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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

자에게는 다양한 기회확대로 연결되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판매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TAM)에 따라 소비자의 지각된 용이성과 효용성이 

플랫폼 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플랫폼의 가격경쟁력과 인지도, 이용용이성이 

효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용용이성이 플랫폼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이용자 특

성의 조절효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판매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게 되

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e-commerce market is growing faster as demand for non-face-to-face shopping increases due to COVID-19. These 
changes lead to the expansion of various opportunities for consumers, but companies are required to understand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reflect them in their sales strategies so that they can be competitive in the marke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erceived ease and utility of consumers affect the intention to use the platform according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ce competitiveness, awareness, and ease of use of the 
platfor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tilit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user 
characteristics on the effect of ease of use on the platform intention. These results present important implications for a 
company's sales strategy, and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tudy in consideration of more divers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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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중국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주로 문헌분석법과 

설문조사법을 채택한다. 대량의 풍부한 문헌자료를 바

탕으로 논문 관련 자원을 수집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성에 대한 이론연구를 진행한 후 본문의 연구 모형을 

작성한다. 또한 연구 주제에 강력한 논거를 제공하기 위

해 설문조사법을 채용한다. 설문조사법은 기술수용모

델(TAM)을 중심으로 지각된 가격경쟁력, 지각된 희소

성, 플랫폼 인지도, 효용성, 이용 용이성, 이용의도, 이용

자 특성(SNS활용도와 인적속성)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성이 이용자의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내수 시

장 및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성이 이용자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통적인 전자상거래는 PC를 

기반으로 하고 전용 쇼핑 포털이 중심이 되었는데, 최근

에는 전자상거래 기능의 모듈화,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

편결재, 그리고 SNS의 기능 확장 등의 환경변화에 맞춰 

수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즉 이제는 

전자상거래가 쇼핑 포털에 입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 중복하여 입점할 수도 있고, 
그 수가 많아져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플랫

폼을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자상

거래를 활용하는 산업구조에 대한 연구 및 전자상거래

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중국에서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사슬 다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

인 방법에서의 전 세계 글로벌 비즈니스 사슬이 흔들리

고 있으며, 개인 간에도 비대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

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전자상

거래 규모는 2015년 B2B 13.9조 위안, B2C 3.9조 위안

에서 2020년말 기준 B2B 시장은 약 2배 증가한 27.5조 

위안(한화 약 5천조)이었으며, B2C 시장 역시 2015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11.8조 위안(한화 약 2천150조)의 

규모로 성장하였다[1]. 
전자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지만, 판매자에게는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이 한국 시장에도 이미 진입하였으며, 세계적으로 많

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판매

자 관점에서는 레드오션으로 전환되고 있는 전자상거

래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구매 특성을 이

해하고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촉구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선

행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인간의 행동의

도와 행동의 관점에서 접근한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rol TPB),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등이 있다. 합리적 행동이론

에 따르면 인간은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가장 합리적

인 결과를 예상하는 범주에 맞춰 행동하게 된다[2]. 물
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규범에 따라서 행동의

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

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는 있지만, 일정부분 

개인적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제기된 부

분이 지각된 통제감의 영향이다[3]. 즉, 인간은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요인의 영향

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자신감이나 필요한 자원의 부족 등의 상황적 요인

으로 합리적인 행동이 아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다. 즉 TRA와 TPB를 종합하면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내적·외적 상황요인에 대한 통제감의 영향이 낮을수록 

개의 신념이나 주관적 규범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 주관

적 규범뿐만 아니라 내적·외적 상황요인에 따른 통제감 

외에도 외부기술에 대한 수용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

라진다[4]. 즉,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같은 외적 구성체에 

대한 용이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지각 수준에 따라 해당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고 이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쳐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최근 다양화되고 있

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TAM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하여 소비자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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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특성이 

이용자의 구매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

여 이용 용이성, 지각된 효용성 및 이용의도의 영향관계

를 중심으로 측정하고자 하며, 플랫폼에 대한 효용성 지

각은 플랫폼의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증가 

분위기에 맞춰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함으로

써 플랫폼이 강조해야 할 특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향후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내수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이론적 배경

2.1.1. 플랫폼 특성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플랫폼은 온라인 매장과 소비

자 간의 접점을 갖게 되었고, 글로벌 전자상 거래는 전

자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진화한다[5], [6]. 소비자는 전

자상거래 플랫폼에 접근하여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탐

색하고 구매하기도 하며, 때로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광고 등을 통해서 구매 욕구가 발생하기도 한다. 동일한 

제품을 많은 플랫폼에서 취급함에 따라 포털사이트에

서는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최저가 제품을 찾아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제품을 추천하는 등 전

