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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ashion consumer's browsing motives and risk perception on impulse

buying and purchase intention in social commerce. The online survey results of 317 customers who experi-

enced using fashion products via social commerce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

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18.0,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performed with AMOS 18.0. Three browsing motives (hedonic motive, ra-

tional motive, and informational motive) and three risk perceptions (products-related risk, customer service

risk, and opportunity loss risk) were identified. The results from the structure equation model were as fol-

lows. 1) It was deducted that the browsing motiv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isk perception due

to the rejection of most of the hypotheses in regards to the browsing motive influence on risk perception.

2) Product-related risk and customer service risk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Opportunity loss risk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impulse buying and purchase intention. 3) Hedonic

browsing motiv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mpulse buying, and rational motiv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mpulse buying and purchase intention. The informational browsing motive had a significant effect only on

purchase intention.

Key words: Social commerce, Browsing motive, Risk perception, Impulse buying, Purchase intention; 소

셜커머스, 브라우징 동기, 위험지각, 충동구매, 구매의도

I. 서 론

스마트폰의 도입과 더불어 세계는 점차 빠른 속도로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시대가 되었고, ‘소셜’

의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SNS의 성

장이 온라인 유통 채널에도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SNS를 활용한다는 취지 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셜

커머스’라는 새로운 방식의 쇼핑몰들이 급부상하고 있

다. ‘소셜커머스’는 SNS를 활용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구

매자가 모인다는 조건으로 상품을 50% 내외의 높은 할

인율로 판매하는 유통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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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소셜커머스는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SNS

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수

행하면서 트렌드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Han

et al., 2011).

2010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소셜커머스는 현재까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초기에는 공연, 식 ·음료

업, 미용과 관련한 소규모 사업자의 상품이 주를 이루었

지만 현재는 레저, 패션, 가전제품 등의 브랜드 상품들

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거래되는 상품 영역이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 특히, 그 중 패션제품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내의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패션분

야의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0~30대 여성 소

비자가 주요 소비자층임을 감안할 때(“Social commerce

industry”, 2012) ‘패션제품’은 젊은 층의 소비자를 공략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제품군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향후 소셜커머스의 역할은 점차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

되며 이러한 유통 형태에서 패션제품은 주요 상품군으

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소셜커머스에서의 패션제품 소

비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에서의 패션제품 소

비자를 대상으로 쇼핑 목적을 행동으로 구체화한 개념

인 브라우징 동기와 쇼핑 과정에서의 위험지각, 구매행

동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변수 간 영향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브라우징할 수 있으며(Lee & Lee,

2003) 특히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의 제품이 매일 새

롭게 업데이트되고 시간과 수량의 제한이 있어 일정 기

간이 지나면 제품 판매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브라우징은 다양한 동기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그리고

소셜커머스가 국내에 정착한지 채 3년이 되지 않았고 미

흡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온 고객 신뢰 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이용시 위험을 지각할 수 있다. 소

셜커머스에서의 패션제품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비교

적 초기에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브라우

징 동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하위 차원을 도출하고자

하며 각 브라우징 동기에 따라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지

각하는 위험은 상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브라우징 동

기가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소셜커머스가 온라인 유통 형태의 하나로 자

리잡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구매의도와 함께 높은 할인율 및 시간과 수량

의 희소성 메시지를 제시하는 소셜커머스의 특성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충동구매를 변수로 선정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업체와 패션기업이 소

비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적절한 마케팅과 유통 전략

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소셜커머스의 정의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소셜미디어를 의미

하는 소셜(Social)과 상거래를 의미하는 커머스(Comm-

erce)의 합성어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상거래를 뜻한다

(Lee & Yoon, 2011). ‘소셜’은 사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모두 소셜커머스로 정의될 수 있

다(Yoo & Yoon, 2011). 이처럼 소셜커머스는 자체적으

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떠오르

는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

되고 있는 소셜커머스의 개념은 공동구매 형태의 비즈니

스 모델로, 이 모델의 대표적 기업인 미국의 그루폰이 성

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한국에서도 공동구매 방식의 소셜

커머스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2010년 3월

SNS를 활용한 ‘위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구매몰

이 등장하였고(C. H. Kim, 2011) 이후 티켓몬스터가 서

비스를 시작하면서 창업 7개월 만에 누적 매출이 200억

원을 돌파하는(“Ticket Monster”, 2010) 급속한 매출 증

가를 달성했다. 뒤를 이어 같은 비즈니스 방식의 위메이

크프라이스닷컴, 쿠팡, 그루폰 코리아 등의 기업들이 사

이트를 오픈하면서 소셜커머스 업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12년 2월 기준으로 약 230개의 사이트들이 소

셜커머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Jin & Lim, 2012).

