유할수록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는 반면(박신영, 2020) 이미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일 경우 팔로우 수가 제품 구매의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윤여진,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판매자의 계정의 인지도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품질로 평가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도출된 6 개의 속성의 정의와, 신뢰도 검사 결과값은 아래 [표 4-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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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인스타그램마켓의 서비스품질과 신뢰도  

차

원 
속성 정의 출처 

Cronbach

의 알파값 

서 

비 

스 

품 

질 

상호 

작용성 

소비자와 상호소통하며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도 

Parasuraman et 

al.(1988) 

.701 

사회적 

실재감 

상대방과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는 정도 
Rice(1993) 

매력성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이나 

몸 ,스타일로 매력적이라고  

인지되는 정도 

Ohanian(1990) 

친밀감 
공감대를 형성하며 가까워진  

사회적 거리감 
Granovetter(1973) 

전문성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지식이나 판단 

능력을 가진다고 인지되는 정도 

Parasuraman et 

al.(1988) 

인지도 
판매자 또는 계정에 대한  

SNS 내의 평판 및 유명도 
Hend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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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에 대한 소비자 평가 
 

제 1 절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에 대한 소비자평가 결과  
 

1. Kano 모델의 적용 결과 

 

Kano 모델 분석을 통한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의 분류 결과는 [표 5-1] 과 같다.  

본 연구에서 일원적 품질로 분류된 인스타그램마켓의 속성으로는. e 점포속성 

품질에 해당하는 가격과 품질, 구매편리성, 보안성, 사후서비스와 정보 품질에 

해당하는 정확성, 진정성 그리고 서비스품질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성이다. 일원적 

품질은 충족될수록 만족은 증대되고 충족되지 않을수록 불만이 증대되는 것으로 

소비자의 명시적 요구사항이며 해당 서비스가 갖추고 있어야할 기본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일원적 품질로 분류된 8 개의 속성은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지속적으로 개선과 노력해야 하는 과제로 볼 수 있다. 

매력적 품질로 분류된 인스타그램마켓의 속성으로는 e 점포속성품질에 

해당하는 상품다양성, 배송신속성, 판촉활동성과 정보품질에 해당하는 

정보다양성, 유희성, 최신성, 독창성, 그리고 서비스품질에 해당하는 친밀감이 

있다. 매력적 품질은 소비자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충족시켜 주거나 

소비자가 기대했던 것이라도 소비자의 기대를 훨씬 초과하는 만족을 주는 

품질요소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8 개의 속성이 충족되면 만족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인스타그램마켓에서 해당 속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기능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 부분이다. 특히 

e 점포속성품질에 해당하는 ‘상품다양성, 배송신속성, 판촉활동성’은 

일반적인 온라인 점포에서 소비자들이 일원적 품질로 지각될 법하나, 

인스타그램마켓에서는 해당 속성들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더라도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개개인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상 해당 기능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기대치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무관심 품질로 분류된 품질 속성은 정보품질에 해당하는 빈도성과 

서비스품질에 해당하는 실시간성, 매력성, 인지도이다. 무관심품질이 충족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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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지 않던, 만족·불만도 주지 않는 품질요소 인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해당하는 4 개의 속성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도 만족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작고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표 5-1] 인스타그램마켓 이용자의 Kano 모델 분석 결과 

모든제품군 Kano 모델의 적용결과 

구분 문항내용 A O M I R Q 합계 Kano 분류 

e  

점 

포 

속 

성 

 품 

질 

품질가격 51 236 25 46 2 0 360 O 일원적 

보안성 32 231 51 45 0 1 360 O 일원적 

사후서비스 64 205 55 35 0 1 360 O 일원적 

구매편리성 110 158 33 58 0 1 360 O 일원적 

판촉활동성 220 57 11 69 1 2 360 A 매력적 

상품다양성 165 34 8 138 14 1 360 A 매력적 

주문이행성 144 143 20 51 1 1 360 A 매력적 

정 

보 

품 

질 

정확성  29 219 71 38 1 2 360 O 일원적 

진정성 86 184 16 68 5 1 360 O 일원적 

독창성 193 36 7 118 4 2 360 A 매력적 

유희성 192 47 9 110 0 2 360 A 매력적 

최신성 176 41 23 118 2 0 360 A 매력적 

다양성 167 12 6 161 12 2 360 A 매력적 

빈도성 119 52 28 151 7 3 360 I 무관심 

서 

비 

스 

품 

질 

전문성 76 159 55 65 2 3 360 O 일원적 

상호작용성 85 101 84 87 2 1 360 O 일원적 

친밀감 141 95 23 99 1 1 360 A 매력적 

실시간성 101 7 7 237 7 1 360 I 무관심 

인지도 121 33 20 183 1 2 360 I 무관심 

매력성 140 27 10 179 3 1 360 I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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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 Kano 모델의 적용 결과를 활용하여 도출한 Timko 의 고객만족계수 

값을 표와 그래프상에 나타내면 [표 5-2]와 [그림 5-1]과 같다. 

먼저 Timko 의 만족, 불만족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5-2]에 나타나 있다. 

만족 계수가 높은 항목은 품질가격, 주문이행성, 판촉활동성, 진정성, 구매 편리성, 

보안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불만족 계수가 높은 항목으로는 정보의 정확성, 

보안성, 품질가격, 사후서비스가 해당된다. 여기서 만족 계수란 값이 높을수록 

개선 시 만족도가 높은 요인이며, 불만족 계수란 높을수록 개선 시 불만족을 

그만큼 낮출 수 있음을 뜻한다. 만족계수와 불만족계수가 공통적으로 높은 

속성들이 대부분 e 점포 속성(품질과 가격, 보안성, 사후서비스)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마켓이 갖추고 있어야할 일원적 품질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소비자의 만족이 낮아 개선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imko 의 고객만족계수로 도출된 값을 기반으로 그래프상으로 나타낸 

[그림 5-1]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다.  

먼저 e 점포 속성 품질은 [그림 5-1]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좌표에 

해당하는데 일원적 품질과 매력적 품질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일원적 품질과 매력적 품질의 공통점은 속성이 충족되었을 시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속성이라는 점에서 e 점포속성 품질에 속하는 요인들은 모두 

SNS 마켓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며 품질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품질에 해당하는 속성들은 [그림 5-1]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좌표이다. 

