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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erforms an investigative research on the shopping value of consumers who purchase fashion/

beauty products using group buying social commerce among the types of social commerce and private shop-

ping malls. We provide basic knowledge on consumer behavior using social commerce newly appeared as

shopping channels. For the method, the research was performed by designing a sequential integration me-

thod of conducting quantitative verification after qualitative research. As a result of qualitative research,

multiple shopping values have been shown as the common shopping values of consumers using two types

of shopping malls. The dimensions are price, quality, convenience, interaction, information, reliability, he-

donic and impulse buying values. A total of eight sub-dimensions have appeared due to performing quanti-

tative verification on the shopping value of group buying social commerce. The dimensions are same as the

results from the qualitative research. The shopping value of consumers who purchase fashion/beauty pro-

ducts using private shopping malls has been classified into seven dimensions (except interaction value).

Key words: Social commerce, Private shopping mall, Shopping value; 소셜커머스, 프라이빗 쇼핑몰, 쇼

핑 가치

I. 서 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정보 획득을 위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제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업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으로 넘어가 이용자의 능동성은 더욱 확대되었다(Korg-

aonkar & Wolin, 1999). 특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최

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있다. Kotler

(2010/2010)가 주장한 것처럼, 기술은 소비자 개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스스로를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도록 하

여 ‘참여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SNS는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증가시키며 온

라인 시장 역시 변화시켰다(Leitner & Grecheni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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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과 SNS가 결합한 새로운 쇼핑 방식인 소

셜쇼핑, 또는 소셜커머스의 형태가 바로 그것이다. 즉,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쇼핑몰 형식

이며 SNS와 결합되면서 ‘쇼핑’을 넘어선 새로운 미디

어로서 기능하고 있다(Han et al., 2011).

다양한 유형의 소셜커머스가 국내에 등장하면서 이들

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패

션 제품은 인터넷 쇼핑의 주요 상품이 되어 왔으며(Jeo-

ng et al., 2010), 소셜커머스 형태에서도 패션/뷰티 제품

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T. K. Kim, 2011). 이

와 같은 사실들은 패션/뷰티 제품이 소셜커머스에서 높

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주요 품목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소셜커머스의 주류는 공동구매형 모델이다. 이

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일정 인원이 모이면 가격을 할인

해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온라인 공동구매의 형식을 갖

는다(Han et al., 2011). 또한 최근에는 명품을 할인된 가

격에 판매하며 기존 회원으로부터 초대장을 받거나 운

영사에 신청하여 차례를 기다려야만 사이트 방문이 가

능한 프라이빗 쇼핑몰에 대한 관심이 높다. 프라이빗 쇼

핑몰은 연령과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럭셔리 패션 제품

에 대한 열망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Yeonman, 2011),

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명품 시장을 바탕으로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소셜커머스의 형태라 할 수 있다(S. E. Kim, 2012).

소셜커머스와 같이 새로운 방식의 쇼핑이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가치를 지각하고 있으며,

쇼핑 가치는 생산자와 유통 업자들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weeney & Soutar, 2001).

소매업에서 제공하는 가치는 1990년대부터 최근에 이

르기까지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목할 만

한 요소이다(Treadgold,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의 형태 중 국내에

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최근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주요 상품이 패션 제품인

프라이빗 쇼핑몰을 이용하여 패션/뷰티 제품을 구매하

는 소비자들의 쇼핑 가치를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다. 이는 새로운 쇼핑 채널로 등장한 소셜커머스를 이

용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서로 취급하는 상품과 운영 방식이

다른 유형의 소셜커머스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소셜커머스 현황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

러한 흐름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

던 전자상거래와 함께 융합되어 소셜커머스(social com-

merce)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였다(Kim, 2013).

소셜커머스라는 용어는 2005년 야후가 처음 소개한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기에는 이용자들이 쇼핑리스트

를 공유하거나 제품을 평가하는 등의 서비스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Ryou, 2011).

소셜커머스란 넓은 의미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와 전자상거래가 결합한 형태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

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소

비자가 직접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하여 참여하면서 만

들어가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기업과 소비자

의 관계처럼 단순히 물품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관계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면서 제

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소비

자 참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Ahn, 2011).

소셜커머스를 통한 제품 구매 서비스는 2008년 11월

에 창업한 미국의 그루폰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미

국 전역과 유럽, 러시아, 일본 등지로까지 서비스 권역

을 확장하였다. 할인 쿠폰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판매하

며, 보통 하루 한 가지,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데, 다만 상품 공급자

가 정해놓은 최소 판매량이 달성되어야 할인 가능하다.