그러나 이와 같이 급속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진 반면,

소셜커머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서비스나 품질에 대한 질적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Lee, 2011). Han et al.(2011)

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소셜커머스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에는 신뢰성이 부족하

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즉, 이러한 제품 품질 및 고객 서

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소셜커머스를 이용

하는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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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상거래 방

식 중 하나의 채널로 자리 잡기 시작한 2011년부터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소셜커머스의 비즈니스

모델과 특성에 관한 연구(Jin & Lim, 2012; Seo et al.,

2011)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소셜커머스에서의

소비자 행동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Han et al.,

2011; Lee et al., 2011). 또한, 소셜커머스가 신뢰를 바탕

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는 새로운 상거래라

는 점에서(C. H. Kim, 2011) 소비자의 신뢰를 다룬 연구

도 이루어지고 있다(Fang & Seo, 2011; Seo & Lee, 2011).

그러나 소셜커머스에서 거래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카

테고리를 분류하여 진행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소

셜커머스를 통해 외식 쿠폰이나 공연, 여행과 같은 서

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배송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자의 구매행동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패션제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 패션과 소셜커머스

소셜커머스의 특성 중 ‘가격성’은 공동구매 형태의 온

라인 유통 업체가 갖는 가장 큰 장점으로(Fang & Seo,

2011), 소셜커머스는 ‘가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여 구매행동을 이끄는 유통 채널로 알려져 있다. 반면,

패션제품은 유행성과 소비자의 패션관여도가 구매에 영

향을 미치고 패션이미지, 개성, 지위 상징 등이 중요시

되는(Lee & Na, 2007) 감성에 소구하는 제품군이기 때

문에 가격적인 요인보다는 심미적인 부분이 구매를 자

극할 수 있다. 즉, 소셜커머스에서 패션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타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는 차

별화된 특성을 보일 수 있다.

2011년 인터넷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이용자의 44.4%가 의류, 신발 등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Social commerce”, 2012) 패션제품이 배

송상품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What is social commerce”, 2012). 이처럼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급부상한 소셜커머스는 패션 업

계와 소셜커머스 업계 모두에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인 가격에 패션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알뜰쇼핑 기회를

제공하는 판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패션기업들은 소

셜커머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큰 매

출을 올리면서 이를 통한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어 패

션업계에 있어서 소셜커머스 시장은 앞으로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셜커머스 시장 내 패션제품 소비자

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브라우징 동기 및

구매행동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패션제품은

제조 업체인 브랜드의 명성이나 제품의 품질, 인터넷 상

에서의 사진과 실물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타 제품에 비해 위험을 지각할 요소가 많다(Lee & Na,

2007). 또한, 소셜커머스는 새로운 유통 채널이며 아직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소비자의 위험지

각 수준이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셜커머스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패션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유통 채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셜커

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니즈 파악이 선

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

스를 이용하는 패션제품 소비자의 브라우징 동기와 위

험지각 및 구매행동 간의 영향 관계 분석을 통해 향후

패션기업과 소셜커머스 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제

공을 목적으로 한다.

3. 브라우징 동기

웹 브라우징은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탐색

하는 활동으로 브라우징을 하면서 소비자는 미래의 의

사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Chung, 2001) 소비자들에게 브라우징 행동은 구매결

정을 위한 필수적인 사전 단계로 여겨진다. 즉, 브라우

징(Browsing)의 개념은 소비자가 특정한 구매계획이나

목적 없이 상품을 살펴보기 위해 점포를 돌아다니는 행

동(Park & Lee, 2008 as cited in Bolch, 1981)과 제품 구

매를 위한 지속적 탐색행동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Bloch

et al., 1989). 2000년대 이후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더불

어 인터넷은 소비자의 주요한 쇼핑 경로로 인식되고 있

다. 온라인에서의 브라우징은 소비자가 웹 사이트를 방

문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읽거나 듣는 행

위를 의미하며(Park, 2000) 이러한 브라우징 행동 자체

가 재미와 흥미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Lee & Lee, 2003).

이처럼 소비자는 정보 추구뿐만 아니라 오락적인 측면

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Bloch et al., 1989)

구매목적 없이도 브라우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

한 브라우징 행동 또한 비계획적인 구매가능성을 갖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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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다양한 브라우징 동기에 따라 구매행동에

는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ung, 2001).