일원적 품질로 분류된 정보의 정확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속성들은 매력적 품질로 

치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SNS 마켓 이용 시 고객 감동의 원천이 

정보 품질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품질에 해당하는 속성들은 [그림 5-1]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되었으며 진정성, 전문성, 상호작용성은 일원적 품질로, 친밀감은 매력적 

품질로 분류되었으며, 매력성, 인지도, 사회적 실재감은 무관심 품질로 

분류되었다. ‘판매자의 외모’(매력성), ‘팔로잉 수’(인지도), ‘실시간 

상호작용’(사회적 실재감)과 같은 속성들이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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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무관심 품질로 분류되는 결과를 보인다. 또한 서비스품질에 해당하는 

속성인 ‘친밀함’은 매력적 품질 특성을 강하게 보이는데, 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상 생활을 공유하거나 공통된 관심사로 소비자들과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친밀한 감정을 키워가는 것이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마켓을 이용할 때 

기대이상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속성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e 커머스 

사이트(B2C)의 품질 연구(Webb, H.W. & Webb, L.A. ,2004)에서는 오프라인 

점포에서 강조되었던 판매원의 친밀함과 같은 서비스 속성은 온라인 점포에서는 

중요성이 낮아짐을 제시하였으나 인스타그램마켓에서는 도리어 친밀감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e-커머스와 달리 인스타그램마켓이 

지닌 차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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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Timko 의 고객만족계수 

모든제품군 Timko 의 고객만족계수 

구분 문항내용 만족계수(S) 불만족계수(D) 

e 점포속성 품질 

품질가격 0.8 -0.73 

사후서비스 0.75 -0.72 

보안성 0.73 -0.79 

주문이행성 0.8 -0.46 

구매편리성 0.75 -0.53 

판촉활동성 0.78 -0.19 

상품다양성 0.58 -0.12 

정보품질 

정확성  0.69 -0.81 

진정성 0.76 -0.56 

유희성  0.67 -0.16 

독창성 0.65 -0.12 

최신성  0.61 -0.18 

정보다양성 0.52 -0.05 

빈도성 0.49 -0.23 

서비스품질 

전문성 0.66 -0.6 

친밀감 0.66 -0.33 

상호작용성 0.52 -0.52 

매력성 0.47 -0.1 

인지도 0.43 -0.15 

실시간성 0.31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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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고객만족계수에 따른 품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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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SI 지수결과 

 

앞서 도출한 Kano 모델과 고객만족계수를 이용한 서비스 품질 속성 분류는 

현재 소비자들의 각 속성별 만족 수준을 파악할 수 없어서 실제로 속성이 

충족되었을 때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증가 혹은 감소될 수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임성욱 & 박영택(2010)이 

제안한 고객만족계수를 이용한 PCSI 지수를 도출하였다. PCSI 지수를 통해 

소비자의 만족 개선이 어느 정도로 개선될 수 있는지를 계산하여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만을 느끼고 있는 속성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SNS 마켓의 요소 중 어떠한 품질 요소를 개선하였을 때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Timko 의 고객만족 계수와 현재 이용 

만족도를 바탕으로 PCSI 지수를 산출한 결과 개선 시 만족도가 향상될 잠재력이 

가장 큰 품질 요소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었다.  

[표 5-3]의 결과를 살펴보면 PCSI 지수 순위는 ‘품질&가격’, ‘정보의 정확성’, 

보안성’, ‘사후서비스’, ‘진정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속성들은 e 점포 

속성품질과 정보품질에 해당하는데 모두 Kano 모델에 의해 일원적 품질로 

분류된 속성으로 인스타그램마켓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할 기본 

품질이지만 현재 소비자들의 만족 수준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경우 

소비자들의 만족도 증가 폭이 다른 속성들에 비해 클 것으로 기대 됨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시 

‘제품의 품질 대비 가격’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속성이지만 

이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 

상 비공개적인 가격방침, 직접 실물을 보고 구매할 수 없다는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소비자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4 위로 확인된 

‘사후서비스’와도 연결이 된다. 인스타그램마켓에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나 환불, A/S 제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제공하는 판매자가 

대다수이다. 이는 제품을 주문하였을 때 소비자의 기대보다 제품 품질이 안 

좋거나 제품 사용 도중 하자가 발생하여도 추가적인 서비스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속성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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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하여서는 판매자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과 제품 이미지, 또는 제품의 후기와 관련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고 정확하게 제공될 때, SNS 마켓 이용 소비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개선 순위 5 위로 나타난 ‘진정성’과도 연결이 되는데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상업성인 목적을 보이기보다는 팔로워들에게 

본인의 사용 경험에 의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판매가 유용한 정보 

공유에 대한 연장선인 점을 보인다면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보안성’과 관련하여서는 SNS 의 특성상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익명의 

다수에게 정보가 퍼질 수 있고 도용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 또한 판매자에 대한 

낮은 신뢰감이 낮은 만족위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개인정보와 결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결제는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 

제공하며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을 지양하는 것은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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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인스타그램마켓 품질의 개선 우선순위  

 

구분 문항내용 Kano 분류 
만족수준 

(L) 

만족위치 

(P) 

PCSI 

지수 

PCSI   

지수순위 

e 점포속성  품질가격 일원적 3.14 -0.02 0.82 1 

정보품질 정확성  일원적 3.17 -0.12 0.82 2 

e 점포속성 

품질 
보안성 일원적 3.08 -0.05 0.79 3 

e 점포속성 

품질 
사후서비스 일원적 3.06 -0.01 0.76 4 

정보품질 진정성 일원적 3.09 0.07 0.69 5 

e 점포속성 

품질 
구매편리성 일원적 3.13 0.06 0.68 6 

서비스품질 전문성 일원적 3.14 -0.02 0.68 7 

e 점포속성 

품질 
주문이행성 매력적 3.15 0.13 0.68 8 

서비스품질 상호작용성 일원적 3.16 -0.04 0.56 9 

서비스품질 친밀감 매력적 3.13 0.13 0.53 10 

e 점포속성 

품질 
판촉활동성 매력적 3.09 0.27 0.51 11 

정보품질 유희성  매력적 3.22 0.21 0.46 12 

정보품질 최신성  매력적 3.19 0.18 0.43 13 

정보품질 독창성 매력적 3.17 0.23 0.42 14 

정보품질 빈도성 무관심 3.18 0.10 0.39 15 

e 점포속성 

품질 
상품다양성 매력적 3.20 0.19 0.38 16 

서비스품질 인지도 무관심 3.21 0.11 0.32 17 

서비스품질 매력성 무관심 3.22 0.15 0.32 18 

정보품질 다양성 매력적 3.19 0.21 0.31 19 

서비스품질 실시간성 무관심 3.04 0.13 0.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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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가 인지한 인스타그램마켓의 문제점 

 

다음은 인스타그램마켓 이용 시 불편했던 경험을 질문한 개방형 문항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다. [그림 5-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언급한 빈도수로 