자상거래 플랫폼의 기능은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요인을 살

펴보면, 유용성, 정보성, 편의성, 보안성 등 다양한 전통

적인 특성이 있다[7], [8].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과 전자상거래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시장으로 확대

되면서, 실시간 상호작용성, 사용 편리성 등이 중요한 

특성으로 부각되고 있다[9], [10].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용자의 연령별, 지역별 등 개인화 차원에서 맞춤형 정

보제공을 중요한 특성으로 보기도 한다[11], [12]. 특히 

이러한 플랫폼의 특성은 어떠한 플랫폼을 이용할 것인

가에 대한 의도를 결정하는 선행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최미영[13]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이용자는 제품에 대

한 검색을 통해 제품을 찾고 순차적으로 합리적인 플랫

폼을 선택하며, 정보탐색과 구매의사결정이 순환적으

로 이루어지는 소비패턴을 보이며, 플랫폼이 제공하는 

제품 가격에 대한 인식이 플랫폼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

고 판단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김미경 외

[14]도 금액할인 또는 할인율 적용 등의 방식을 적용한 

실험 연구를 통해 가격할인 전략이 시간 한정 전략과 함

께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김영준 

외[15]은 중고 거래와 같이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플랫폼의 인지도가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담
약용·윤성준[16]은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가격할인 프로모션과 플랫폼의 인지도가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한
편 김영국·우은주[17] 및 우선연·박철[18] 등의 연구자

들은 소셜 커머스와 온라인 쇼핑의 희소성 메시지가 소

비자의 구매의도와 구매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시간이 한정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가치

를 높게 지각하게 되어 구매욕구 증가 및 구매행동 결정

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는 자신이 이

용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인지도와 가격할인 등의 

지각된 가격경쟁력, 그리고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제품

의 희소성 지각에 대한 수준이 플랫폼의 효용성을 지각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플

랫폼 특성이 효용성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플랫폼 특성은 효용성 지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지각된 가격경쟁력은 효용성 지각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지각된 희소성은 효용성 지각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플랫폼 인지도는 효용성 지각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1.2. 기술수용모델

Davis et al.[4]이 주장한 기술수용모델(TAM)은 인간

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 

발전된 이론이다. Ajzen and Fishbein[2]에 따르면 인간

의 행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신념이나 과거 

경험에 따른 결과에 대한 평가가 행동에 대한 태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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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이는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쳐 결국 행동으로 이

어진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신념에 따라 

형성된 주관적 규범 역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쳐 행동

을 결정짓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합리적 행동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외

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Davis et al.[4]는 이러한 외부 요인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인간의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예

측할 수 있다고 보고 외부영향에 대한 지각된 가치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소비자가 플랫폼에 대한 이용 

용이성 지각 수준은 플랫폼의 이용 효용성에 영향을 미

쳐 궁극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동의도를 결

정하게 되는데,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은 외

적 요인으로서 플랫폼의 지각된 효용성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채진미[19]는 모바일 

쇼핑 이용자의 쇼핑패턴을 분석한 결과 쇼핑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소핑 가치, 사용용이성, 그리고 지각도니 

유용성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며 소비자의 지속적인 쇼핑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주장

했다. 송주형 외[20]도 호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소셜커머스 특성에 대한 수용

태도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술수용모

델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Celik, and Yilmaz [21]는 전

자상거래에서 서비스 품질이나 시스템 품질, 신뢰도 등

의 외부 변수에 대한 지각된 가치 수준이 플랫폼의 지각

된 효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ALraja, and 
Aref,[22]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위험 인식, 사용 편의성 

관점에서 TAM을 접목하여 전자상거래의 고객 수용성 

영향을 측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격

경쟁력, 희소성, 플랫폼 인지도 등에 대한 플랫폼 특성

이 소비자의 효용성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플랫

폼 이용 용이성과 효용성, 플랫폼 이용의도와의 영향관

계를 이용자 특성에 기반하여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플랫폼 이용 용이성은 효용성 지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효용성 지각은 이용 용이성과 이용의도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다.

