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쇼핑몰들은 상당수가 국내 5 대 그

룹의 계열사 중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 연

구는 5 대 그룹 내에서 운영되는 쇼핑몰과

그렇지 않은 쇼핑몰 사이의 반복 구매도에

차이가 있는가에 관해 알아보았다.

<표 3> 재벌 기업 소유에 대한 T 검정 결과

그룹계열 평균 유의도

평균반복

구매회수

비운영(N,2)
운영(N,6)

1.14
1.82

.053

재구매율 비운영(N,3)
운영(N,6)

18.1
26.1

.420

 본 결과에 의하면 90% 신뢰수준으로 재벌

기입하의 쇼핑몰과 그렇지 않은 쇼핑몰 사

이에 평균 반복 구매 회수에서 차이가 나타

났다. 이는 국내 재벌 그룹들은 각 계열사

별로 많은 수의 직원을 두고 있고, 이들 직

원 중 상당수가 사내에서 온라인 접속이 가

능한 환경에 있으며, 대부분이 신용 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없어, 일반인이나 학생들

에 비해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하기에 용이

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활용도에

촉로 작용하는 정보 시스템적인 영향 요인

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가를 찾아보기 위

하여, 먼저 정보 시스템적 관점에서 촉매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 후에 그 변수들과

쇼핑몰 고객들의 반복 구매도와의 관계를

사례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위

의 정보 시스템적 요소이외의 요인들도 간

략히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쇼핑몰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의 접촉 용이성은 온라인 쇼

핑몰의 반복 구매도와 상관 관계가 없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는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쇼핑몰 전체의 고객이 아니라, 쇼핑몰 직원

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문제가 있는 고객들

에게만 해당되는 서비스라 할 수 있기 문에

일반 고객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고객과 연관된 반

복 구매도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둘째, 정보의 고객 니즈 적합도로 분류된,

참조/부가 정보가 적절한 정도와 정보의 맞

춤화 정도와 고객의 반복 구매도와는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라

서, 각 쇼핑몰 업체들은 관련 정보를 풍부

하게 제공하는 일과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피드백을 받아내는 일에

유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셋째,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에서는 상품

검색의 편리성과 쇼핑몰 이동의 편리성이

반복 구매도와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분석 되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하는 시스템의 편리성이라는 이점은 기존

상거래에서 지역적 편리성이 가지는 부분으

로 각 업체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분류하고, 운영중인 온라

인 쇼핑몰 업체들을 자세히 조사함으로써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전자 상거래

환경이 외국처럼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 조

사 업체가 9 개에 그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 또한, 정보 시스템 외적인 요소들을 많

이 고려하지 못한 한계도 지니고 있다. 추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