정리해보았을 때 교환과 환불의 어려움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제품의 인도 후 7 일 이내에는 제품의 손상이 있지 않는 한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인스타그램마켓의 판매자들은 공동 구매나 자체 제작이라는 이유로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두번째로 많이 언급된 사항은 결제와 

관련된 불편함이다. 인스타그램마켓에는 플랫폼 내의 결제 기능이 따로 없기 

때문에 판매자가 따로 제공하는 결제 링크나, 계좌번호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는 구매 가능한 쇼핑몰 사이트로 다시 들어가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 번거롭다. 세번째로 많이 언급된 부분은 정보의 부정확함이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경우 제품에 대한 상세한 사진과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마켓 특성상 판매자가 제공하는 주관적인 정보나 

판매를 위한 과장된 설명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경우를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답변은 댓글이나 DM(다이렉트 메시지)로 문의를 

남겨도 응답 속도가 느리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가 27 회, 가격을 바로 확인이 

어렵고, 제품의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답변이 27 회로 언급되었다. 또한 

처음 구매해보는 판매자의 경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감정 또는 신뢰감이 

가지 않는 것을 불편한 점으로 언급한 경우도 25 회로 나타났다. 배송이 느린 

점에 대해서는 24 회로 많았다. 이외에도 지나치게 많은 광고(19 회), 기능의 

한계(15 회), 짧은 공구기간(13 회), 후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12 회), 제품 

자체의 품질에 대한 불만(9 회), A/S 가 어렵다는 점(7 회)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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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인스타그램마켓의 불편한 점으로 언급된 키워드 (횟수) 

 

이와 같은 개방형 질문에 대한 소비자의 답변을 통해서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 

차원의 속성 중 소비자가 특히 낮게 평가하는 세부적인 인스타그램마켓의 기능과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만족 사항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 응답된 

사항들은 [표 5-4]과 같이 앞서 도출한 PCSI 지수 1 위부터 9 위에 해당하는 

속성들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PCSI 지수에 따라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된 순서대로 살펴보면 가격과 제품자체의 품질과 관련하여 언급은 1 위에 

해당하는 ‘품질과 가격’속성에 해당한다. 특히 가격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았는데 

높은 가격에 대한 불만과 동시에 제품 가격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문의를 해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의 투명성 등에 대한 불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제공되는 제품 정보의 부정확함이나 후기 정보의 부재, 과도한 광고에 대한 

언급은 개선순위 2 위에 해당하는 정보품질의 정보의 정확성과 5 위인 정보의 

진정성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후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지해야 하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자에 대한 부족한 신뢰로 불편한 감정을 언급한 답변들은 

3 위의 보안성과 7 위의 판매자의 전문성에 포괄적으로 해당한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응답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갑자기 판매 계정이 삭제되거나 연락 

두절 및 거래 중단, 계약 불이행 등의 인스타그램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교환 환불의 거부, A/S 서비스의 부재 등은 e 점포 속성품질에 해당하는 

사후서비스로 PCSI 지수 4 위에 해당한다. 6 위 구매 편리성은 결제방법의 불편함, 

짧은 구매기간이 해당되며 배송관련 언급된 답변은 8 위 주문이행성에 해당된다. 



82 

 

마지막으로 판매자의 늦은 응답이나 연락 두절 등의 불편함은 9 위 서비스품질인 

상호작용성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사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이 처음부터 

쇼핑을 목적으로 개발된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에서 e 커머스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장바구니 기능이나 구매 이력을 확인하는 기능 또는 배송 확인 

기능들의 부재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함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인스타그램마켓이 소비자간 거래(C2C 거래)라는 점에서 구매 기간이 일반적인 

매장이나 B2C 쇼핑몰과 같이 판매기간이 상시적이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상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재고도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e 점포속성품질의 ‘구매의 편리성’속성에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품검색-구매 결정-결제-배송’ 과 같이 어떠한 구매단계에서의 

편리성인지 제시하였다면 좀더 세부적인 속성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표 5-4]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인스타그램마켓의 불만족 사항 

구분 속성 Kano 분류 
PCSI

순위    

불만족 사항  

(언급 횟수) 

e 점포속성 

품질 
품질가격 일원적품질 1 

가격(27),  

제품(9) 

정보품질 정확성  일원적품질 2 
정보(29), 광고(19), 

후기정보(12) 

e 점포속성 

품질 
보안성 일원적품질 3 신뢰(25) 

e 점포속성 

품질 
사후서비스 일원적품질 4 교환환불(49), A/S(7) 

정보품질 진정성 일원적품질 5 광고(19) 

e 점포속성 

품질 
구매편리성 일원적품질 6 

결제방법(33), 

공구기간(13) 

서비스품질 전문성 일원적품질 7 신뢰(25) 

e 점포속성 

품질 
주문이행성 매력적품질 8 배송관련(24) 

서비스품질 상호작용성 일원적품질 9 응답/답변시간(27) 

서비스품질 친밀감 매력적품질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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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아래 [표 5-5] 와 같다.  

 

[표 5-5]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인스타그램마켓의 불편한점 

분류 내용 
언급 

횟수 

교환환불 

▪ 품질에 대한 신뢰나 A/S 서비스에 대한 안내문구 같

은 것이 소홀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런 점이 아

쉬운 것 같다. 

▪ 교환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하다. 

49 

결제 

▪ 구매를 위해 링크를 타고 다시 로그인하고 주문해야

한다. 

▪ 물건 구입을 위해서는 사이트에 항상 회원가입을 해

야한다. 

▪ 구매방식이 번거롭고 결제수단이 제한적이다. 

▪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

었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제품을 사기위해서 마켓으

로 이동하고 그 안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제를 

해야하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3 

정보 

▪ 실제품과 화면상의 제품이 상이한 적이 있다. 

▪ 물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 제품을 근처에서 직접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

림짐작하면서 주문했던 적이 있다. 

▪ 제조사가 만든 자료없이 인플루언서가 하는 설명만 

제공된다. 

29 

응답/답변시간 

▪ 판매자에 따라 간혹 답변이 느리다. 

▪ 응대가 빠르게 되지 않으며 상품 문의나 배송문의같

은 Q&A 같은 문의할 수 있는 곳이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 메시지 보내 놓고 응답 올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 바로바로 답변이 오지 않는다. 

27 

가격 

▪ 값이 비싸다. 

▪ 생각보다 가격이 부담스럽다. 

▪ 가격을 미리 알 수 없고 문의를 해야 알 수 있다. 

▪ 제품의 가격비교가 어렵다. 

▪ 가격 공개 안된다. 