목표 판매량에 도달하기 위해 적극 이용되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이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 3월 14일 위폰(wipon)

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기준 약 323개의 업체가 소셜커

머스 업체로 등록되는 등의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

다(Y. H. Kim, 2011). 매출 역시 2010년 500억 원 정도의

규모에서 2012년에는 1조 5천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며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Kim, 2013). 또한

2010년 935개에 불과하던 상품 수가 2011년 3월 7,503개

로 약 5개월 만에 공급 시장이 8배 증가하였으며, 소비

시장 역시 같은 기준으로 약 6배 가까이 성장하였다(Y.

H. Ki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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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연구에서도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쇼핑에 관

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Kang(2009)은 소셜쇼핑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비자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고찰하였다. Hsiao et al.(2010)은 소셜쇼핑에서 상품 추

천과 신뢰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Han et al.(2011)은 소

셜커머스의 이용 동기와 만족, 재구매 의도에 대해 연

구하였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이고 있으며, 증감율은 17.6%에 달한다(Jeong et al.,

2010). 또한 소셜커머스에서도 패션/뷰티 제품의 비중

은 맛집/식품을 뛰어 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T. K. Kim, 2011). 유명 브랜드 패션 상품을 주력으

로 하는 길트나 방트 프리베가 단기간 내 엄청난 수익

을 올린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도

패션 관련 상품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소셜커머스를 통한 패션 상품 구매 행동 관

련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으며,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유명 패션 브랜드의 제품을 주 상품으로 하는 프라이빗

쇼핑몰에서 패션/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쇼

핑 가치 지각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1)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소셜커머스의 유형 구분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기

준이 없지만, 국내에서는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가 가

장 널리 활용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란 제한된 시간 동안 정해진 인원이 모이면

특정 상품을 할인된 쿠폰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

다(Lee et al., 2011).

이는 온라인 공동구매 사이트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와 결합한 형태로, 제품별로 정한 최소 구매 수량이 달

성되면, 엄청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

자들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을 공동구매에 참여하

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갖는다. 즉, 공동구매형 소셜커머

스는 판매 업체와 소비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 업

체에게는 제품 홍보 및 매출 증대의 효과를 가져다주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할인의 혜택을 제공해 주는 유형

이다(Lee et al., 2011).

국내 소셜커머스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대부

분 공동구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티켓몬스터, 쿠

팡, 위메이크 프라이스 등의 3개 업체가 상위 빅3를 형

성하고 있다. 이 세 업체는 국내의 소셜커머스 업체 중

에서 매출, 인지도, 시장성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Han et al., 2011).

2) 프라이빗 쇼핑몰

프라이빗 쇼핑몰은 소셜커머스의 한 형태로, 국내 소

셜커머스 시장의 주류는 공동구매형 모델이지만 국외에

서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며,

프라이빗 쇼핑몰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Ryou, 2011).

프라이빗 쇼핑몰은 멤버십과 유명 상품 아울렛의 결합

형태로 회원을 대상으로 명품과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

및 디자이너 브랜드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새로운 유통 채널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프라이빗 쇼핑

몰은 이미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서 자리를 굳혔으

며, 국내에서도 2~3년 사이에 소개되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S. E. Kim, 2012).

프라이빗 쇼핑몰 중 1위 업체는 유럽의 방트 프리베

(Vante-Privee)인데, 매년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11년

거래액만 1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길트 그룹

(Gilt Group)이 있으며, 2010년 6월 기준 600만 명의 회

원을 확보, 거래액은 2009년 1억 7000만 달러, 2010년

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공동구매형 소셜커머

스인 그루폰과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 규모라 할 수

있다(Kim, 2010).

특히 이러한 프라이빗 쇼핑몰은 패션이 주요 품목이

며, 할인을 하지 않는 명품 브랜드들도 판매된다. 브랜

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인터넷 할인을 하지 않는 브랜

드들도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방식 때문에 섭외가 가능

하여 많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쇼핑 형태라는 점에

서 일반적인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차이점을 가진

다.

국내의 프라이빗 쇼핑몰은 대부분 방트 프리베와 길

트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명품 시장의 규모가 5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사업으

로 판단되어 다양한 프라이빗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는 현재 클럽베닛, 리본즈, 프라이빗

라운지, 글램 라이프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 비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객들에

게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서 성장세를 보

이고 있다(S. E. Kim, 2012).

프라이빗 라운지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이 되지 않

아 회원이 25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클럽베닛의 회원

수는 20만 명이다. 이들의 목표 소비자는 20대 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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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0대 후반의 직장 여성이나 구매력 있는 주부층이다.

