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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차이에 따른 웹사이트 이용자의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 변화에 한 연구

A study on longitudinal differences in website user's trust factors

신 길 환* 정 천 수** 이 춘 열***

kil-Hwan Shin        Cheon Su, Jeong Choon Yeul LEE

요    약

IT산업은 기술과 트랜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표 인 분야이다. 웹사이트 한 이러한 IT분야의 표 인 분야  한 분야로써, 기

술발 속도가 빠른 IT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의 출 이나, 랫폼의 변화가 다양하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한, 웹사

이트가 담고 있는 정보는 사회  상황에 따라 의제의 변화와 노출빈도 등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B2C 측면에서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에도 변화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10년 과 후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신뢰도 

요인에 한 종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시간차이에 따른 웹사이트 이용자의 신뢰도 요인 변화

를 분석하 다.

ABSTRACT

IT industry is rapidly changing technologies and trends are leading the field. Website also typical of these areas in the field of IT 

as a sector, technological advances fast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IT industry and the emergence of new services, changes 

in a variety of platforms, and is rapidly rising. In addition, a website containing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social situation 

changes and exposure of the agenda and vary greatly. Therefore, these changes in terms of B2C websites that can make a difference 

in the reliability factor looks. From this perspective, in this study to compare data before and after 10 years on the reliability factor 

by conducting longitudinal studies, most are not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due to time differences website users to change the 

reliability of the analyzed factors.

☞ keyword : 웹사이트 신뢰도요인(Trust factors of Web site), e-비즈니스(e-business), 자상거래(e-Commerce),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

1. 서   론

인터넷 환경은 지속 인 IT 기술 발 과 트랜드 변화

가 일어나고 있으며, 모바일 웹(Mobile Web)과 같은 새로

운 방식의 웹사이트 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웹사이트를 둘러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러한 변화는 개인 사용자의 웹사이트에 해 느끼는 신

뢰도 요인에도 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

에서 선행연구를 고찰 해본 결과, 부분의 연구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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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  특성 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 지리  는 

문화  특성에 한 연구가 많이 다루고 있으며, 연령, 

문화 인 측면에 따라서 신뢰도 요인에 한 차이를 연

구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10,13,17]

신뢰도 요인이 ‘시간’ 차이에 따라서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웹사이트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

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변화한다면 어떤 요인들이 변화하는지를 고찰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무 인 에서 변화하는 요인들이 있

다면, 그러한 요인들이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

로 웹사이트 기획이나, 구축에 반 하여 시 에 맞는 

웹사이트 구축을 한 개념 인 바탕을 제공하고자 하

는 것이다. 

학문 인 에서는 웹사이트의 신뢰도 요인들이 10

년 과 후의 ‘시간’이 변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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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데 의의를 둔다.

[3][13]에 의하면 웹사이트의 신뢰도 평가 지표는 고정

 이라기보다 시기에 민감하게 유동 일 수 밖에 없다

라고 언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에 따라서 본 연구는 

웹사이트에 한 웹사이트 이용자의 신뢰도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신뢰도(Trust)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Trust)에 한 개념으로 선행연

구 고찰을 통해 (표 1)과 같이 정리하 으며, 10년 과 

후의 비교를 해서 선행연구[1]에서 용된 Matthew K. 

O. Lee and Efraim Turban[18]의 신뢰도 개념을 활용하

다. [1,13,21,22]

(표 1) 신뢰도 개념 정의

연구자 신뢰도 개념 정의

Matthew K. O. Lee and 

Efraim Turban (2000) 

B2C 자상거래의 주요한 결정요소로 

매자에 한 소비자의 신뢰 정도 

Shurr & Ozanne

(1995)

상 방의 말이나 약속이 믿을만하고 

교환 계에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

Morgan & Hunt

(1994)

거래 상 방이 방 계에 있어서 

력을 원하고 책임 을 다할 것이라는 

기

Bulter(1991)
신뢰도에 일 성  공정성 등 10가

지 요인이 련이 있는것으로 정의

Dony & Cannon 

(1997)

매자와 구매자 계  에서 신

뢰도 요인을 Size, Reputation 등 3가

지 요인 으로 정의

Rousseau et al.