▪ 금액이 정확히 명시 되어 있지 않다. 

27 

신뢰,불안한감정 
▪ 혹시나 사기일지도 몰라서 불안하다. 

▪ 정확한 사업자번호를 알 수 없어 믿음이 떨어진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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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에 대해 신뢰가 안 간다. 

▪ 이 제품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성능이 괜찮

은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 신용과 개인정보도용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든다. 

배송관련 

▪ 프리오더 구매시 한달 가량 기다려야한다. 

▪ 배송이 느린 경향이 있다. 

▪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성이 떨어진다. 

24 

광고 

▪ 과도한 연출과 실제와 많이 다른 과장광고 인기도나 

판매량, 댓글 등을 조작하는 느낌을 검증하기 어렵

다. 

▪ 광고, 선전용 상품이 많다. 

▪ 인스타에서 소개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기능 또는 성능에 대해서 과한 광고가 있다. 

19 

후기정보 

▪ 객관적인 리뷰를 보기가 어렵다. 

▪ 리뷰 적는 칸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으로 구매하는 

사람들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잘 안되었던 적이 있

다. 

▪ 좀 더 객관적인 리뷰를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후기 페이지가 없거나, 후기 페이지가 있어도 좋은 

후기만 의도적으로 앞 페이지에 놓여있어 후기를 보

고 물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12 

공구기간 

▪ 공구기간이 짧아서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 구매 가능한 기간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다. 

▪ 일정기간에만 구입이 가능하다. 

▪ 홍보기간이 짧다. 

▪ 비정기적으로 마켓이 열린다 

▪ 판매 기간이 한정적일때가 많다. 

▪ 오픈시간이 너무 늦을 때가 있다.(밤 12 시 등) 

▪ 보통 마켓 열라는 기간이 따로 있어서 놓치면 끝이라

는 점이 불편하다. 

▪ 공구 기간이 끝나면 더이상 구매가 안된다. 

▪ 준비된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 인기 마켓의 경우 오픈하고 5 분도안되어 품절되는 

경우가 많다. 

12 

제품검색/마켓검색 

▪ 어떤 사람한테서 물건을 샀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

가 있어서 설정이나 그런 탭에서 표시가 되었으면 좋

겠다. 

▪ 다시 마켓을 찾아서 들어가야함 

▪ 그 당시에는 사지 않았으나 다음에 그 상품이 생각났

을 때 기억이 나질 않아 구매를 할 수가 없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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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목록을 찾기가 어려웠다. 

제품품질자체 

▪ 품질이 예상보다 별로였다. 

▪ 식품은 생각보다 불만족했다. 

▪ 제품품질보장이 어렵다. 

▪ 막상 받아봤을 때는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있다. 

9 

A/S 
▪ A/S 요청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A/S 가 불가하다. 
7 

기타 

▪ 의류 구매 시 어울리는 옷 등을 추천받을 수 없다. 

▪ 인터넷 쇼핑몰보다 게시물이 부족해서 더 찾아보고 

싶으면 쇼핑몰 따로 검색해서 들어가야한다. 

▪ 인스타그램 오류가 잦고 느릴 때가 종종 있다. 

▪ 인스타마켓에서 보세팔고 계정 주인은 명품행세한

다. 

▪ 한눈에 제품을 보기 어렵다. 

▪ 몇몇 마켓의 경우엔 과도한 노출로 인해 눈살을 찌푸

리게 하는 곳도 있어서 불편하다. 

▪ 빠른 품절이 될 때가 많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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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품군 별 소비자평가 비교결과  
 

제품군 별 Kano 모델의 분류 결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류와 

화장품과 같은 뷰티 제품, 육아와 관련된 육아제품, 생활잡화 제품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인스타그램이 이미지 중심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제품의 특징이 확인이 가능한 가시성이 있는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는 이유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판매자들이 자신의 일상과 관심사와 함께 

제품 이용 후기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브랜드가 노출되는 

형태의 게시글을 작성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제품군이 

뷰티나 육아관련 제품, 그리고 생활잡화 제품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 군이나 주로 팔로잉하는 계정의 판매 제품

군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으며 Kano 질문에 응답할 때 해당 제품을 인스타그램마

켓에서 이용할 때의 느낌을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다. 수집 결과 가장 최근에 구

매한 제품군으로 응답한 경우는 232 명(64.4%), 주로 팔로잉하는 계정의 판매 

제품군으로 응답한 경우는 128 명(35.5%)였다. 제품군 별로 수집된 조사대상자

의 분포로는 뷰티제품이 128 명(35.6%), 육아제품 101 명(28.1%), 생활잡화 

131 명(36.4%)으로 대체로 고르게 수집되었다.  

 

[표 5-6]제품군 별 조사대상자 수집분포 

항목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군 

주로 팔로잉하는 

계정의 판매제품 군 합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의류/화장품 

뷰티 제품 
90 25.0 38 10.6 128 35.6 

육아관련 제품 73 20.3 28 7.8 101 28.1 

생활잡화 제품  69 19.2 62 17.2 131 36.4 

합계 232 (64.4%) 128 (35.5%) 360 

 

Kano 모델 분석을 통한 제품군 별 SNS 마켓 서비스 품질의 결과는 [그림 5-

3], [표 5-7]과 같다. 인스타그램마켓 주요 3 가지품질 차원 별로 각각 해당하

는 속성들에 해당하는 전체 20 개의 속성을 소비자의 평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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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을 위하여 e 점포속성 품질은 파란색, 정보 품질은 빨간색, 서비스 품질은 초

록색으로 좌표를 표기하였다. 

의류와 화장품과 같은 뷰티제품이란 옷, 신발, 가방, 립스틱, 스킨 로션 등 이 

이에 해당한다. 육아용품의 경우, 아동복, 아동용 화장품, 장난감 교구, 아동도서, 

아이간식 등이 해당하며 생활잡화는 가구, 패브릭, 홈데코, 수납/정리, 생활용품, 

가전, 주방, 반려동물, 그릇/홈세트, 조명, 러그, 커튼, 디자인문구, 욕실용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래 [그림 5-3]에서 볼 수 있듯이 뷰티제품 이용 시 소비자는 인스타그램마

켓에서 관계적 특성인 매력성, 인지도를 매력적 품질로 인지함을 알 수 있다. 판

매자의 외모나 스타일이 매력적일수록, 팔로잉 수가 높아서 인지도가 있을수록 

소비자는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작용적이 일원적 품질로 

분류되었다. 즉 판매자가 활발하게 소비자와 상호소통을 하는지 여부가 기본적

으로 갖추어야하는 서비스 품질이라고 인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

적으로 보면 뷰티 제품 구매 시, 소비자는 매력성, 인지도와 같은 판매자의 특성

과 상호작용과 같은 관계적 특성이 주요 속성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육아용품의 구매시에는 뷰티 제품 구매 시와 다르게 상호작용성, 인지도, 매력