이들이 전체 회원의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명품이 주

요 판매 상품인 만큼 1인당 구매 단가는 30~40만 원에

달한다(S. Y. Kim, 2012).

2. 쇼핑 가치

가치는 행동의 원인 변수이며 이러한 가치는 판단과

선호, 선택의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행동 변수

로 연구되어 왔다. 쇼핑 가치란 소비자가 소비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종 상태에 대한 신념이다(Chung &

Park, 2010). Park and Lee(2003)는 쇼핑 가치에 대해 소

비자들이 시장 선택을 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치

로 개인의 제품에 대한 인지 과정과 구매 행동에 강력

하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초기의 쇼핑 가치 연구들은 개인이 얻게 되는 효익과

지불하게 되는 희생 간의 비교의 결과로 접근하였으나

(Zeithaml, 1988), 최근에는 지각된 가치를 다차원적 구

성 개념으로 연구하고 있다. 다차원적 구성 개념으로서

가치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기능적 차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정적 혹은

정서적 차원이다. 기능적 차원은 개인의 합리적, 경제

적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기능적 차원을 구성하는 요

인으로는 가격 대비 가치의 비율(Sweeney et al., 1999), 제

품 및 서비스 품질(Sweeney & Soutar, 2001), 가격(Swee-

ney & Soutar, 2001; Sweeney et al., 1999) 등을 들 수 있

다.

감정적 차원은 제품 및 서비스에 의해 유발되는 느낌

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정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Roig et al., 2009). 정

서적 차원은 내적 느낌이나 정서와 관련된 구성 개념이

고, 사회적 차원은 구매의 사회적 영향력과 관련된 것

이다. Mattson(1991)은 지각된 가치를 다차원적 개념으

로 간주하면서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으로 구분하

였다.

더 나아가 Sheth et al.(1991)은 인간의 가치 중에서

특별히 소비 및 선택 행위와 관련된 소비 가치를 기능

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서적 가치, 상황적 가치, 진귀

적 가치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

을 하였다. 이후 Sweeney and Soutar(2001)는 PERVAL

로 알려진 19개 측정 항목들을 개발하여 소비 가치를 측

정하였다. 그들은 해당 연구에서 Sheth et al.(1991)이 제

시한 차원에서 상황적, 진귀적 가치의 차원을 제외하고

정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치(가격 측면/품질

측면)으로 소비 가치를 분류하였다. 이후에도 Keng et

al.(2007)은 심미적 가치, 오락 가치, 효율성 가치, 우수

성 가치 등으로 소비 가치를 분류하였고, Sanchez et al.

(2006)은 소비 가치를 6개 차원으로 정의하고 GLOVAL

로 불리는 24개 항목을 개발하였다.

소셜커머스의 쇼핑 가치와 관련된 연구로 Lee et al.

(2011)는 Sweeney and Soutar(2001)의 지각된 가치를 바

탕으로 소셜커머스의 쇼핑 가치를 경제적 가치, 심리적

가치, 시간적 가치로 분류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들 연구에서 경제적 가치는 가격과 관련된 가치를 의미

하고, 심리적 가치는 소셜커머스와 같이 이전 거래 방

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를 이용하는데서

나타나는 심리적 즐거움을 의미한다. 시간적 가치는 정

보 탐색 시간에 따른 시간적 가치를 의미한다.

Park and Jeon(2012)은 소셜커머스의 소비 가치를 보

다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소셜커머스의 쇼핑

가치를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 금전적 가치, 정보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기능적 가치, 금전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태도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기능적

가치는 이용의 편리성과 관련된 가치이며, 감정적 가치

는 소비 과정에서 생기는 쾌락적 가치를, 금전적 가치

는 할인율과 관련된 가치를 의미한다. 또 정보적 가치

는 Lee et al.(201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보 탐색과

관련된 비용에 관련된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는

정보 공유 등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가치를 의미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쇼핑 가

치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소비 가치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공

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셜커

머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품목이 매우 다양

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특정 상품군의 소비에서 나타나

는 가치에 대해 선행연구의 결과를 일괄적으로 적용하

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의 거래 품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패션/뷰티 제품군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Sweeney and Soutar

(2001), Sheth et al.(1991) 등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소

비 가치의 구조를 참고하되, Park and Jeon(2012)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소셜커머스의 거래 특성으로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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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쇼핑 가치가 존재할 것임을 감

안하여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순차적 통합 방법 설계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이후 양적 검증을 실시하는 순

차적 통합 방법 설계를 통해 진행되었다. 소셜커머스에

서 패션/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행동 관련 연구

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이들의 쇼핑 가치를 확인하기 위

해 먼저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에는 질적인 연

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질적 연구방법 및 대상

소셜커머스에서 패션/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들의 쇼핑 가치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먼저 정성