(1998)

타인의 의지나 행동에 한 정  

기 에 바탕을 두고 취약성을 수용하

는 심리상태

Moorman et al.

(1993)

불확실성 직면해서 상 방의 취약함

을 받아들이는 의지를 반 하는 행동

2.2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 연구 역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에 한 연구는 개념  연구로 

웹사이트 이용자의 웹사이트 신뢰성 요인연구[1]  인

터넷 쇼핑몰에 한 연구들이 있다.[3,6,10,12,13]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 

역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으며, 부분의 연구가 국가

간의 ‘문화’차이  이용자의 ‘연령  특성’차이에 해

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웹사이트 신뢰도 분석 역

역 연구자 연구주제

문화

정철호. 정 수 

(2007)

신뢰 결정요인 국가 간 비교

연구

정용길, 박종갑 

(2001)

다른 문화권 내에서 인터넷 쇼

핑몰 운  략 측면의 연구

이동원, 안 호 

(2001)

한국과 미국 소비자 의 자상

거래 활용 과 만족 측면의 연구

HanJun Ko 

(2004)

온라인 쇼핑의 cross -cultural 

차이

연령  

특성

김 기 (2010)
온라인 정보원 유형 별 신뢰지

수  요인

이장로, 박지훈 

(2004)

인터넷 쇼핑몰 특성 요인  

기 요인에 한 연구로 한국

과 캐나다 소비자 비교 연구

Park & Jun

(2003)

인터넷 쇼핑 이용자 의 지역차

에 따른 구매행동 차이 분석

신길환 (2001)
웹사이트 이용자의 신뢰성 요

인 개념 연구

(표 2)의 선행연구를 고찰해 볼 때, 웹사이트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시간’ 차이에 따라서 웹

사이트 이용자의 웹사이트에 한 신뢰성 요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한 종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3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 선행연구 고찰 

2.2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 연구 역’에서는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 역에 따른 각각의 연구 결과인 (표 3)을 

토 로 볼 때 연구 역에 따라서 제시하는 신뢰도 요인

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표 3)의 선행연구  ‘문화’와 련된 선행연구[13]에

서는 선행연구들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인터넷 쇼핑몰

의 웹사이트가 가지는 특성과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 인 

특성의 두 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향요인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인터넷 쇼핑몰 특성요인과 기

요인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향의 차이에 한 한국과 

캐나다 사용자 비교, 한국과 미국 소비자간의 자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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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연구자 신뢰도 요인

문화

정철호. 

정 수 

(2007)

1. 거래안 성

2. 지각된 평

3. 지각된 규모

4. 상호작용성

5. 신뢰성향

6. 친 감

HanJun Ko 

(2004)

1. Social risk

2. financial risk

3.time risk

4. psychological risk

연령

김 기 

(2010)

1. 사이트의 서비스

2. 다른 이용자 의견

3. 사이트 평 /유명세

4. 사이트의 문성

신길환

(2001)

1. 디자인 8개 요인

2. 기술 4개 요인

3. 콘텐츠 5개 요인

사이트

서비스

김 기 

(2010)

1. 고객에 신속한 답변

2. 좋은 검색기능제공

3. 콘텐츠 업데이트

4. 필요 기능 선별 제공

(표 3)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

래 활용  사용자 만족에 한 차이비교  온라인 구

정보의 방향성과 유형이 구매 향력에 미치는 효과에 

한 한국과 미국의 국제비교 연구와 차이 으로 국가별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신뢰 결정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13]의 결론은 국이용자가 한국이용자에 비해 구매

횟수가 게 나타난 것을 국이 아직 인터넷 쇼핑몰 활

성화가 비교  기단계에 따른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신뢰형성 향요인  웹사이트 특성