성, 정보 다양성이 무관심 품질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육아를 하는 소비자

의 특성상 시간이 부족하여 구매 결정에 필요한 제품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

어 그 외의 부가적인 기능이나 특성에 무관심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생활잡화 이용 시 소비자는 육아용품 이용 소비자와 유사한 결과가 나옴을 알 

수 있는데 판매자의 속성인 매력성, 인지도가 무관심 품질로, 정보의 특성인 빈

도성, 정보 다양성 역시 무관심 품질로 분류되었다. 이는 생활잡화 구매 시 소비

자는 구체적인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여 제품과 관련 있는 정

보 외의 부가적인 일반 정보나 판매자의 서비스 속성 등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

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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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제품군 별 소비자평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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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제품군 별로 나타나는 소비자 평가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제품군 

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품질 속성은 서비스품질이다. 뷰티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답변은 ‘매력성’, ‘인지도’가 매력적 품질로 분류된 반면, 육아제품과 

생활잡화 구매 시 소비자들의 답변은 무관심 품질로 분류되었다.  

즉 뷰티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판매자의 외모나 스타일, 그리고 영향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나 다른 제품군에서는 해당속성들이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만족이나 불만족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스타그램마켓이 

새로운 형태의 유통 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인스타그램이 이미지 

중심의 플랫폼이라는 점과 이용자 간의 상호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육아용품이나 생활잡화 제품 구매시에도 소비자가 매력성, 인지도, 

상호작용성으로부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구매하는 제품군 별로 소비자가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인지하는 속성들의 평가가 상이하며 특히 뷰티제품 군에 비해 소비자가 

육아용품과 생활잡화를 구매할 때 더 많은 속성들에 대해 무관심 품질로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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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해당 속성들을 소비자가 일원적이거나 

매력적으로 인지하여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판매 제품군 별로 소비자들이 집중하고 강화해야 할 기능을 차별화한다면 

인스타그램 마켓의 소비환경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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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과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Kano 모델을 적용하여 결과를 살펴보았으며 연구 방법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인스타그램마켓은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으로 팔로워가 많은 유명인(influencer) 또는 개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의류, 화장품, 육아용품, 생활잡화 등을 공동구매, 

자체제작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소비자들의 에 대한 현재 

만족도와 품질 인지는 어떠한 지 확인하기 위해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제품 구매나 

마켓 계정을 팔로우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360 명으로 제품 군별로 뷰티제품 128 명, 

육아용품 101 명, 생활잡화 131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의 

평가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Kano 모델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에서 개선의 우선순위를 밝히기 위해 소비자의 

현재 만족도를 반영한 PCSI 지수의 순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비자가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인지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개방형 문항의 

답안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 제품군에 따라 소비자평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밝히기 위해 Kano 모델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웹사이트의 품질 차원과, e 커머스 사이트 품질차원을 

다각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차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 차원으로 e 점포 속성 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로 구성하였으며 각 품질별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속성을 총 20 개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유통인 

인스타그램마켓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차원을 통해 소비자평가를 측정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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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둘째,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에 대한 소비자평가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해 Kano 모델을 적용하여 분류한 결과 e 점포 속성 품질에 해당하는 

속성들은 일원적 품질과 매력적 품질에 분산되어 있었다. 가격과 품질, 보안성, 

사후 서비스, 구매의 편리함은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주요 속성에 

해당하는데 일원적 품질로 분류된 것을 통해, 인스타그램마켓에서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품질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소비자들에게 중요하게 평가되는 기능으로는 

정보품질에 해당하는 속성들임을 확인하였다. 우선 일원적 품질로 분류된 

‘정보의 정확성’은 고객의 명시적 요구사항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의 정보 품질에 

해당하는 ‘유희성’, ‘독창성’, ‘최신성’, ‘다양성’ 은 매력적 품질로 분류되어 고객 

감동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마켓의 

판매자나 운영자는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만족 수준 개선의 여지가 크며, 고객 

감동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정보품질에 해당하는 속성들에 좀더 집중하여 개선 및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품질의 경우, 인스타그램 상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의 외모나 

팔로워 수와 같은 요소와 실시간 라이브 방송과 같은 기능들이 소비자들의 만족 

여부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PCSI 지수를 산출한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들의 각 

속성의 현재 만족 수준을 반영한 PCSI 지수의 상위순위로 도출된 값들은 모두 

일원적 품질로 분류된 인스타그램마켓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속성으로 

확인되었다. SNS 마켓은 현재 커머스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지만 커머스의 

기본 속성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해당 속성들에 대해 현저히 

낮은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이용과 만족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속성들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품질과 가격, 보안성, 사후서비스, 구매 편리성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특히 보안성의 경우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지침을 

SNS 마켓 계정 운영자에게 제시되어야 하며, 사후 서비스 (반품, 환불, A/S)를 

거부하는 판매자들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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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마켓 이용 시 경험한 

불편했던 점’의 개방형 문항의 답변을 통해서 소비자가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지각하는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SNS 마켓이 소비자간 거래라는 점에서 

전문적인 CS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고 제품에 대한 정보 역시 

객관성이 떨어지는 판매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내용이 게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플랫폼이 기존의 소셜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커머스 사이트에서 갖추고 있는 구매후기 게시판, 장바구니 기능, 

검색기록, 배송 확인하기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불만 사항들이 있었다. 이는 SNS 의 커머스화로 일반적인 온라인쇼핑 

사이트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쇼핑 친화적인 구매환경을 

소비자들은 SNS 마켓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아직까지 인스타그램의 

완전한 커머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체의 기능적인 한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 번째, 제품군 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제품군 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품질 속성은 서비스품질에 속하는 것이다. 뷰티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답변은 ‘매력성’, ‘인지도’가 매력적 품질로 분류된 반면, 육아제품과 

생활잡화 구매 시 소비자들의 답변은 무관심 품질로 분류되었다. 즉 뷰티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판매자의 외모나 스타일, 그리고 영향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나 다른 제품군에서는 해당속성들이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만족이나 

불만족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판매 제품군 별로 집중 

강화해야 할 기능과 세부 속성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94 

 

제 2 절 시사점과 제언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요인에 주목하여 각각의 품질에 따른 

소비자들의 인지와 평가 그리고 만족 수준을 실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인스타그램의 쇼핑 기능을 도입과 더불어 최근 

소비자들의 이용 추세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스타그램마켓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 차원을 e 점포 속성의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로 구분하여 Kano 모델을 

바탕으로 각각의 속성에 대해 소비자들의 이원적 만족 차원을 고찰하였다. 특히 

소비자의 만족 차원을 이원적 접근법으로 품질의 충족과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복합적인 평가 상태인 

‘만족’의 차원을 더욱 폭 넓게 이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소비자의 평가 결과를 개인적인 특성이 아닌 구매했던 제품군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또한 품질의 3 가지 차원에 따라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여 

종합적인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되어온 변인은 

주로 이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쇼핑동기와 같은 개인의 성향이다. 