2.1.3. 이용자 특성의 조절 효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선택하는 기준은 개인이 가지

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 선호도 등의 특성에 따라 차

이가 발생한다[20]. 어떤 사람들은 거래 안정성에 초점

을 두고 인지도가 있거나 신뢰가 확보된 플랫폼을 선호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포털을 통해서 제공하는 플

랫폼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가격경쟁력이나 제품의 

다양성이나 독창성 등에 초점을 두고 플랫폼을 선택하

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플랫폼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

지고 있고 이에 대한 유용성과 효용성을 지각하는 수준

이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강
은미와 오경숙[23]은 소비자 개인적 특성에서 혁신과 

다양성 추구 성향이 높은 집단이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주장하였고, 타오 외[24]는 소비자의 개인 특성에서 다

양성 추구성향이 높은 집단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 특성

을 고려하여 타겟 고객을 정하고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

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이용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동일한 

콘텐츠일지라도 이용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반

응을 보인다는 연구가 다수 있는데, 이준호 외[25]는 

SNS이용에 익숙한 관광객들은 SNS의 관광정보를 선호

하며 이러한 소비자 개인 특징은 어떠한 콘텐츠를 선택

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이용의도와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신현철[26]은 성별, 학력, 소득 등

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SNS를 이용할 확률이 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의 비중, 스마트폰 사용이나 

SNS 이용 등의 차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 규모 등에 따

라서도 플랫폼에 대한 평가나 이용 동기가 달라질 수 있

다[27].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4> 이용자 특성은 효용성 지각과 이용의도의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5> 이용자 특성은 이용 용이성이 이용의도의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

2.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특성은 가격경쟁력, 희소성 및 

인지도를 중심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술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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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TAM)에 따라 지각된 용이성과 효용성은 플랫폼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효용성은 용이성과 이용의

도 관계를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의 특

성이 이러한 영향관계를 조절한다고 보고, 이용자의 성

별, 연령, 소득, 소비수준, SNS 사용수준 등을 중심으로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

형을 설계하면 <그림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3. 연구도구 

2.3.1. 플랫폼의 특성(가격경쟁력, 희소성, 인지도)
플랫폼의 특성은 전통적으로 접근성, 이용편의성, 보

안성, 편리성, 즉시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지

만, 본 연구에서는 가격경쟁력을 강조한 김미경 외[14], 
신뢰와 인지도를 강조한 최미영[13] 및 김영준 외[15], 
가격경쟁력 및 인지도를 강조한 담약용과 윤성준[16], 
희소성을 강조한 김영국과 우은주[17], 우선연과 박철

[18]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지각된 가격경쟁력, 지각된 

희소성, 플랫폼 인지도 등 3가지 하위요인을 고려한 총 

15개 문항을 중심으로 플랫폼 특성을 측정하였다.

2.3.2. 플랫폼의 효용성

기술수용모델(TAM)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행동 결과에 대한 효용성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구동모[28], 송
주형 외[20]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소비편의 증진, 
정보 유용성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플랫폼 효용성을 

측정하였다.

2.3.3. 플랫폼의 이용 용이성 

기술수용모델(TAM)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지각된 용이성에 따라 효용성이 결정

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Yilmaz[21], ALraja 
and Aref[22]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편리성, 적시성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용 용이성을 측정하였다.

2.3.4. 플랫폼 이용 의도

합리적행동이론(TRA)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적 의사

결정에 따라 행동의도가 결정되므로 플랫폼 이용에 대

한 타당성과 만족도가 충족된다면 플랫폼을 지속적으

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인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jzen and Fishbein[2], Davis et al.[4]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만족감, 이용의지, 추천의지 등 4
개 항목을 중심으로 플랫폼 이용 의도를 측정하였다.

2.3.5. 이용자 특성

동일한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이나 추

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지 여부

는 분명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준호 외

[25], 신현철[26], 이명관 외[27]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SNS 활용 수준을 측정하는 4개 문항을 중심으로 이용

자 특성을 측정하였다.

Ⅲ. 연구의 방법 및 내용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기술통계

본 연구는 설문조사 전문업체인 중국 wenjuanxing
(问卷星; 중국 설문조사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자상거

래 플랫폼에서 온라인 거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국 

이용자 200명을 임의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응답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65명(32.5%), 
여자 135명(67.5)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10대 1명
(0.5%), 20대 116명(58.0%), 30대 72명(36.0%), 40대 이

상 11명(5.5%)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 144명
(72.0%), 기혼 56명(28.0%)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고졸

이하 10명(5.0%), 대졸 134명(67.0%), 대학원졸 56명
(28.0%)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3천위안 미만 12
명(6.0%), 3천위안~6천위안 미만 15명(7.5%), 9천위

안~12천위안 미만 43명(21.5%), 12천위안 이상 92명
(46.0%)으로 나타났다. 