에서 한국과 국이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

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 특성에서는 

신뢰성향  친 감이 한국과 국 모두에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  차이를 다룬 [17]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의사 결정에 향을 주는 인지된 험에 한 요인을 연

구하 는데, 특히 문화  차이가 있는 한국과 미국의 온

라인 구매자와 오 라인 구매자의 인지된 험에 해서 

연구를 진행하 다. 그 결과 온라인 구매 빈도가 높은 구

매자에 비해 오 라인 구매자의 인지된 험이 높게 조

사되었으며, 사회  험, 재무 험, 시간  험  심

리  험요인 간의 높은 상 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  차이에 한 특정 험 요인의 향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으며, 하나의 국가 내에서 문화  차이와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후속연구로 제시하고 있다.

(표 3)에서 요약한 내용  연령에 해서 분석한 선

행연구에 해서 고찰해보자. 연령에 한 선행연구는 

주 연구목 이 연령에 따른 분석을 다루지 않았더라도 

인구통계학  특성분석에서 연령 별 차이를 보인 연구

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힌다.

연령을 분석내용으로 다룬 [3]은 사이트의 서비스 등 

4개 요인에 해서 온라인 정보원의 유형별 신뢰지수  

신뢰도 평가요인에 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의 결

론부분에서 연구결과의 활용에 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웹사이트의 신뢰도 평가 지표 역시 고정  이라기보다 

시기에 민감하게 유동 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신뢰

도 평가 요인 등에 한 국 이고 포 인 실태조사

를 정기 으로 실시하여 온라인 정보의 생산과 소비에 

한 균형 잡히고 실질 인 연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한, 연령에 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1]은 웹

사이트 신뢰도 요인을 크게 디자인, 기술  콘텐츠로 구

분하고 17개의 세부요인으로 신뢰도와의 상 계에 

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령 별 신뢰도 요인

의 차이가 있음을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한, 신뢰

도에 향을 미치는 디자인, 기술  콘텐츠 간에는 콘텐

츠가 가장 많은 향을 주고, 다음으로 디자인 요인이 

향을 주며, 마지막으로 기술요인이 향을 주는 것으로 

요인간에 우선순 가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웹사이트의 신뢰도 요인에 한 연

구를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 오고 있지만, 부분의 연구

가 문화 인 차이, 특정한 유형의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

분석  연령 별 신뢰도 요인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IT분야 특성에 맞게 ‘시간’의 변화

에 따른 종단  연구는 거의 없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3. 연구모형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개발

10년 과 후의 요인변화에 한 본 연구의 목 을 분

석하기 해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 다. 

본 연구에서는 [1]에서 검증된 디자인, 기술  콘텐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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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13]의 상황변수 추가 필요성 

측면에서 ‘시간’을 매개변수로 설정하 는데, 이는 [3]의 

결론부분에서 제시한 신뢰도 평가 지표 역시 고정  이

라기보다 시기에 민감하게 유동 일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의 실증  검증을 하기 해서 설정하 다. 한, 독

립변수는 [1] 연구와의종단 인 비교연구를 해서 [1]에

서 정의된 독립변수를 설정하 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독립변수  종

속변수간의 10년 과 후‘시간’ 변화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고, 검증하고자 아래와 같은 2가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 시간이 지나면 웹사이트 이용자의 웹사이트 신

뢰도 요인은 변화 할 것이다.

[가설 2] 웹사이트 이용자의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의 

향도는 10년 에 비해 증가했을 것이다.

3.3 연구변수 정의

연구변수 정의는 ‘3.1 연구모형 개발’에서 선행연구

[1][3][13] 고찰을 통해 추출했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요인은 (표 4)와 같다. 이와 같은 연구변수의 정의는 10년 

과 후의 ‘시간’차이에 따른 요인변화를 측정을 해서 

[1]과 동일한 요인으로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디자인, 기술, 컨텐츠 3개 변

수 17개로 정리하 다. 한, 종속변수는 신뢰도 1개 변

수 5개 요인으로 정리하 으며, 10년 의 연구[1]와 비

교연구를 해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동일하게 구성하

고, ‘3.1 연구모형 개발’에서 볼 수 있듯이 10년 과 후 

비교 에서‘시간’을 매개변수로 설정하 다.