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선택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자료수집을

위한 것으로 참가자들이 인터뷰 진행자의 질문에 응답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

의 응답을 듣고 최초의 생각뿐 아니라 새로운 사실들을

상기하여 다양한 내용들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

점을 가지고 있으며 탐색적 연구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

다(Patton, 1990).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적정한 인원은 연구주제와 학

자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지만, 6명에서 10명 내외의 폭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2개월 이내

에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를 통해 패션/뷰티 제품을 구

매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6명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17일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프라이빗 쇼핑몰에 대

해서는 2011년 11월 30일 9명을 모집하여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소셜커머스의 활용실태와 만족도 조사(Korea Cham-

ber of Commerce & Industry [KORCHAM], 2011)에서

소셜커머스 구매 경험자의 반 이상이 20대이며(59.6%),

나머지는 30대가 차지한 것을 감안하여(48.6%)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대와 30대 표본을 목

적 표집하여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

음 이후 행간 분석을 통한 개방 코딩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먼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가 쇼

핑 가치와 관련된 차원들을 정리하고, 이후 다른 연구

자가 녹음 파일 및 코딩 내용을 확인하여 타당성을 검

증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정

하였다.

3. 양적 연구방법 및 대상

선행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밝혀진 쇼핑 가치의 차원

을 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인터넷 전문 설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

며, 1개월 이내에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프라이빗 쇼

핑몰을 이용해 패션/뷰티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

비자 20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3월 5일부터 14일까지였으며, 쇼핑 가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총 24문항을 측정하였다. 이외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 Qualitative research

Group Buying Private Shopping Mall

Sex Age Job Sex Age Job

A Female 24 Unemployed G Male 25 Graduate student

B Female 22 University student H Male 25 Engineer

C Female 22 University student I Male 32 Merchandiser

D Female 33 Graduate student J Male 24 Office worker

E Male 25 Graduate student K Female 22 University student

F Male 30 Office worker L Female 23 University student

M Female 23 University student

N Female 30 Researcher

O Female 33 Graduat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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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집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소셜커머스에서 나타나는 쇼핑 가치에 대한 측정 척

도는 선행연구와 질적 연구 단계에서 밝혀진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설문은 먼

저 응답자들이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프라이빗 쇼

핑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응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쇼핑 경험이 있는 소셜커머스의 명칭 또는 URL을 직접

기술하게 하였으며, 이후 연구자가 이를 확인하고 분석

하였다.

척도 개발은 Churchill Jr.(1979)의 지침에 따라 문항

정제 단계에서 샘플을 분리하여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단

계로는 Gerbing and Anderson(1988)이 제시한 대로, 측정

척도의 단일차원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등을,

AMOS 21.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

였다.

IV. 연구결과

1. 질적 연구결과

1)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쇼핑 가치

정성적 연구의 결과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를 이용

하는 소비자들의 쇼핑 가치로는 가격, 품질, 편의, 상호

작용, 정보, 신뢰성, 쾌락, 충동과 관련된 8가지 차원의

가치들이 나타났다. 가격과 품질은 Sweeney and Soutar

(2001)의 지각된 가치 중 기능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

로, 소셜커머스의 쇼핑 가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

며,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은 편의성과 관련된 가치 역

시 지각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할인을 많이 해서 싸니까.” - 가격 차원, E

“싸기도 싼데 평소에 잘 못 가는 좋은 제품을 살 수도 있어요.”

- 품질 차원, B

“요샌 다 스마트폰 쓰니까 폰이나 이런 걸로 쿠폰이나 문자받

아서 보여주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해요.” - 편의 차원, F

편의 차원의 경우 소셜커머스의 소비 가치로 기능적

가치를 제시한 선행연구(Park & Jeon, 2012)와 소셜커

머스의 이용 동기로 편리성, 편의성 등을 제시한 연구

(Han et al., 2011; Kim, 2013)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소셜커머스가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얻고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지각되는 가치로 전통적인 유통 채널이 갖

는 쇼핑 가치와는 차별화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질적 연구결과 Sweeney and Soutar(2001)가 제시하

고 사회적 차원의 가치 역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

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특정 브랜드 혹

은 소매 업태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 Quantitative research

Group Buying Private Shopping Mall

Variable Question No. Percent Variable Question No. Percent

Sex

Male 75 50.0%

Sex

Male 66 44.0%

Female 75 50.0% Female 84 56.0%

N 150 100% N 150 100%

Age

20's 76 50.7%

Age

20's 82 54.6%

30's 56 37.3% 30's 61 40.7%

40's over 18 12.0% 40's over 7 4.7%

N 150 100% N 150 100%

Table 3. Measurement items of shopping value

Shopping

Value
Dimension No. References

Functional

Price 3 Sweeney and Soutar (2001)