Table. 1 Profile of the Sample 
Category Frequency Percent(%)

Sex
Male 65 32.5

Female 135 67.5

Age

10~19 1 0.5
20~29 116 58.0
30~39 72 36.0

40 above 1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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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예측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조절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플랫폼 특성, 플랫폼 이용

용이성, 효용성, 플랫폼 이용의도, 이용자 특성 간의 상

관관계 및 판별타당성을 표 2에 제시하였고, 예측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조절변인의 관측문항들 왜도와 첨

도가 정규분포에 따른다는 가정이 성립되는지, 잠재변

인들의 정확성, 신뢰성, 판별력,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

해서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

에 활용된 예측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조절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절댓값 기준인 첨도=7, 왜도=2보다 크지 

않아, 표본의 정규성이 결과에 미칠 만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29].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탐색

을 위한 PLS-SEM의 구조방정식 분석을 선택하였고, 
PLS 구조방정식은 외부모형(측정모형)과 내부모형(구
조모형)으로 나누어지고, 검증하며, 구조적 관계를 검증

하는 데 최소부분자승법의 가정을 따른다. 최소부분자

승법은 X축과 Y축 사이에 가장 구조적 관계에 적절한 

추세선을 골라 분석하는 방법이고, 표본집단이 작아도,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집중타당성(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관측문항

들이 해당 연구변수인 플랫폼 특성, 플랫폼 이용용이성, 
효용성, 플랫폼 이용의도, 이용자특성의 잠재변인을 정

확히 구인하고 타당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집중타

당성(확인적 요인분석)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부모형

(측정모형)은 연구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델

적합도: R²=0.789(효용성), 0.778(이용의도), f²=0.234
(용이성→이용의도), 0.063(이용자특성→이용의도), 0.124 
(효율성→이용의도), Q²=0.554(이용의도), 0.591(효용

성)).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관측문항들이 플랫폼 특성, 
플랫폼 이용용이성, 효용성, 플랫폼 이용의도, 이용자특

성의 잠재변인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되고 정확

한 측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요인부하량인 β값=0.689- 
930, p<0.001). 이는 본 연구에 선정된 예측변인, 매개변

인, 종속변인, 조절변인의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구
인타당성, 집중타당성,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해

석할 수 있다[30],[29]. 
셋째, 본 연구의 내부모형(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앞

서 예측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조절변인의 잠재변수

에 대한 구성개념들 사이에 관련성을 의미하는 상관관

계 및 변인별로의 독립성(예측변인인 플랫폼 특성, 플랫

폼이용용이성, 매개변인인 효용성, 종속변인 플랫폼 이

용의도, 조절변인인 이용자특성)을 의미하는 판별타당

Category Frequency Percent(%)

Marital 
Status

Single 144 72.0
Married 56 28.0

Education
High School 10 5.0
University 134 67.0
Graduate 56 28.0

Job Type

self-employed 25 12.5
Technician 24 12.0

Manufacturing, Production 7 3.5
clerical 33 16.5

Sales/service 19 9.5
Student 55 27.5

housewife 15 7.5
not employed 3 1.5

Others 19 9.5

Expenditure 
amount

below 100 RMB 11 5.5
100RMB~300RMB 46 23.0
300RMB~500RMB 70 35.0

above 500RMB 57 28.5

Monthly 
income

above 1,000 RMB 16 8.0
below 3,000 RMB 12 6.0

3,000 RMB~6,000 RMB 15 7.5
6,000 RMB~9,000 RMB 38 19.0
9,000 RMB~12,000 RMB 43 21.5

Variable M SD price 
competitiveness Scarcity awareness Utility ease of use intention to 

use 
SNS 

Utilization
price 

competitiveness 3.707 0.685 1

Scarcity 3.233 0.823 .361** 1
awareness 3.731 0.668 .495** .282** 1

Utility 3.791 0.642 .662** .253** .546** 1
ease of use 3.865 0.587 .609** .254** .539** .756** 1

intention to use 3.697 0.650 .593** .337** .533** .695** .701** 1
SNS Utilization 3.513 0.737 .472** .389** .461** .545** .562** .613** 1

Table. 2 Profile of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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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석을 실시하여 독립성을 파악하였다. 잠재변수(예
측변인인 플랫폼 특성, 플랫폼이용용이성, 매개변인인 

효용성, 종속변인 플랫폼 이용의도, 조절변인인 이용자

특성)의 구성개념들 사이에 나타난 상관관계의 강도와 

유의수준에 의해 상관관계의 유·무가 판단되고, 예측변

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조절변인으로 각자 독립적 변

인인지를 판별력을 확보해 준다. 
본 연구에서 앞서 수립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martPLS 부분최소자승법의 구조방정식 분석(PLS-SEM)
을 이용하여 독립변수인 가격경쟁력, 희소성, 인지도, 
이용용이성 매개변수인 효용성, 종속변수인 이용의도

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가격경쟁력, 희소성, 
인지도, 이용용이성이 효용성을 매개로 이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지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NS활
용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바