선행연구에서의 브라우징의 개념은 실용적인 측면과

쾌락적인 측면으로 분류되고 있는데(E. Y. Kim, 2011;

Park, 2000), 실용적 브라우징은 제품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쾌락적 브라우징은 제품의 구매와 상관없이

흥미와 즐거움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속적인 정보 탐색

으로 정의된다(Park et al., 2012). 그러나 E. Y. Kim(2011)

의 연구에서는 브라우징 동기의 하위 차원이 정보적 브

라우징과 쾌락적 브라우징, 여가적 브라우징으로 도출

되었으며, Suk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정보 탐색의 하

위 차원이 합리적 탐색과 오락적 탐색, 정보적 탐색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 정보 탐색이 정보 추

구와 쾌락 추구로 세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는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정보와 소비자들의 구매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확실

한 구매목적이 없더라도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찾아 합

리적인 쇼핑 기회를 잡기 위해 브라우징을 한다는 점에

서(Lee & Yoon, 2011) 소셜커머스에서의 브라우징 동

기는 세분화되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브라우

징 행동이 쇼핑 가치와 동기에 영향을 받으며(Suk et al.,

2011) 쇼핑 가치에 따라 위험지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인다는 점에서(Ryou & Cho, 2005) 어떠한 동기로

사이트를 브라우징 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주관적으

로 지각하는 위험은 상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온라인 유

통 업체가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브라우징 동기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하며(Park, 2000) 향후 소셜커머스가 보다 큰 유통채널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특성 파악을 위한 브라

우징 행동과 더불어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과 구매행동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4. 위험지각

소비자 행동의 측면에서 지각된 위험에 대한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Bauer(1960)에 의해서이다(Ahn, 2008;

Lee & Hong, 2006). Bauer(1960)은 위험지각이 소비자

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확실성을 예측하지

못할 때 지각하게 되는 심리적인 위험이라고 정의하였

다. 소비자는 특정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 구매

과정에서 상표나 점포, 혹은 구매방식을 결정할 때 위

험을 지각하게 된다(Cho et al., 2001). 즉, 위험지각은 소

비자의 구매목적과 구매결정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

거나 구매목적과 선택 간의 불일치성을 주관적으로 인

식하는 상황으로 동일한 구매상황과 제품일지라도 소

비자 개개인에 따라 지각하는 위험의 유형과 정도는 다

를 수 있다(Shin et al., 2004; Shin et al., 2012).

인터넷 쇼핑이 도입된 이후에는 온라인 유통 채널에

서의 지각된 위험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제품 구매 전 과정을 판매원

의 도움 없이 화면상의 제품 정보를 보고 소비자 스스

로 결정해야 하므로 오프라인 점포에서보다 지각된 위

험을 유발할 요소가 많다(Cho et al., 2001; Nam & Lee,

2009; Shin et al., 2012). 또한, 위험지각은 상품의 속성,

시장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Kim et al., 2007)

디자인, 사이즈, 품질 등이 중요시되는 패션제품의 속성

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의 수준이 높을 수

있다(Cho et al., 2001; Lee & Hong, 2006). 뿐만 아니라

신개념의 유통 채널인 소셜커머스에서는 소비자 보호

장치에 대한 요구가 다른 유통 채널에 비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Seo et al., 2011) 유통 채널로 인

한 위험지각이 도출될 수 있다. 2011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이용자의 60.6%가 소셜커머

스를 이용시 불편 및 피해를 경험하였으며(“Social com-

merce”, 2012) 그 중에는 정상 구매제품과의 차별 대우

나 환불 정책의 미비와 같은 고객 서비스 부실 등의 문

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When using

social commerce”, 2011). 소셜커머스는 SNS를 기반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거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C. H.

Kim, 2011) 향후 소셜커머스가 온라인 유통 채널의 하나

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

도와 보상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와 패션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및 소비자의 심리와 관련된

차별화된 위험지각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

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브라우징 동기가 위험지각에 미

치는 영향 및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 구매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적극적인 소비자 구매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개선점을 제시한다.

5. 충동구매

충동구매(Impulse buying)는 제품을 보자마자 깊은 생

각 없이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구매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비계획적인 구매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다(Chung et al., 2002; Seo et al., 2011). 충동구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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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연구들은 오프라인 점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매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진 경

우 충동구매가 발생했다고 정의하고 있다(Stern, 1962).