하지만 인스타그램마켓은 기존의 유통 방법과는 달리 이용자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 그리고 상거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마켓의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평가에 세부 품질차원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또 구매 제품군에 따라 소비자의 평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 

봄으로써 확장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스타그램마켓의 e 점포 속성에 대한 개선의 시급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은 이미 쇼핑 기능의 도입과 비즈니스 계정의 기능 강화로 앱 내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지만 기존의 e 점포 속성에 대한 현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았다. 특히 Kano 모델의 결과에 의하면 e 점포 속성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일원적 품질과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력적 



95 

 

품질로 배정되었다는 점에서 개선 시 모두 소비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속성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더 나은 구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의 기본을 구성하고 있는 e 점포 속성의 차원의 개선에 

집중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정보 품질의 속성들이 소비자들에게 인스타그램마켓의 매력적인 요소로 

평가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정보 품질 속성 중 ‘유희성’, ‘독창성’, ‘최신성’, 

‘다양성’은 소비자가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충족되었을 시 만족감을 느끼며 

충족되지 않더라도 불만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고객 감동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점이다. 인스타그램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단순히 제품과 관련된 

정보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게시하는 게시물과 스토리, 영상 등의 

콘텐츠를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며, 다른 게시물들 과의 차별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에 영감을 얻고, 최신의 유행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일상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인 것이다. 이는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에 기존의 커머스 사이트에서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접근 

방식이 아닌, 정보 교류의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마켓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e 점포속성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로 구성하고 각 차원별로 주요 속성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외에도 SNS 마켓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품질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설문 조사 문항 중 

하나였던 ‘인스타그램마켓 이용 시 경험한 불편했던 점’의 답변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새로운 속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SNS 마켓이 소비자간 거래라는 점에서 전문적인 CS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고 제품에 대한 정보 역시 객관성이 떨어지는 판매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내용이 제시된다. 또한 플랫폼이 기존의 소셜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커머스 사이트에서 갖추고 있는 구매후기 게시판, 장바구니 기능, 

검색기록, 배송 확인하기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불만 사항들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SNS 마켓이 소비자 간 거래(C2C)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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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커머스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이 아니라는 기능적인 면에서 오는 한계점 등을 

고려한 다양한 특성들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Kano 모델의 긍정과 부정의 이원적 질문의 설문 형식이 조사 

대상자들에게 생소하여 설문 내용에 대한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문항 

선택으로 혼란 야기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질문의 대상이 되는 

속성들이 추상적인 경우 구체적인 상황적인 맥락을 제시하여 조사 대상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Kano 모델은 상품 개발을 위한 분석 도구로 제시된 

상품기획이론으로 초기의 관련 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유형적인 

속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기능에 대한 Kano 모델의 적용에서 

‘자동차의 자동 문 잠김’ 기능의 있음과 없음은 유형적인 특성으로 명확히 이해가 

되며 조사 대상자 간의 이해 정도의 격차가 크지 않을 것이다(Berger et 

al.,1993).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인스타그램마켓의 품질차원 중 특히 

서비스 품질차원과 정보 품질의 경우 추상적인 개념의 정도에 대하여 질문하여 

조사 대상자간 인지하는 정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Kano 모델의 설문형식의 문항의 명확함과 상황적 맥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조사대상자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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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SNS마켓 품질속성 도출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인스타그램마켓* 계정을 평소 팔로우하며 콘텐츠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인스타그램마켓에서 구매 시 소비자가 인지하는 서비스 품질 

사항들에 대한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13 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학문적 

연구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마켓이란, 

 

인스타그램상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으로 팔로워가 많은 

유명인(influencer) 또는 개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의류, 화장품, 

육아용품, 생활잡화 등을 공동구매, 자체제작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1. 의류/화장품 등 뷰티 관련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인스타그램마켓  

의류/화장품 등 뷰티 관련 제품(ex. 옷, 신발, 가방, 립스틱, 스킨 로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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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육아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인스타그램마켓  

육아관련 제품(ex. 아동복, 아동용 화장품, 장난감 교구, 아동도서, 아이간식) 

 

 

 

3. 생활잡화를 판매하는 인스타그램마켓  

생활잡화 제품 (ex. 가구, 패브릭, 홈데코, 수납/정리, 생활용품, 가전, 주방, 반려

동물, 그릇/홈세트, 조명, 러그, 커튼, 디자인문구, 욕실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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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앞서 응답하신 (SQ6 or SQ8응답값)을 판매하는 인스타그램마켓을 이

용할 때를 떠올리시며 아래 주어진 상황에 드는 느낌을 선택해주십시오.   

Q1-1 ~20 만약, 인스타그램마켓에서 앞서 응답한 제품군(SQ6 or SQ8응답값)

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항목 
마음에 

든다 

당연 

하다 

상관 

없다 

어쩔 

수 

없다 

마음에 

안든다 

댓글이나 DM 으로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댓글이나 DM 으로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실시간 채팅이나 라이브 방송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실시간 채팅이나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의 외모와 스타일이 

매력적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의 외모와 스타일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가 친밀하게 느껴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가 친밀하게 안 느껴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가 전문적으로 보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가 전문적으로 안 보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 계정의 팔로우 수가 높다면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 계정의 팔로우 수가 높지 

않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일상정보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일상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 계정 피드를 보는게 

재미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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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계정 피드를 보는게 재미있지 

않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최신 유행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최신 유행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피드 이미지가 차별적이고 특별하게 

보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피드 이미지가 차별적이고 특별하게 

보이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의 말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의 말이 상업적 목적으로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게시물이 자주 업데이트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게시물이 자주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판매중인 상품이 다양하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판매중인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제품의 품질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제품의 품질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구매 방법 및 결제방법이 편리하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구매 방법 및 결제방법이 편리하지 

않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배송이 빠르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배송이 빠르지 않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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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결제정보의 보안성이 