(표 4) 연구변수 정의

변수 요인 출처

디자인

1. 디자인 일 성

2. 몰입성

3. 디자인 신선도

4. 디자인 직 성

5. 쉬운 UI기능 제공

6. 네비게이션 용이성

7. 색상의 정성

8. 여백의 정성

신길환

(2001)

콘텐츠

1. 시 자료 제공

2. 양질의 자료

3. 이해가 쉬운 자료

4. 명확한 자료

5. 풍부한 자료

신길환

(2001)

기술

1. Security

2. Response Time

3. Accessibility

4. System Stability

신길환

(2001)

신뢰도

1. promise fulfillment

2. openness

3. fairness

4. Ability

5. Reputation

신길환

(2001)

3.4 표본선정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선정에 따른 외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 2001년과 2011년 표본 수집을 동일한 문리서치 

기 인 아이앤알 러스에 의뢰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회

원을 상으로 Web 설문방식을 활용하 다. 2011년 데이

터는 2주간(2011년 10월 6일 에서 2011년 10월 17일) 설

문데이터를 수집했으며, 2001년 데이터는 2001년 4월17

일 에서 4월 19일 3일간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 다.

설문지 구성은 5  Likert 척도를 용하 으며,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할당 추출법(Proportionate Quota Sampling)

을 용하 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14세 이상을 상으

로 실시하 다. 한, 개발한 설문지의 정교화를 해 국

민 학교 비즈니스IT 문 학원 학원생과 실무 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내용 달이 불명확한 설문항목이나, 

단계별로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보완하여 설문지를 개발

하 다.

4. 가설검증  결과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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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1 2 3 4

Design_3 .778 .052 .161 .081

Design_4 .769 .237 .079 .132

Design_2 .716 .044 .129 .090

Design_5 .682 .332 .120 .172

Design_7 .649 .166 .219 .166

Design_6 .634 .327 .156 .187

Design_8 .555 .162 .245 .200

Design_1 .520 .271 .061 .345

Cont_2 .184 .785 .192 .201

Cont_3 .213 .761 .222 .177

성분

1 2 3 4

Cont_4 .248 .755 .277 .150

Cont_5 .243 .748 .226 .138

Cont_1 .212 .596 .298 .252

Tech_4 .235 .254 .776 .143

Tech_3 .142 .202 .745 .082

Tech_2 .158 .270 .731 .160

Tech_1 .275 .205 .614 .261

Trust_1 .088 -.046 .178 .661

Trust_4 .258 .157 .209 .654

Trust_3 .179 .310 .002 .640

Trust_5 .293 .330 .196 .633

Trust_2 .117 .444 .106 .605

가설검증  결과해석을 해서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토 로 해석

하 다.

4.1 조사 상 특성분석

본 연구에 활용된 문 리서치 기 의 온라인 설문조

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설문조사 데이터 특성

항목 2001년 2011년 비고

표본수집 1621 652

분석 상 1032 622
불성실응답 

제거

평균 인터넷

사용기간
39개월 130개월

조사 연령 17 ~ 52 14 ~ 54

2001년 데이터는 총 1621개 표본  불성실 응답을 제

외한 1032개의 표본을 사용하 으며, 2011년 데이터는 

총 652개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622개를 분석에 활용

하 다.

4.2 요인분석

연구모델에서 비교를 해 설정한 요인의 수렴여부 

검증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6) 

 (표 7)과 같이 각각 4개의 성분으로 분석되었다.