즉, 충동구매는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과 연관되어 특정

한 자극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사전 구매계획이나 의도

없이 이루어지는 구매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Park & Lee,

2008), 이러한 형태의 충동구매는 재정적 상황이나 구매

이후 발생할 결과에 대한 고려가 없이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Sharma et al., 2010). 전자 상거래가 대중화됨에 따

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가격할인 혜택이나 구

매와 결제의 편의성(Kim et al., 2011) 및 오프라인에 대

비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충동구매가 유

발되기 쉽다(Lee & Kim, 2006; Park et al., 2012). 특히,

소셜커머스는 시간과 수량에 제한을 둠으로써 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

문에(Seo et al., 2011; Yoo & Yoon, 2011) 실제로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충동구매에 대한 우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When using social commer-

ce”, 2011). Stern(1962)은 ‘낮은 가격(Low price)’이 충동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희소성 메

시지가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Hong(2008)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가격할인과 함께 시간과 수량의 희소

성 메시지를 제시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충동구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온라인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

뤄지고 있는 충동구매가 소셜커머스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함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6. 구매의도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해 갖는 구매하고자 하는 의

향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구매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

문에 마케팅 연구에서 ‘구매의도’라는 변수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Chung et al., 2002). 구매의도는 소비자

구매행동을 예측하는 변수이며 개인의 기질적,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Lee & Lim, 2000)

같은 상황과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는 개인이 지각하

는 수준에 따라 상이한 구매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인

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는 브라우징 단계를 거쳐 제품

을 구매하기 때문에 어떠한 브라우징 동기로 제품을 탐

색하느냐는 구매의도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수 있다. 특

히, 소셜커머스의 특성인 높은 할인율과 희소성 메시지

가 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충동구매와 함께 구매의도를 변수로 선정하

여 소셜커머스에서 패션제품 소비자의 브라우징 동기

요인과 위험지각 요인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 결과를 보

이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에서 패션제품 소비자의 브라

우징 동기와 위험지각의 하위 차원에 대해 살펴보고 브

라우징 동기, 위험지각, 충동구매 및 구매의도와의 영

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모

형은 아래 <Fig. 1>과 같으며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소셜커머스에서 패션제품 소비자의 브라우징 동

기는 위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소셜커머스에서 패션제품 소비자의 위험지각은

충동구매 및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3. 소셜커머스에서 패션제품 소비자의 브라우징 동

기는 충동구매 및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의 남

녀 중 국내의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서 패션제품에

대한 브라우징 혹은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30대의 소비자

는 SNS를 즐겨 사용하면서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전체 회원의 70~8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Social’

width widen”, 2011)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을 20~30대

로 한정하였다. 설문은 2012년 4월 4일부터 4월 9일까

지 온라인 리서치 업체에서 웹 상에 작성한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대상 선정은 리서치 업체의 자동 발송 프

로그램에 따라 전체 패널 중 무작위로 선출된 20~30대

10,402명에게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온라인 조사 접속자

중 사전 조사를 통해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860명이 설문에 접속하

였고 이 중 481명은 사전 조사를 통해 대상이 아님이 밝

혀져 설문이 중단되었으며 38명은 중도에 설문을 포기

한 것으로 나타나 총 341명이 마지막까지 본 설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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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였다. 그리고 이 응답자 중 모두 한 문항으로 표기

하거나 응답 시간이 짧은 패널의 설문을 불성실 응답으

로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총 317명의 설문 응답을 분

석에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 중 브라우징 동기는 Choi

(2009), E. Y. Kim(2011), Park et al.(2012), Suk et al.(2011)

의 연구, 위험지각은 Cho et al.(2001), Kim et al.(2007),

Nam and Lee(2009)의 연구와 소셜커머스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일부 문항을 연구자가 재

구성하였다. 충동구매 문항은 Lee and Kim(2006), Park

et al.(2012), Yang and Lee(2000)의 연구, 구매의도 문항

은 Hong and Na(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

게 수정, 보완하여 모두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

하였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소셜

커머스 이용실태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여 명목척도로 측

정하였다. 최종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

인분석,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18.0을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3. 표본 특성

최종 자료분석에 활용된 총 317명 응답자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49.8%, 여성이

50.2%이며, 나이는 20대가 50.5%, 30대가 49.5%로 설

문에 응답하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54.9%, 경기도가

32.8%, 인천이 12.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회사직

원이 44.5%, 학생이 23.7%, 전문직이 12.9% 순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6.6%, 대학교 재

학이 19.2%, 대학원 재학 이상 9.5%, 고등학교 졸업이

4.7%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정 총수입은 300~400만

원 미만이 22.7%, 200~300만 원 미만이 20.5%, 400~

500만 원 미만이 18.6%, 500~600만 원 미만이 17.0%의

분포를 보였으며, 월 평균 의복 지출 비용은 10~15만 원

미만이 28.7%, 5~10만 원 미만이 25.9%, 15~20만 원 미

만이 19.6%의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소셜커머스 이

용실태를 살펴보면, 주 평균 이용횟수는 2~4회가 42.0%,

2회 미만이 30.9%, 4~6회 미만이 13.9%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1회 평균 이용시간은 30분~1시간 미만이 45.1%,

