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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의 시도로 진행되는 전통시장 배달 앱(application; app)의 성공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전통시장 배달 앱의 성공요인을 앱의 시스템 특성, 배송 특성, 상품 특성, 고객 응대
특성의 4가지로 설정하고 운영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전통시장 배달 앱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인 
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앱의 시스템 특성, 배송, 상품판매와 관련한 판촉활동은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 응대와 관련해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일부 배달 앱의
경우 고객의 리뷰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메뉴가 탑재되어있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배달 
앱이 시행의 초기 단계이고 점진적으로 확대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전통시장 배달 앱의 특성을 파악하고 운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여 전통시장 배달 앱의 개발 지표를 만들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본 
연구의 시사점을 두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success factors of traditional market delivery apps and 
lead digital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markets. The success factors of traditional market delivery apps
are represented by four variables: system characteristics of the app, delivery, products, and responsibility
towards customer responses. These factors were analyzed to examine their impact on the operations 
performance. Data was collected by surveying 148 traditional market business owners.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app system characteristics, delivery characteristics, and product sales
promotion, impart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perations performance. Conversely, the customer response
characteristics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This could be because some apps lack the function to 
check customer reviews and respond appropriately. Currently, where traditional market delivery apps are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and are gradually expanding, data obtained from this study help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market delivery apps, and offers suggestions to create 
development indicators of the traditional market delivery apps by analyzing their effects on operational 
performanc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evival of traditional markets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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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영역이 매
우 다양해지고, 그 규모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0 온라인쇼핑동향조사[1]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7년 약 94조원에서 
2020년에는 약 159조원으로 약 70%가 증가하였다. 이 
중 2020년 모바일쇼핑액은 약 108조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플랫폼의 성
장은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모바일 거래(m-commerce)
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전문 온라인 상점 이외에도 
대형마트, 동네상점 및 일반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소비영
역 전반에 걸쳐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전통시장에도 
모바일 앱을 통한 구매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위
주가 운영하는 ‘놀러와요 시장(’놀장‘)’이 광명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2021년 3
월 현재 33개 시장이 본 서비스를 시행중이다[2]. ‘놀장’ 
이외에도 ㈜쇼핑바스켓이 운영하는 ‘장바요’ 앱 또한 
2020년 7월부터 천안중앙시장을 기점으로 온양온천시
장을 포함 2곳에서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
으며,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앱 현황은 Table 1과 같다.

Application Launching date
Noleoyayo Sijang(Noljang) 2018.05.16.

Jangbayo 2020.06.30.
Jeju Jeontongsijang 2016.08.30.

SM market 2016.11.28.
Jungri Jeontongsijang 2019.08.07.

Boryeong Jeontongsijang 2020.03.22.
Sonane Dongmun Sijang 2020.06.13.

Bangi Smart Sijang 2020.08.24.
Naeto Jeontongsijang 2020.11.12.

Dongne Sijang 2020.12.03.
Shinjang Jeontongsijang 2021.01.03.

Table 1. A status of Traditional markets Applications.