이어스 추정법(Bootstraping Bias-Corrected Method)을 

이용하여 효용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추정치의 표본분포가 심각하게 편포된 경우(정규분포

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더 엄격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

을 수 있기 때문이다[29]. 따라서 부트스트래핑 추정법

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위해서는 95% 
신뢰구간 범위(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에 0이 포함돼

서는 안된다[31],[32].
먼저 가설1부터 가설3까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설1-1은 가격경쟁력이 효용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81, p<0.001). 가설1-2는 희

소성이 효용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β=0.014, p>0.050). 가설1-3은 인지도가 효

용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154, p<0.001). 둘째, 가설2는 이용용이성이 효율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497, p<0.001). 셋째, 가설3은 효용성 지각이 이용용

이성과 이용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158, p<0.001). 넷째, 가설4는 이용자 특성(SNS활
용도)이 효용성 지각과 이용의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19, p<0.749). 가설5는 이용

자 특성(SNS활용도)이 이용용이성과 이용의도의 관계

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42, p<0.749).

Table. 3 가설검증 

Path β S.D T P
price 

compe
titiven

ess

→ Utility 0.281 0.052 5.407 0.000

Scarcit
y → Utility 0.014 0.017 0.384 0.701

aware
ness → Utility 0.154 0.049 3.122 0.002

ease 
of use →

intentio
n to use 0.323 0.059 5.524 0.000

ease 
of use → Utility 0.497 0.047 10.668 0.000

매개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 하한선 상한선

price competitiveness
→Utility→intention 

to use 
0.090

-

0.090 0.051 0.137

Scarcity →Utility 
→intention to use 0.005 0.005 -0.017 0.031

awareness→Utility
→intention to use 0.049 0.049 0.021 0.091

ease of use→Utility
→intention to use 0.159 0.323 0.483 0.103 0.218

조절효과 β P
usercharacteristics
→intention to use 0.251 0.000

usercharacteristics*ease of 
use→intention to use 0.019 0.749

usercharacteristics*Utility
→intention to use -0.042 0.749

Ⅳ. 결 론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플랫품 특성이 이용자의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수용모델의 관점에서 분석

하였고, 이 구조관계를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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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플랫폼특성인 가격경쟁력, 희소성, 인지도와 이용용

이성이 효율성을 매개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 구

조관계가 SNS활용도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을 검증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플랫폼 가격경쟁력이 효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플랫폼 이용자들

이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가격경쟁력으로부터 나온다

고 볼 수 있고, 사고자 하는 제품이나 생필품들이 판매

되는 플랫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어야 효율성

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상대

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효용성이 높아진다는 것

을 시사한다.
둘째, 희소성이 효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플랫폼 이용자들이 효용

성을 지각할 때 무엇보다도 가격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

려되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또한 플랫폼 이용자에게 희

소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격경쟁력도 고려한다면 플

랫폼 희소성이 효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역설적으

로 입증한다. 이는 희소성보다 가격경쟁력이 더욱 효과

적인 방법임을 의미한다.
셋째, 인지도가 효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 특성인 인지도가 높을수록 이

용자들이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지도가 높은 경우, 이용자들이 효용성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
용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지

도가 가격경쟁력과 유사하게 이용자에게 중요한 요인

인 것이다. 
넷째, 이용용이성이 효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효용성을 통해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 이용에 대해 

높은 용이성을 갖고 있다면 이용자들이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이용의도가 증가하는 것이

다. 즉 이용용이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효용성이 증가되

고 이를 매개로 이용의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이용용이성이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효용성을 

거칠 것이라는 메커니즘을 입증한다. 예를 들어 이용용

이성이 이용의도에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다. 
효용성의 충분조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효용성과 이용의도의 구조관계와 이용용

이성과 이용의도의 구조관계는 이용자특성에 의해 달

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용이성과 효용

성이 높을수록 이용자특성에 대한 중요성이 현저히 떨

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플랫폼의 이용용이

성과 효용성이 이용의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이용자의 특성보다는 플랫폼이 내재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격경쟁력과 인지도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플랫폼의 이용용이성이 인

지된 효용성을 향상시켜 플랫폼 이용의도를 높여준다

는 점을 고려하여 플랫폼의 가격경쟁력과 인지도 외에

도 소비자의 이용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

께 모색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음에도 불

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측정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은 동일시점에

서 힁단적 연구로 동일 응답원천을 실시하였다는 한계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 시점을 달리하는 시계열이나 종

단적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절변수와 매

개변수의 한계점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다양

한 조절변수와 매개변수를 고려하는 연구를 실시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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