30분 미만이 30.9%, 1시간~1시간 30분 미만이 15.5%로

나타났다. 패션제품을 구매하거나 정보를 탐색할 때 가

장 자주 이용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쿠팡이 50.8%,

티켓몬스터가 30.0%, 그루폰이 8.2%, 위메이크프라이

스가 6.9%의 분포를 보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주요 변인들의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소셜커머스가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과는 다른 특

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소셜커머스에서 패션제품 소비

자의 브라우징 동기와 위험지각은 차별화되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

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측정변

수들에 대한 요인별 문항 분류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고유치 1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으며 내적 일관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일

부 문항을 제거한 다음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별 확인적 요인분석을 선행한 후 전체

잠재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요인과 측정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모델의 적합

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Lee & Lim, 2011)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성과 의의를 저해시키지 않는

선에서 수정지수와 표준화 계수를 통해 측정모형의 타

당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항을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25개 측정변수를 포함하는 8개 잠재요인이 도출되었으

며 그 중 브라우징 동기는 쾌락적 동기, 합리적 동기, 정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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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적 동기의 3개의 요인으로 위험지각은 제품 관련 위

험, 고객 서비스 위험, 기회 손실 위험의 3개 요인으로 도

출되었으며 충동구매와 구매의도는 각 1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전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
2
=507.645,

df=247, χ
2
/df=2.055, RMR=0.045, GFI=0.884, IFI=0.930,

TLI=0.914, CFI=0.929, RMSEA=0.058로 제시되어 수용

할 만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모든 잠재요인

의 측정변수에서 표준화 계수는 0.6 이상으로 측정문항

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AVE(평균분산추출값)

과 CR(잠재요인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요인에서

AVE는 0.5 이상, CR은 0.7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신뢰성 측정을 위한 Cronbach's α 계

수도 모두 0.7 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그리고 한 개의 잠재요인이 다른 잠재요인과 다른 정

도를 보여주는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제곱값과 AVE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별 AVE값이 잠재요인 간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크게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의 모든 잠재요인은 판별타

당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Table 2).

2. 경로분석 및 가설 검증

앞서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고 적합

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다음 단계인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χ
2
=

578.031, df=251, Normed χ
2
=2.303, RMR=0.062, GFI=

0.872, IFI=0.912, TLI=0.893, CFI=0.911, RMSEA=0.064

로 제시되어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잠재요인

간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를 정리한 경로모형

은 <Fig. 2>와 같다.

경로분석 결과 중 H1을 검증하기 위해 브라우징 동기

Table 1.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d variables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value

Cronbach's

α
AVE CR

Hedonic

motive

I have visit social commerce just for fun. .618 -

.820 .623 .824

I browse the fashion products in social commerce to

enjoy the site's atmosphere.
.852 11.384***

I browse the fashion products in social commerce just

to change my mood.
.873 11.462***

Rational

motive

I browse social commerce to find reasonably priced

fashion products.
.662 9.923***

.783 .524 .871
The reason I browse social commerce is to purchase

the fashion products efficiently.
.633 9.624***

I browse social commerce to grab the affordable shop-

ping opportunities at a discount price.
.856 -

Informa-

tional

motive

I browse social commerce to search brand name pro-

ducts for what I usually interested in.
.601 -

.787 .571 .808
I browse social commerce to get new fashion trends

and information.
.811 10.327***

I browse social commerce to obtain a variety of infor-

mation on fashion products.
.834 10.411***

Product-

related risk

Fashion products sold in social commerce may not be

genuine.
.645 -

.820 .505 .827
I worry about financial loss because fashion products

bought via social commerce maybe defective.
.713 9.241***

I worry about defective fashion products bought via

social commerce.
.768 9.379***

Model fit indices

***p<.001

χ
2
=507.645 (p<.001), df=247, χ

2
/df=2.055, RMR=0.045, GFI=0.884, IFI=0.930, TLI=0.914, CFI=0.929, RMSEA=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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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value

Cronbach's

α
AVE CR

Customer

service risk

I worry about the after service for fashion products

bought via social commerce.
.751 -

.869 .701 .913
I worry about the difficulty of fashion products returns

or refunds bought via social commerce.
.817 14.773***

I am worried that the exchange process is tricky for

fashion products bought via social commerce.
.933 15.765***

Opportunity

loss risk

I am afraid of losing buying opportunities due to lim-

ited supplies in social commerce.
.784 -

.879 .714 .904

I am afraid there are limited opportunities to repur-

chase fashion products again in social commerce.
.863 16.219***

I am worried that if I do not buy fashion products

now, I will not be able to buy them again at a low

price.