높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개인정보와 결제정보의 보안성이 높지 

않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할인이나 사은품 이벤트를 제공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할인이나 사은품 이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환불, 교환, A/S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환불, 교환, A/S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PART2. 다음은 평소 인스타그램마켓을 이용할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Q2-1. 아래의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판매자가 소비자와 상호소통하며 신속

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와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의 얼굴이나 몸매 또는 스타일이 

매력적이라고 인지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가까워진 

사회적 거리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와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지식이

나 판단 능력을 가진다고 인지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 또는 계정에 대한 SNS 내의 평

판 및 유명도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피드에서 재미, 흥미와 즐거움을 지각하

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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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실제와 같고 사실을 정확히 설명

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최신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시의적절하

게 제공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피드가 타 계정보다 차별적이고 특별한 

정도 
① ② ③ ④ ⑤ 

상업적 동기보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 및 신념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실

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지각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피드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되는지 정

도 
① ② ③ ④ ⑤ 

구매 가능한 제품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인지된 제품의 품질과 가격의 합리성 ① ② ③ ④ ⑤ 

구매 및 결제 방법의 편리함 정도  ① ② ③ ④ ⑤ 

주문 시 배송의 정확성 및 배송기간 ① ② ③ ④ ⑤ 

개인정보나 결제정보의 보안정도 ① ② ③ ④ ⑤ 

할인, 이벤트등을 통한 판촉활동 ① ② ③ ④ ⑤ 

구매 후 환불, 교환, A/S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PART 3. 다음은 인스타그램마켓을 이용하는 동기에 대한 설문 문항입니다.  

Q3-1. 다음의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___________’ 때문에 인스타

그램마켓을 이용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나와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을 알 수 있

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다른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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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원하는 제품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

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실시간으로 판매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댓글이나 DM으로 빠른 피드백이 가능

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느낌 전환이 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재미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형태의 점포에서 제품을 구입하

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시간을 때울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

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가격 대비 좋은 품질의 제품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흔하지 않은 디자인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

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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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정보의 양을 충분히 제공하

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최신 유행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

에 
① ② ③ ④ ⑤ 

상세한 제품 및 구매정보를 얻을 수 있

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PART 4. 다음은 인스타그램마켓 이용 행태에 관한 문항입니다.   

Q4-1.지금까지 인스타그램마켓에서 몇 번이나 구매했습니까?  

1) 1-2회 2) 3-5회 3) 6-9회 4) 10회 이상  

 

Q4-2.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에서 구매해본 제품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가능] 

1) 의류 2) 신발 3) 가방 4) 악세서리 

5) 색조 화장품 6) 스킨케어 화장품 7) 장난감 8) 책/교구 

9) 아동의류 10) 식품  11) 인테리어 소품 12) 주방용품 

13) 가구 14) 기타  15) 구매해본 적 없음 

 

Q4-3. 귀하께서 인스타그램마켓에서 구매를 고려하거나 구매한 제품의 평균 가

격대는 얼마 정도입니까?  

(1000~9999999) 원   

 

Q4-4. 현재 팔로우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마켓 계정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 0개  2) 1-2개 3) 3-5개 4) 6-9개 5) 1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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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5. 평소 인스타그램마켓 계정에 얼마나 자주 접합니까? (피드에 뜨거나 

계정 검색 모두 포함) 

1) 거의 접하지 않음  2) 주 1회 정도 

3) 주 3회 정도   4) 하루 1회-2회 정도  

5) 하루 3회-4회 정도 6) 하루 5회 이상  

 

 

Q4-6. 평소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가능] 

1) 가족,친구,지인 계정 팔로우    

2) 게시물에 하트 표시 

3) 게시물에 댓글, 대댓글 달기    

4) 연예인 등 유명인 팔로우  

5) 정보검색      

6) 내 피드에 사진, 영상 업로드 

7) 내 스토리에 사진, 영상 업로드    

8) 게시물 보관/정리 목적(사진, 영상 저장) 

9) 브랜드/매장 계정 팔로우    

10) 인플루언서 계정 팔로우  

11) 물건 구매 (쇼핑)     

12) 특정 해시태그 팔로우 

13) 눈으로 보기만 함     

14) 이벤트 참여시만 이용함 (ex. 브랜드 계정팔로우/좋아요/리그램 이벤트) 

15) 기타  

 

Q4-7. 평소 하루에 인스타그램 접속 횟수는 대략 몇 번 정도 됩니까?  

1) 거의 접속하지 않음  2) 1회  3) 2-4회 

4) 5-10회   5) 틈날때마다 수시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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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 평소 하루에 인스타그램 총 이용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1) 거의 접속하지 않음 

2) 5-10분 미만 

3) 10분-30분 미만 

4) 30분-1시간 미만 

5) 1시간 이상  

 

Q4-9. 다음 중 제품 구매 시 이용해본 적이 있는 SNS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가능) 

1) 인스타그램 

2) 네이버 블로그  

3) 네이버 카페  

4) 밴드 

5) 그외 (    ) 

 

[SQ5에서 1번 응답자, 1번 보기 필수응답] 

Q4-10. SNS마켓을 이용 시 경험한 불편한 점을 적어주세요. (주관식)  

(                                                ) 

 

PART 5.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DQ1. 귀하의 혼인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기혼  2) 미혼  3) 기타 

 

DQ2. 귀하의 자녀유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있음  2) 없음 

 

D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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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졸이하  2) 전문대 재학/ 졸업  3)대학 재학/졸업  

4) 대학원 재학/졸업  

 

DQ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전문직   2) 사무직/관리직 3) 서비스/판매직 

4) 학생   5) 주부 6) 기타   

 

DQ5.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1) 199만원 이하    2) 200만원이상~299만원이하  

3) 300만원이상~399만원이하  4) 400만원이상~499만원이하  

5) 500만원이상~599만원이하 6) 6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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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ng the quality of Instagram 

as a commerce platform 

from consumers' perspective 

using Kano Model 

 

Lee, Arom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Social Network Service (SNS) is changing from the existing 

function platform that has been connecting people by enabling interactive 

communication to a platform with commerce characteristics. Among the 

social media platforms, Instagram is the one that shows the most obvious 

change to commerce. 

The Instagram Marke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form of 

distribution channel that has recently become popular. Despite the 

external growth, negative factors could not be ignored such as product 

quality and profitability controversy, seller's private price disclosure 

policy, seller's trust, exchange disputes, and refusal of refunds. This 

suggests that the rapid change in the consumption environment of the 

Instagram market is not being consumer-orien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reflection of the consumer's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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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s, and requirements for the Instagram market from the 

consumer side. When competitiveness is strengthened through overall 

quality improvement of the consumption environment,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is improv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nsumer, and 

the consumer's continuous purchase intention or loyalty is increased, 

which can lead to a long-lasting relationship. Therefore, it can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Instagram market. This accordingly prompts 

the priority task to improve the consumer orientation from a consumer 

perspective in the consumption environment of the Instagram market by 

grasping the quality factors and satisfaction levels that consumers 

recognize as valuable in the market. 