(표 6) 2001년 수집 데이터 요인분석 결과

(표 7) 2011년 수집 데이터 요인분석 결과

성분

1 2 3 4

Trust_3 .727 .147 .206 .164

Trust_2 .672 .102 .387 -.028

Trust_5 .669 .323 .180 .199

Trust_4 .634 .314 .071 .291

Trust_1 .618 .171 .273 .126

Design_8 .110 .694 .090 .284

Design_3 .101 .693 .164 .233

Design_4 .248 .637 .380 .079

Design_2 .246 .634 .132 .208

Design_5 .357 .610 .352 .006

Design_7 .285 .528 .262 .325

Design_6 .279 .522 .465 .047

Con_2 .272 .258 .716 .182

Con_3 .260 .239 .707 .225

Con_4 .184 .267 .667 .312

Con_5 .260 .219 .643 .312

Con_1 .331 .147 .580 .369

Tech_1 .076 .337 .195 .688

Tech_4 .280 .242 .345 .594

Tech_2 .198 .217 .384 .587

Tech_3 .470 .112 .225 .530

‘시간’ 차이에 따른 2001년과 2011년 데이터를 요인분

석을 해본 결과, 동일하게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성분의 분류기 을 언 한 [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요

인분석에서 일반 으로 요인의 재치가 0.5이상이면서 

공통성이 0.5이상이고, 재된 변수들의 고유치가 1이상

인 항목을 기반으로 요인구조를 선택한다는 근거에 따라

서 성분을 분류하 다. 10년 과 후의 요인분석 상 차이

를 보게되면 2001년에는 디자인 요인 8개 변수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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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11년에는 디자인 요인이 7개 변수로 구성된다는 

이 차이 이다.

4.3 신뢰성 분석

10년 과 후를 기 으로 수집한 데이터의 요인분석

을 통해 분류한 요인의 신뢰성 분석결과 아래와 같이 분

석되었다.

(표 8) 2001년  2011년 데이터 신뢰성 측정

구분 요인 Cronbach알 항목 수

2001년

데이터

요인 신뢰성

Trust .774 5

Design .875 8

Technology .817 4

Contents .887 5

2011년 

데이터 

요인 신뢰성

Trust .818 5

Design .857 7

Technology .779 4

Contents .872 5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1년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의 신뢰성 분석 결과는 Cronbach 알  값이 최소

0.774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2011년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의 신뢰성 분석 결과 

한 Cronbach 알  값이 최소 0.779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9)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요인분석에서 Design_1 변수는 Design 요인으로 묶

이지 않아서 분석에서 제외하 다. 이러한 과정 이후 

2001년 요인과 2011년 요인은 의 기 을 만족하면서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9) 2001년과 2011년 신뢰도 요인 비교

항목 2001년 2011년

요인 개수 4 4

요인 명

Trust

Design

Technology

Contents

Trust

Design

Technology

Contents

제거된 변수 N/A Design_1

(표 9) 변수의 차이는 ‘시간’에 의한 차이로 기인한다

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3]의 결론부분에서 제시한 신

뢰도 평가 지표 역시 고정  이라기보다 시기에 민감하

게 유동 일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4.4 ‘시간’에 따른 요인 향도 분석

요인분석의 결과로 볼때, 2001년과 2011년 데이터를 

실증분석한 결과 웹사이트 이용자의 웹사이트 신뢰도 요

인은 10년 과 후 모두 동일하게 4가지 성분으로 구성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던 ‘[가설 1] 시간이 지나면 웹사이트 이용자의 웹사이

트 신뢰도 요인은 변화 할 것이다.’는 가설은 기각할 수 

있다.