.884 16.496***

Impulse

buying

When I find fashion products I like in social commer-

ce, I tend to purchase them without a plan.
.849 -

.841 .576 .825

When I perceive future limitations in social commer-

ce, I suddenly want to buy fashion products.
.690 12.817***

When I feel a requirement for fashion products in so-

cial commerce, I suddenly want to purchase them.
.698 13.001***

I buy fashion products via social commerce on impulse. .787 14.948***

Purchase 

Intention

I am willing to activity spend time in order to pur-

chase fashion products in social commerce.
.657 -

.736 .557 .888Social commerce is appropriate for the purchase of

fashion products.
.781 10.848***

I like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in social commerce. .793 10.927***

Model fit indices

***p<.001

χ
2
=507.645 (p<.001), df=247, χ

2
/df=2.055, RMR=0.045, GFI=0.884, IFI=0.930, TLI=0.914, CFI=0.929, RMSEA=0.058

Table 2.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constructs

Hedonic

motive

Rational

motive

Informational

motive

Product-

related risk

Customer

service risk

Opportunity

loss risk

Impulse

buying

Purchase

Intention

Hedonic motive .623
a

Rational motive .076
b

.524

Informational motive .398 .088 .571

Product-related risk .010 .000 .025 .505

Customer service risk .005 .049 .000 .211 .701

Opportunity loss risk .115 .030 .099 .013 .029 .714

Impulse buying .197 .081 .059 .007 .002 .251 .576

Purchase Intention .194 .143 .257 .016 .027 .223 .205 .557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each construct are displayed diagonally
b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between the two constr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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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위험지각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t-value(C.R.)를 살

펴보면, H1은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먼저, 브라우징 동기 중 쾌락적 동기는 위험지각의 3개

의 요인 중 고객 서비스 위험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

며, 기회손실 위험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H1-2와 H1-3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제품 관련 위

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쾌

락적 동기의 경우, 기분전환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기

이므로 구매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위험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커머스에

서 제시하는 높은 할인율과 수량과 시간의 희소성 메시

지를 통해 기회 손실 위험을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높은 할인율의 제품과 합리적 쇼핑 기회를 지향

하는 합리적 동기는 타 브라우징 동기보다 구매지향 정

도와 구매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위험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1-5는 지

지되었으나, 제품 관련 위험과 기회 손실 위험에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4과 H1-6

은 기각되었다.

정보적 동기는 다양한 제품 정보와 유행 정보 및 관

심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찾는 브라우징 동기로 구매잠

재력이 합리적 동기에 비해 낮으며 소셜커머스의 특성

인 할인율이나 희소성 메시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브

Fig. 2. Structural model.

Table 3. Path analysis between browsing motive and risk perception

H
Path between variables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Result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H1-1 Hedonic motive → Product-re-lated risk −.020 .090 −.203 .839 rejected

H1-2 Hedonic motive → Customer service risk −.181 .124 −2.030 .042 accepted

H1-3 Hedonic motive → Opportunity loss risk .211 .119 2.404 .016 accepted

H1-4 Rational motive → Product-related risk −.027 .091 −.349 .727 rejected

H1-5 Rational motive → Customer service risk .247 .128 3.481 .000 accepted

H1-6 Rational motive → Opportunity loss risk .075 .118 1.104 .270 rejected

H1-7 Informational motive → Product-related risk .190 .113 1.850 .064 rejected

H1-8 Informational motive → Customer service risk .070 .152 .775 .438 rejected

H1-9 Informational motive → Opportunity loss risk .164 .146 1.824 .068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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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징 동기로 3개의 위험지각과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면서 H1-7, H1-8, H1-9는 모두 기각되었다.

따라서 브라우징 동기가 위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대부분 기각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브

라우징 동기는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브라우징 동기의 하위 요인이 위

험지각 하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

해 구매지향적인 브라우징 동기일수록 구매 후에 발생

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위험을 높게 지각하는 반면, 즐

거움과 기분전환을 추구하는 동기의 경우 기회 손실 위

험을 높게 지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개의 브라우징 동기에서 제품 관련 위험은 모

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는데 본 연구가 소셜커머

스를 통해 패션제품을 브라우징 혹은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65.3%가 실제로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제품

품질이나 제품 불확실 위험을 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

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Lee and

Hong(2006)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구매 경험자는 지

각된 위험의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험지각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Table 4>, 제품 관련 위험은 충동구매에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으나 구매의도에는 유의한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2-1은 기각되었으며, H2-2

는 지지되었다. 고객 서비스 위험도 제품 관련 위험과 마

찬가지로 충동구매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구매의도에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소셜커머스에서 패션제품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 위험이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제시하며, 한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시 고