SM market’과 ‘제주전통시장’ 앱의 경우 2016년 출
시 당시 전통시장관련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현
재 상품 주문 및 배송서비스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맹시장이 가장 많은 ‘놀장’의 경우에도 2018년 출시하
여 정보안내서비스를 시행 후 현재 상품 주문 및 배송서
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다양한 유통채널 중에서도 상권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와 더불어 서민경제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많은 정책과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일부 폐쇄적인 특성들은 빠르게 변
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전통시장의 변화를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관련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전통시장의 전
반적인 성공요인에 관해 다루고 있지만, 전통시장 배달 
앱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초 전통시장 배달 앱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했으나, 대
다수의 전통시장은 아직까지 배달 앱을 활용하지 않고 
있거나 시행의 초기단계이다. 따라서 전통시장 배달 앱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은 전
통시장 배달 앱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의 디
지털 전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 배달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통
시장 배달 앱의 특성요인과 운영성과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앱의 연구대상이 되는 소비자가 아닌 전
통시장 점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써 배달 앱의 
운영성과를 통한 전통시장 배달 앱의 성공요인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앱의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함
으로써 기존 운영되는 앱의 성과를 높이고 신규 진입하
는 전통시장 배달 앱의 개발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정
부의 디지털 전환정책에 발맞추어 전통시장 배달 앱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전통시장이 소외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통시장 
배달 앱과 관련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2.1 전통시장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
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을 말한다[4].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국 전통시장 1,437개 곳 중 등록된 시장이 
51.8%, 인정시장이 48.2%이다[5].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 중 [6-8]는 
전통시장의 형태를 구분하여 성공요인을 탐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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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광명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3]은 전통시장을 주거밀집정도, 상권형태와 건물
형태 측면으로 구분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9]의 연구에서도 관광형 전통시장의 성공요인
을 제시하였다. [10]의 연구에서는 전통시장의 매력속성
을 특산품,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거리, 시장 내 시
설 청결, 상품 품질, 가격경쟁력, 이용편리성, 특화된 품
목과 서비스, 주차공간, 휴식공간으로 구성하여 IPA를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상인과 방문객의 전통시장 매력속
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전통시장 전반의 성공요인에 대
하여 탐색하였으며, 주로 전통시장을 관광산업과 연계하
여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는 다른 유통
채널과 경쟁할 수 있는 시장 본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는 방안과는 그 방향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전통시장의 본질적인 생태구조에 집중하고, 디지
털 전환과 관련한 전통시장 배달 앱의 성공요인을 파악
함으로써 전통시장이 다른 유통채널과의 경쟁력을 키우
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2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주요 비즈

니스 개선을 가능케 하고 고객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
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11]을 말한
다. 또한, 디지털 요소와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해 비즈
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12,13]을 말한다.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
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으
로써 고객 및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14],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15], 데
이터를 추출・교환하고 실행가능한 정보로 변환하는 의
사결정과 행동[16], 그리고 자산의 디지털화와 조직의 생
각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프로세스 전환, 리더십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그리고 이해관계자, 고객, 직
원 등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의 활용[17]까지 포
괄한다. 다양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의 공통점은 최
신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VR/AR 등 4차산업혁명 기
술의 발전에 따라 유통산업의 가치창출이 생산 및 소비
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전환되고 새롭고 변화된 유통개
념으로 인해 유통산업은 업태를 초월한 융합과 변신, 그
리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에 기반 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서의 전환을 요청받고 있고 이는 앞으로 유통산업이 풀
어야 할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18]. 전통시장의 배달 
앱의 도입은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와 판매자를 연결하고 전통적인 구매방식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시장 배달 앱의 도입은 
디지털 전환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2.3 배달 앱의 성공요인
전통시장 배달 앱은 각기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하나의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몰 혹은 배송서비스와
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통시장의 각 점포
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구매동기 및 구매결정
요인을 일괄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
다. 전통시장 배달 앱의 주체는 서비스 공급자, 앱 운영
자, 앱 이용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활
용한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통시
장 상인과 소비자가 거래하고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양
면시장(two-sided market)’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19]. [20]은 모바일서비스의 양면시장 성공요인
으로 서로 다른 고객집단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야 한
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21]은  스마트 기기 어플리케이
션 성공요인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D&M모형을 활용
하여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의사소통이 사
용자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분석하였
다. [22]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배달 앱의 서비스 품질
이 감정반응과 앱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배달 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배달 앱의 특성
이 사용자 만족이나 재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 연구로써 배달 앱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 품질에 대해 
연구하였다. 서비스 품질은 고객관점에서의 성공요인으
로써 측정의 용이성은 있으나 운영관점에서의 성공의 인
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또한 모바일 앱 시장
이 오프라인 시장과는 다른 플랫폼이기 때문에 특성 요
인에 따른 운영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모바일 앱의 성공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운영측면에
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배달 앱에 참여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전통시
장 배달 앱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연구; 전통시장 배달 앱을 중심으로

487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배달 앱을 이용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

상으로 하여 4가지 특성요인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한 연
구모형을 도식화하여 Fig. 1에 제시하였다. 