시간 차이에 따른 요인의 향도 차이분석에 앞서 ‘10

년 과 후’라는 시간 인 차이에 따라서 두 집단간의 평

균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

하기 해서 요인별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각 요인 별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 T-검정 결과

T-검정 결과를 보면 각 요인  95% 수 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기술(Technology), 콘텐츠(Contents) 

 디자인(Design) 요인이며, 신뢰도(Trust) 요인은 90% 

수 에서 통계 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0

년 과 후라는 ‘시간’을 기 으로 기술(Technology), 콘

텐츠(Contents)  디자인(Design) 요인은 95% 수 에서 

각각 두 집단간 평균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난

다고 할 수 있으며, 신뢰도(Trust)요인은 그보다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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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수 에서 두 집단간 평균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요인들이 10

년 과 후라는 ‘시간’ 차이에 따라서 웹사이트 이용자의 

웹사이트 신뢰도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시간차이에 따른 변수의 향도 차이 분석

구분 회귀식

2001
Trust = 1.263 + 콘텐츠*0.299 + 디자인*0.278 +기술

*0.109

2011
Trust = 0.795 + 콘텐츠*0.350 + 디자인*0.279 +기술

*0.181

(표 11)을 보면 2001년에 웹사이트 이용자는 사이트 

신뢰성을 단하는데 있어서 콘텐츠, 디자인  기술 요

인이 향을 주었으며, 그  콘텐츠 요인이 큰 향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2011년 웹사이트 이용

자의 사이트 신뢰도 요인은 2001년과 같이 동일한 요인

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1년과 2011년의 차이는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신뢰도(Trust)에 향을 주는 강

도가 증가했음을 (표 11)의 회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디자인 요인은 10년 과 후를 비교할 때 향의 강도에

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기술 요인의 증가 폭이 타 

요인에 비해 크게 변화되었는데, 이는 해킹, 개인정보보

호 등 웹사이트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최근의 많은 이슈

들에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상 으로 미미했던 과거와 

달리 웹사이트 이용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강해

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웹사이트가 이용자에게 신뢰

도를 얻기 해서는 콘텐츠  디자인과 같은 요인도 

요하지만, 향을 주는 강도는 상 으로 낮더라도 증

가폭이 큰 기술요인과 같은 항목에 해서 보다 세심하

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향의 강도 차이가 통계 으

로 유의한 결과인지를 검증하기 해서 Keil의 조 효과 

검증을 실시하 다. 조 효과 검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사이에 강하면서도 불확정 인 향을 미치는 변수가 

존재할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이론  계 성

립을 검증하는 것으로, 공식은 아래와 같다.[20][23]

Spooled= SQRT({(NL-1)/(NL+NF-2)}*SEL
2
+{(NF-1)/(NL+NF-2)}*SEF

2
)

t=(PCL-PCF)/(Spooled* SQRT((1/NL+1/NF)))

Spooled : pooled estimator for the variance

t:t
O
statistic with NL+NF-2 degrees of freedom

SEL: standard error of path in Structural model of ‘Trust of web site user at 

2001’

SEF: standard error of path in Structural model of ‘Trust of web site user at 

2011’

PCL: path coefficient in Structural model of ‘Trust of web site user at 2001’

PCF: path coefficient in Structural model of ‘Trust of web site user at 2011’

와 같이 Keil의 조 효과 검증을 통한 P-Value 검증 

결과, ‘[가설 2] 웹사이트 이용자의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

의 향도는 10년 에 비해 증가했을 것이다.’는 (표 12)

에 정리된 각 요인별p-value 값을 볼 때 p-value가 0.01보

다 모두 작기 때문에 99%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가설 2]를 채택 할 수 있다.

(표 12) 각 요인별 조 효과 검증 결과

요인 요인설명 P-Value

DES 디자인 요인 0.00000

TEC 기술 요인 0.00000

CON 콘텐츠 요인 0.00000

조 효과 검증 결과로 볼때, 콘텐츠, 기술  디자인 

요인이 웹사이트 이용자가 웹사이트 신뢰도를 단하는 

기 인 요인으로 3가지 요인이 모두 향을 미치며, 10

년 과 후의 통계 인 차이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 이용자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웹