객 서비스 위험을 크게 지각하고 있으며 고객 서비스의

불확실성이 구매의도를 감소시킨다는 Lee and Choi(2007)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실제 구매 후

에 발생할 수 있는 반품이나 교환 및 A/S에 대한 위험지

각이 구매의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 서비

스에 대한 신뢰 회복은 현재 소셜커머스가 보완해 나가

야 할 시급한 문제임을 입증해 준다. 그러나 제품 관련

위험과 고객 서비스 위험이 충동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타 인터넷 쇼핑몰과는 달리 소

셜커머스의 특성 상 소비자들이 쉽게 충동구매를 일으

킨다는 점에서 제품 관련 위험과 고객 서비스 위험이 충

동구매를 저해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기회 손실 위험은 충동구매와 구매의도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2-5와

H2-6은 지지되었다. 높은 할인율과 희소성 메시지를 제

시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가 기회 손실 위험을 지

각하면 충동구매와 구매의도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으

며, 이러한 결과는 시간과 수량의 희소성 메시지를 제

시하는 소셜커머스가 충동구매와 연관이 있음을 입증

해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H3을 검증하기 위해 브라우징 동기가 충동

구매 및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쾌락적 동기는 충동구매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구매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3-1은 지지, H3-2

는 기각되었다. 쾌락적인 동기로 브라우징을 하는 소비

자는 희소성 메시지를 접했을 때 기회 손실 위험을 지각

함과 동시에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Lee and Lee(2003)와 Park et al.

(2012)의 연구에서 쾌락적 브라우징이 충동구매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하면서 브라우징 행동

이 즐거움과 기분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신

중한 구매보다는 충동적인 구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Lee & Lee, 2003).

Table 4. Path analysis between risk perception and buying behavior

H
Path between variables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Result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H2-1 Product-related risk → Impulse buying .049 .061 .807 .419 rejected

H2-2 Product-related risk → Purchase Intention −.124 .060 −2.081 .037 accepted

H2-3 Customer service risk → Impulse buying −.053 .037 −.940 .347 rejected

H2-4 Customer service risk → Purchase Intention −.238 .038 −4.222 .000 accepted

H2-5 Opportunity loss risk → Impulse buying .411 .045 6.288 .000 accepted

H2-6 Opportunity loss risk → Purchase Intention .362 .042 5.944 .000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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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동기는 충동구매와 구매의도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H3-3과

H3-4는 지지되었다. 합리적 동기가 구매잠재력이 높고

구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에서의 합리적 동기가 기존의 선행연구

에서의 합리적 개념과는 차별화된 높은 할인율과 합리

적인 가격의 제품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충동구매에도

유의한 영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적 동기는 충동구매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지만 구매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므로 H3-5는 기각되었으며 H3-6은 지지되었다. 정보적

동기가 쾌락적 동기나 합리적 동기와는 차별화된 동기

라는 점을 증명해 주며 자신이 관심 있는 제품이나 브

랜드를 살펴보고자 하는 브라우징 동기이기 때문에 제

품 자체에 대한 관심과 구매의사에 따라 구매의도를 갖

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높은 할인율이나 희소성

메시지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

를 얻음과 동시에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목적

이 강한 소비자로 분류될 수 있다. 타 인터넷 쇼핑몰과

는 달리 매일 새로운 제품이 업데이트되며 제한된 수량

과 시간으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소셜커머스의 운

영 방식에서 도출될 수 있는 브라우징 동기 요인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의 경로모형 <Fig. 2>를 살펴보면, 브라우징

동기가 위험지각을 매개로 구매행동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브라우징 동기가 충동구매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

한 결과는 아래 <Table 6>과 같다.

쾌락적 동기는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위험지각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쾌락적

동기로 브라우징을 하는 소비자는 소셜커머스에서 패

션제품을 브라우징할 때 구매 기회 손실에 대한 심리적

인 위험을 지각하고 구매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

이며 소셜커머스의 높은 할인율과 희소성 메시지가 구

매의도가 없이 쾌락적으로 브라우징하는 소비자에게

구매를 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0년 도입된 이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

며 주목받고 있는 ‘소셜커머스’라는 새로운 온라인 유

통 채널에서 패션제품 소비자의 브라우징 동기와 위험

지각, 충동구매 및 구매의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소셜커머스를 통해 패션제

품을 브라우징 혹은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20~30대 소

Table 5. Path analysis between browsing motive and buying behavior

H
Path between variables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Result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H3-1 Hedonic motive → Impulse buying .344 .081 3.936 .000 accepted