3.2 연구가설
전통시장 배달 앱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이루

어지지 않았으나 스마트폰 앱의 성공요인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전통시장 배달 앱의 성공요인에 
관한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23]은 배달 앱 속성의 측
정항목으로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 상품품
질, 인지된 판촉활동, 인지된 가격 6가지를 채택하였고 
이러한 요소들이 인지된 가치와 사용자 만족, 그리고 인
터넷 구전효과(eWOM; Electric Word of Mouse)와 
재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21]은 모바일 앱 속성의 측정하는데 독립변수로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의사소통 4가지를 제시하였
으며, 종속변수로는 사용자만족을 설정하였다. [24]에서
는 외식 O2O 서비스 품질을 편의성, 즉시접속성, 안정
성, 경제성, 공감성 5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24].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전통시장 배달 앱의 시스템 특성은 배달 앱의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전통시장 배달 앱의 배송 특성은 배달 앱의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전통시장 배달 앱의 상품 특성은 배달 앱의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전통시장 배달 앱의 고객 응대 특성은 배달 
앱의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의 구성
특정 개념에 대한 측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가능

하며,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개의 조작적 정의로 구
성되는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연구 모형에서 제시된 주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

용된 측정변수들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변수가 없거나 부
적절한 경우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념 측정이 가능한 변수
를 채택하거나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개의 모든 설문항목은 5점 
Likert척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사용된 항목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인 앱의 시
스템 특성, 배송 특성, 상품 특성, 고객 응대 특성, 운영 
성과는 각각 App, Del, Pro, Res, Perf로 표기하였다.

Var. Items Ref.

App

A1 convenience of using app

[21]
[23]
[26]
[27]
[28]

A2 convenience of adjusting informations
A3 Immediacy of order notifications
A4 Immediacy of order modifications
A5 Payment system

Del

D1 On-time delivery system
D2 Accuracy of delivery
D3 Shipping confirmation
D4 Delivery failure confirmation

Pro

P1 Variety of product items
P2 Accuracy of product Informations
P3 Price of products
P4 Freshness of products
P5 Individual promotion
P6 App. company’s promotion

Res

R1 On-demand system
R2 Problem solving(refund, change) 
R3 Responsibility of customers’ review
R4 Improvement for customers’ review

Perf Pf Increment in Sales

Table 2. Components of the survey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 배달 앱의 시스템 특성은 전통시장 배달 앱

의 서비스 공급자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앱의 기본적인 
기능 즉, 앱의 다운로드, 상품의 업로드 및 수정, 주문확
인, 주문수정, 결제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 편의성 정도로 
정의한다.

전통시장 배달 앱의 배송 특성은 배송의 기본 특성인 
적시성, 즉시성 및 배송절차에 따른 대응인 배송확인, 배
송실패확인의 이행 정도로 대표된다.

전통시장 배달 앱의 상품 특성은 상품의 속성인 상품
의 다양성, 상품 정보, 가격, 신선도 및 판매를 위한 촉진
활동인 개별 프로모션, 앱 운영자의 프로모션을 포함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전통시장 배달 앱의 고객 응대 특성은 문의사항, 문제
점, 후기,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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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Count Proportion

Career
(Operation)

within 3years 27 18
3~10years 50 34

11~20years 31 21
21~30years 21 14

more than 30y. 19 13

Career
(Sectors)

within 3years 25 17

3~10years 47 32
10~20years 37 25

20~30years 25 17
more than 30y. 14 9

Subject

Food Ingredients 49 33
Cooked Food 82 55

Industrial Products 4 3
Etc. 13 9

Table 3. Sample Characteristics

Number
of

members

1 54 36

2 52 35
3 33 22

over than 3 9 6

Configuration
of

members

Family 63 67

Friends 11 12
Etc. 20 21

Age

20’s 11 7
30’s 14 10

40’s 25 17
50’s 58 39

60’s 36 24
over than 60’s 4 3

Gender
male 68 46

female 80 54

로 측정된다.
전통시장 배달 앱의 운영성과는 전통시장 배달 앱을 

시행한 이후 매출액의 증가 정도로 측정하였다.