사이트를 설계 는 구축 시 10년  비 요성이 더 증

가된 콘텐츠  기술요인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

을 추론할 수 있으며, 디자인 요인은 기술요인보다 더 

요하기는 하나, 10년 과 비해서 웹사이트 이용자

가 느끼는 신뢰도에 향을 주는 강도가 상 으로 낮

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 효과 검증 결과와 같이 ‘인

터넷 이용자의 웹사이트 신뢰도에 향을 주는 콘텐츠, 

기술  디자인 요인의 강도가 왜 달라지는가?’에 한 

궁 증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에 해서는 웹사이트 이

용자의 웹사이트 사용행태  보안에 한 이슈 등 시

으로 이슈가 되는 다양한 이벤트 측면에서 향을 미

치는 요인이 추가 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 원인을 밝히기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에서 결과를 볼때, 이와 같은 결과에는 외부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10년 과 

후 시간 차이에 따른 웹사이트 이용자를 둘러싼 기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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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등 추가 인 외부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모집단의 특성에서 차이가 나는 웹사이트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성숙도 측면에서 인터넷 사용 기간의 차이 

(2001년 : 평균 3년, 2011년: 평균 10년) 등 사용자의 인터

넷 활용에 한 경험과 학습에 따른 외부요인이 추가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5. 연구결과  한계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 이용자의 웹사이트에 한 

신뢰도 요인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지에 해

서 10년 과 후를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제시했으나, 연구의 한계 과 후속연구 진행을 

통해 보다 발 시켜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5.1 연구결과

웹사이트는 1990년  PC통신부터 2000년   닷컴버

블과 함께 다양화되고, 10년이 지난 지 은 온라인 비즈

니스 채 의 하나로써 화되어 있다. 이 게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하는 인터넷 환경만

큼이나, 이러한 인터넷을 매개로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하

는 사용자의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 한 시간이 지나면

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  연

구에서 거의 진행된 바가 없는 ‘시간’차이에 따른 사용자

의 웹사이트 신뢰도 요인 차이에 한 연구를 진행했다. 

실증검증을 통한 본 연구의 결과로 볼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웹사이트 요인에 한 변화

는 없으나, 디자인요인, 기술요인  콘텐츠 요인의 향

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향도가 증가했음을 

검증하 다. 따라서, 학문 인 측면에서 ‘시간’ 한 웹

사이트 이용자의 신뢰도에 향을  수 있는 요인이라

는 것을 검증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5.2 한계   후속연구방향성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시간’에 따른 

요인변화를 검증한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나, 아래와 같

은 연구 한계 과 후속연구를 통해 추가 으로 검증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웹사이트의 시간에 따른 요인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10년 과 후의 기 뿐만이 아니라, 보

다 연속성을 두는 반복 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따라

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후속연구에서 향후 10년 단 로 

지속 인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 지속 발 시켜 나가고

자 한다.

둘째, 연구 표본을 수집하는 측면에서 10년 과 동일

한 문리서치회사의 회원을 상으로 실시하기는 했으

나, 외생변수를 완벽히 제거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다. 즉, 10년 과 동일인에 한 비교연구가 

아닌, 10년 과 10년 후의 동일 집단에 한 표본을 추

출하여 연구를 진행한 이다.

마지막으로, 10년 에 비해서 10년 후 콘텐츠, 기술 

 디자인 요인의 웹사이트 신뢰도에 한 향력이 감

소하 는데, 왜 그러한 상이 발생하는지에 한 부분

까지는 검증하지 못한 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해서는 후속연구의 방향성으로 설정하여, 웹사이트 신뢰

도의 향 정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는 등 

추가 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그러한 변화가 왜 

발생했는지에 한 인지과학 측면의 후속연구를 통해 이

유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지과학은 인

간의 마음과 인공  지  시스템에서 정보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종합 , 다학문  과학으로 웹사

이트 이용자의 행동패턴을 인간의 마음으로 보고, 인공

 지  시스템을 웹사이트로 설정하여 인과 계를 살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써 

웹사이트 이용자의 인지과학 측면에서 후속연구를 추가

로 진행하여 시간차이에 따라 웹사이트 이용자가 느끼는 

향도에 한 원인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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