H3-2 Hedonic motive → Purchase Intention .064 .074 .803 .422 rejected

H3-3 Rational motive → Impulse buying .188 .079 2.839 .005 accepted

H3-4 Rational motive → Purchase Intention .273 .080 4.117 .000 accepted

H3-5 Informational motive → Impulse buying −.157 .094 −1.845 .065 rejected

H3-6 Informational motive → Purchase Intention .288 .095 3.371 .000 accepted

Table 6.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research variables

Path between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Hedonic motive → Impulse buying −.344*** −.095* −.439**

Hedonic motive → Purchase Intention −.064*** −.122* −.186**

Rational motive → Impulse buying −.188*** −.016* −.204**

Rational motive → Purchase Intention −.273*** −.028* −.245**

Informational motive → Impulse buying −.157*** −.073* −.084**

Informational motive → Purchase Intention −.288*** −.019* −.30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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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

셜커머스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요인도출 및 변수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변수별 요인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브라우징 동기는 쾌락적 동기, 합리적 동

기, 정보적 동기가 도출되었고 위험지각은 제품 관련 위

험, 고객 서비스 위험, 기회 손실 위험이 도출되었다. 이

러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

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우징 동기 중 쾌락적 동기는 고객 서비스 위

험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기회 손실 위험에는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동기는 고객

서비스 위험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정보적 동기는 3개의 위험지각 요인에 모두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브라우징 동기가 소비자

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가설은 9개 중 3개만이 지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부 브라우

징 동기의 하위 요인이 특정 위험지각 하위 요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도출을 통해 구매를 지향하는

동기일수록 구매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에 대

한 위험지각 수준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위험지각 요인 중 제품 관련 위험과 고객 서비스

위험은 충동구매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구매의도에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졌다. 기회 손실 위험은 충동구매와 구매의도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셜커머스에서

제시하는 높은 할인율과 시간과 수량의 희소성 메시지

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브라우징 동기 중 쾌락적 동기는 충동구매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합리적 동기는 충동구매와 구매

의도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정보적 동기

는 충동구매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구매의

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브라우징 동기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쾌락적

동기가 위험지각을 매개로 하여 구매의도에 간접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패션기업과 소셜커머스 업체

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는 데 도

움이 되는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공하자면 다음과 같다.

쾌락적 동기로 브라우징하는 소비자는 높은 할인율이나

희소성 메시지를 통해 기회 손실 위험을 지각함으로써

구매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트 내의 즐거움과

기분전환이 되는 요소 구축 및 희소성 메시지는 구매행

동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합리적 동

기로 브라우징하는 소비자는 높은 할인율의 제품과 합

리적 구매를 지향하는 구매잠재력이 높은 소비자로, 이

들의 구매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환, 반품, A/S

등의 고객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사이트에 대한 신뢰 구

축이 필요하다. 정보적 동기로 브라우징하는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패션제품 정보와 유

행 정보를 얻고 평소 관심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잠

재력이 높은 소비자이므로 소셜커머스 업체는 상품 구

성에 있어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 구색

을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실

제로 실행하고 있는 스타일링, 유행 정보 제공과 함께 소

비자의 니즈 파악을 위해 서베이를 진행하는 등의 마케

팅 전략 구축이 요구된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충동구매가 아닌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패션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셜커

머스 업체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제품 구매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문제를 우선

적으로 개선하고 이어서 제품에 대한 신뢰 구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셜커머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통 통로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셜커머스

의 특성인 공동구매를 통한 높은 할인율과 시간과 수량

의 희소성 메시지가 구매를 자극하는데 긍정적인 역할

을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기회 손실 위험을 지각할 수

있도록 사이트 내의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적

절한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셜커머스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온라인 소비문

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더욱 밀접하게 커뮤

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셜 비

즈니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소셜미디어의 파

급력을 활용한 마케팅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인 개선 사항들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SNS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이트 내의 고

객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며,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를 높

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SNS와 소셜커머

스의 영역이 점차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패션제품 소비자의 브라우징 동

기와 위험지각,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는 학계뿐만 아니

라 소셜커머스와 패션업계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가 소셜커머스를 다룬 연구 중 비교적

초기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변수 선정에 있어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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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것은 다소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제안하자면,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변수 선정에 있어 소셜커머스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나 관련성이

높은 변수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브라우징을 이끌어내는 동

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지만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브라우징 유형에 따른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좀 더 다양한 제품군에 맞춰 소비자의 행동을 비교분석

하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충

동구매나 구매의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제품 가격대나

브랜드의 명성과 같은 패션, 의류제품 속성을 반영하여

제작한 조작물을 통한 실험연구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매의도를 분석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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