4. 실증분석

전통시장 관련 앱 중 주문배송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한 
‘놀장’ 앱의 가맹점포수가 가장 많은 ‘광명전통시장’과 ‘장
바요’ 앱의 가맹점포수가 가장 많은 ‘천안중앙시장’의 해
당 점포 148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조
사는 2021년 3월 중에 진행되었다. 데이터 수집은 전통
시장 점주와의 직접 대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148개 데이터 중 결측치가 있는 설문 7개를 제외하여 총 
141개 표본으로 SPSS를 이용하여 타당성분석, 신뢰성분
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전통시장의 품목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있지만 그 

중 배달 앱에 등록하고 운영되는 점포의 종류는 식자재
와 음식이 8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시장에서
의 점포운영경력과 동일업종 운영경력은 각각 14.7년과 
14.72년으로 유사하였으며, 응답자의 연령대는 50대와 
60대가 각각 39%, 2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 근
무자 수는 점주를 포함하여 2.11명이고, 가족 및 친인척
으로 구성된 경우가 67%로 가장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분석
각 변수의 신뢰성 분석 결과, 앱의 시스템 특성, 배송 

특성, 고객 응대 특성의 크론바흐-알파 계수는 각각 
.797, .866, .80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항목을 삭제
할 경우에도 크론바흐-알파 계수가 높아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상품특성과 관련한 항목의 문항들 
중 판매촉진활동과 관련

한 문항만을 선택하여 재구성하였음에도 크론바흐-알
파 계수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다.

요인추출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
였다.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
(varimax)을 채택하였다. 

여러 번의 분석 시행과 척도 순화과정을 거쳐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측정항목 중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다. 20개 
문항 중 단일측정항목인 운영성과항목을 제외한 19개 항
목 중 고유값(eigen-value)이 1.0이상, 요인적재치가 
0.4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측정항목 구성에서 상품과 
관련한 요인으로 상품특성과 관련한 4개 항목(P1, P2, 
P3, P4) 외에 판매촉진활동 문항 2개를 포함하여 구성하
였으나, 요인분석결과 상품특성과 관련한 4개 항목이 각
기 다른 항목에 적재되어 해당 문항을 제거하고, 판매촉
진활동과 관련한 문항(P5, P6)만을 선택하여 프로모션 
변수로 새롭게 설정하였다. 또한, A1문항은 요인적재량
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
로 14개 문항을 분석하였다. Table 4에 요인분석 결과
와 신뢰도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KMO와 Bartlett 검
정결과, KMO측도는 .80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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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률 .000으로 요인분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Item

Factor Analysis

App Del Pro Res
Com-
mu-

nality

α if 
item

deleted

Cronb
ach α

A2
A3
A4
A5

.792

.616

.609

.655

.748

.618

.653

.724

.769

.783

.721

.706

.797

D1
D2
D3
D4

.726

.817

.745

.649

.676

.769

.744

.681

.856

.816

.810

.828

.866

P5
P6

.737

.850
.656
.769 - .647

R1
R2
R3
R4

.654

.737

.652

.749

.716

.725

.686

.733

.740

.750

.759

.764

.803

Eigen-
value 2.270 3.332 1.843 2.452

var(%) 16.215 23.801 13.166 17.511

Table 4. Factor loading, Eigen-value, Cronbach-α

4.3 상관관계 분석
각 요인의 상관관계분석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

다. 모든 변수들 간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배달 앱의 특성 요
인 4가지 중 앱의 시스템 특성 및 배송 특성과 운영성과
의 상관관계가 각각 .714, .715로 높은 상관관계에 있으
며, 각 변수들간에는 모두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정(+)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mean Std Dev
Inter-Construct correlations