As a background of this study, this study derives quality and sub-

attribut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Instagram market by combining 

the quality dimension of the existing website and the quality dimension 

of the e-commerce site in various ways. The Kano model used in the 

study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understand more broadly the 

dimension of satisfaction', which is a complex evaluation state of 

consumers in that it examines the state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consumers with a dual approach. In addition, the Kano model is being 

actively applied in a variety of industries as it logically explains the 

impact of customer requirement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clearly 

presents a methodology to measure the effect. The PCSI index is an index 

that utilizes the results of the Kano model, reflecting the current 

satisfaction of consumers for each attribute, and enables a strategic grasp 

of the priority of quality improvement.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derive the top priority improvement based on grasping how much more 

the satisfaction can be improved when the customer's requirement for a 

product or service is satisfied. This study used the Kano model with these 

characteristics and the PCSI index together to examine the consumer's 



122 

 

evaluation, and thus derives concrete and scientific evaluation of the 

consumer on the Instagram marke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base data for suggesting directions and improvement 

plans in the consumption environment by finding consumers' demand for 

the Instagram market.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Instagram Market,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rading products or 

services on Instagram’. It was defined as ‘selling by a celebrity with 

many followers or by an individual of clothes, cosmetics, childcare 

products, or household goods through their Instagram account either 

through joint purchase or self-production.'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quality dimension of the Instagram market was composed 

of e-store attribute quality, information quality, and service quality. A 

total of 20 main attributes that can affect consumers by each quality were 

derived followed by a survey was conducted on consumers who had 

experience of purchasing products or following market accounts in the 

Instagram market to check their current satisfaction and quality 

perception of each attribute. A total of 360 people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participants surveyed by the product group were 128 beauty 

products, 101 childcare products, and 131 household goods. Through the 

survey, the overall usage behavior of Instagram and Instagram market by 

consumers were investigated. Thereafter, the classification of each 

quality attribute applying the Kano model and the ranking of the PCSI 

index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responses of the 

open-ended questions to the inconvenient points of the Instagram market 

were reviewed together. Finally, the Kano model classification was re-

derived by dividing consumers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products used, and the differences between product groups were also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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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derives the quality dimens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agram market by combining the quality 

dimension of the existing website and the quality dimension of the e-

commerce site in multiple ways. As a result, the quality dimension of 

Instagram Market consisted of e-store attribute quality, information 

quality, and service quality, and a total of 20 main attributes that can 

affect consumers by each quality were derived. This makes it possible to 

measure consumer evaluation through the quality dimens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agram market, known as a new type of 

online distribution. 

Second, the result of classifying by applying the Kano model revealed 

how the consumer evaluation of Instagram market quality can be 

classified. The attributes corresponding to the e-store attribute quality 

were scattered in unified quality and attractive quality. Price, quality, 

security, after-sale service. Additionally, convenience of purchase are 

the main attributes of the existing online shopping malls, but they are 

classified as uni-level quality. As such,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basic 

quality factors that should be provided in the Instagram market. 

In particular,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functions regarded important 

to consumers in the Instagram market are attributes corresponding to 

information quality. First of all, the accuracy of information' classified as 

a single quality was confirmed as an explicit request from the customer. 

Other information qualities of 'playfulness', 'creativity', 'latestity', and 

'diversity' were classified as attractive qualities, confirming that they can 

be a source of customer satisfaction. Therefore, sellers and operators of 

Instagram market have significant room to improve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and it is necessary to focus more on 

attributes corresponding to information quality, which can be a sour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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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impression, by improving and managing them. 

In the case of service quality, when purchasing a product on Instagram, 

factors such as the seller's appearance and number of followers and 

functions such as real-time live broadcasting do not play a major role in 

the satisfaction of consumers. In addition, 'intimacy', an attribute 

corresponding to service quality, shows a strong attractive quality 

characteristic, which explains why consumers share their daily life 

through Instagram or reduce psychological distance from consumers 

through common interests, and develop intimate emotions. It can be seen 

as a major attribute that can give satisfaction beyond expectations when 

using the Instagram market. This can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agram market in that service attributes, such as the familiarity of 

salespeople, which were emphasized in offline stores in the past quality 

studies of e-commerce sites (B2C), are less important in online stores. 

Third, the results of calculating the PCSI index shows as follows. The 

values derived from the high rankings of the PCSI index reflecting the 

current satisfaction level of each attribute of consumers were all 

identified as 'basically to be equipped' attributes of the Instagram market 

classified as unilateral quality. Although the SNS market is currently 

performing commerce functions, the basic attributes of commerce are not 

properly equipped. As such, consumers are showing a remarkably low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ose attributes. Therefore, the study confirmed 

that it is urgent to make supplements and improve the attributes for 

continuous use and improvement of satisfaction by consume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ecurity, specific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customer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presented to the SNS market 

account operator, suggesting that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legal 

enforcement against sellers who refuse post-service (return, refun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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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the answer to the open-ended question “Experienced 

inconvenience when using the Instagram market” targeting the survey 

subjects in this study indicated the problems perceived by consumers in 

the Instagram market. Since the SNS market is a consumer-to-

consumer transaction, professional CS work has not been properly 

carried out, and information on products is also presented with subjective 

opinions of sellers who have less objectivity. In addition, there were 

complaints arising from the fact that the platform was for the purpose of 

existing social networking, so it was not equipped with major functions 

such as purchase review bulletin board, shopping cart function, search 

history, and delivery confirmation. As a result of the commercialization 

of SNS, the SNS market is also demanding a shopping-friendly 

purchasing environment that can be experienced on a general online 

shopping site, and the need to improve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the 

platform itself is still necessary to perform the full commerce function of 

Instagram.  

Fifth, the examination on the differences by product line showed that 

the quality attributes are noted with the greatest difference by product 

line belonging to service quality. The answers from consumers who 

purchase beauty products showed that “charm” and “recognition” 

were classified as attractive quality, while the same attributes emerge as 

indifferent attributes for the buyers purchasing childcare products and 

household goods. In other words, consumers who purchase beauty 

products are more affected by the seller's appearance, style, and 

influence, but in other product lines, the corresponding attributes have 

not yet affected the 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of consumers. Through 

this discrepancy,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need to differentiate 

functions and detailed attributes that need to be concentrated and 

strengthened for each produc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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