App Del Pro Res Perf

App 3.5142 .81327 1
Del 3.4184 .94467 .678* 1

Pro 2.9468 .88782 .305* .399* 1
Res 3.2642 .81491 .510* .660* .416* 1

Perf 3.3333 .92324 .714* .715* .388* .452* 1
* P<.001, N=141

Table 5.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constructs

4.4 가설검증
전통시장 배달 앱과 운영성과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
는 table 6와 같다. 

Dependent
Var.

Independent
Var. S.E β t -

value p Tolera
nce

Perf.

cons. .249 - .647 .519

App. .082 .430 5.976 .000 .532
Del. .081 .451 5.420 .000 .399

Pro. .061 .125 2.132 .035 .799
Res. .082 -.117 -1.625 .106 .531

R=.791, R2=.625, adjusted R2=.614
F=56.710, p=.000, Durbin-Watson=1.552

Table 6.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회귀분석 결과 앱의 시스템 특성, 배송 특성, 판매촉
진활동은 배달 앱의 운영성과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 응대 특성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앱의 시
스템 특성과 배송 특성의 회귀계수가 각각 .430, .451로 
판매촉진활동의 회귀계수인 .12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높게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61.4%, 유의
수준은 .000으로 나타나 모형의 타당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항목의 공차한계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두 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확인 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디지털전환 육성정책 중의 하
나인 전통시장 배달 앱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앱의 시스템 특성 요인, 배송 특성 요인, 상품 특성 
요인, 고객 응대 특성 요인 4가지로 설정하고 해당 요인
이 전통시장 배달 앱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시장 배달 앱의 시스템 특성은 운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통시
장 배달 앱에 상품 메뉴를 등록・수정하고 주문을 빠르
게 확인할 수 있는 앱의 시스템 특성은 전통시장 배달 앱
의 운영성과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전통시장 배달 앱의 배송 특성은 운영성과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배송이 정
확한 시간과 장소에 이루어지고 이를 서비스 제공자가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통시장 
배달 앱의 운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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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판매촉진 특성 요인이 운영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통시장 배달 앱은 
초기 배송비 지원, 쿠폰 제공 등의 판촉활동을 진행하였
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연구결과에 포함하지는 
못하였으나,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대면한 응답자들의 
의견에는 이벤트가 진행되는 경우에 주문량이 상당이 증
가한다는 의견을 다수 접할 수 있었으며, 실증분석 결과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응대 특성 요인은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광명전통시장에서 운영되는 ‘놀장’
앱의 경우 상품에 대한 리뷰를 파악하고 응대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타당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
으로 확인된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면한 많은 응답자들
이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전통
시장 배달 앱의 운영주체에 따라 앱의 기능면에서 다소 
차이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전통시장 배달 앱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전통시장 배달 앱의 개발 지표
로 삼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 제시된 앱의 시스템 특성, 
배송 특성, 판매촉진 특성을 고려하여 앱의 운영과 메뉴 
구성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배달 앱의 운영성과를 개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개발・운영되는 일부 앱의 경우 
고객과의 의사소통 측면이나 배송경로 및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서비스 제공자인 전통시장 상인들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배달 앱의 
개선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자와 앱 이용자의 편의를 증가
시킴으로써 전통시장 배달 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현 시대
에 필수적인 사항이며, 전통시장 배달 앱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의 시발점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통시장 
배달 앱 도입을 고민하는 점포 혹은 전통시장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배달 앱 시행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본 연
구는 2개의 배달 앱을 이용하는 각각의 대표 시장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배달 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지닌다. 향후 연구대상을 확대하
고, 앱 운영자, 서비스 제공자, 앱 이용자 모두를 포함하
여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면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전통시
장 배달 앱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과 전통시장 점주
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 또한 전통시장 배달 앱의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
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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