Quality 3 Sweeney and Soutar (2001)

Convenience 3 Carpenter (2008)

Social

Interaction 3 Wu (2009)

Information 3 You and Lee (2010)

Reliability 3 You and Lee (2010)

Emotional

Hedonic 3 Babin et al. (1994)

Impulse

buying
3 Rook and Hoch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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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상과 관련된 가치였다면, 소셜커머스를 통한 쇼핑

에서 나타나는 가치는 다른 관점에서 더욱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사회적 차원과 관련된 쇼핑 가치로는 상호작

용, 정보, 신뢰성이 나타났다.

상호작용은 여러 사람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동구

매인만큼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

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의

미한다. 이는 소셜커머스의 쇼핑 가치와 소비자 구매 행

동을 연구한 선행연구들(Kim et al., 2012; Kim, 2013;

Park & Jeon, 2012)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가치이며, SNS

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가치이다(Wu,

2009).

“이게 워낙 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같이 사자는 얘기를 하던지

그래서 많이 사니까” - 상호작용 차원, B

정보와 관련된 가치는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서

SNS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간 판매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각되는 쇼핑

가치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다양한 선행연구들(Han et al.,

2011; Park & Jeon, 2012)에서 소셜커머스의 쇼핑 가치

와 이용 동기로 제시되고 있다.

“문자로도 하고 페이스북에도, 네이트온 로그인할 때도 뜨고

별의 별 데서 다 떠요.” - 정보 차원, F

여러 사람의 참여로 인지도가 높은 소셜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신뢰성과 관련된 가

치 역시 나타났다. 이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라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구매형 소

셜커머스에서 제공하는 차별적인 가치라 할 수 있다.

“싸기도 한데 많은 사람한테 공개를 하니까 최소한 너무 후진

건 안 판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 신뢰성 차원, C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서적 차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소비 가치들로 쾌락적 가치와 충동적

소비 가치가 나타났다. 쾌락적 가치는 소비자들이 쇼핑

자체를 즐기는데서 나타나는 가치로 여러 선행연구들

에서 금전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와 대비되는 가치로 소

개하고 있다. 충동적 쇼핑 가치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

으로 인해 계획에 없는 제품이나 쿠폰을 구매하게 되는

것에서 비롯된 가치라 할 수 있다. 충동적 소비와 관련

된 가치는 소셜커머스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의 구매 행동에서도 다양하게 연구(Kim, 2013)되고 있

으며, 또 소셜커머스의 소비 가치와 이용 동기에서도

주요 차원으로 연구되고 있다(Han et al., 2011; Park &

Jeon, 2012).

“그냥 소셜커머스 앱에 들어가서 보면 재미있어요.” - 쾌락적

차원, D

“문자 받자마자 들어왔는데 이미 품절이예요. 근데 이미 들어

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고 사게 되는 거죠.” - 충동적 차원, E

2) 프라이빗 쇼핑몰의 쇼핑 가치

프라이빗 쇼핑몰의 쇼핑 가치 역시 공동구매형 소셜

커머스와 유사하게 가격, 품질, 편의, 상호작용, 정보,

신뢰성, 쾌락, 충동적 소비의 8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거기서 한 번 프라다 지갑을 대박으로 세일을 하길래.” - 가격

차원, G

또한 품질 차원에서는 유명 브랜드를 판매한다는 점

에서 인지하게 되는 품질과 쇼핑몰 자체의 고급스러움

을 나타내는 품질이 동시에 나타났다.

“정확히 어떤 루트로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품이니까 품질

은 좋겠죠?” - 품질 차원, H

“쇼핑몰 자체 구성이 지마켓이나 일반 쇼핑몰보다는 훨씬 고

급스러워요.” - 품질 차원, I

이외에도 편의, 정보, 신뢰성, 쾌락적, 충동적 소비의

차원 역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유사하게 지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

요.” - 편의 차원, K

”프라이빗 쇼핑몰도 가입해 놓으면 계속 메일로 정보가 와요.”

- 정보 차원, G

“사이트에 보면 정품이랑 똑같이 A/S도 해준다고 하고, 정품

보장이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놓고 있어요.” - 신뢰성 차원, I

“뭐 매일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이 떠

있는 거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어요.” - 쾌락적 차원, O

– 167 –



32 한국의류학회지 Vol. 38 No. 2, 2014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사다가 왕창 세일하는 제품을 보면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 충동적 차원, O

상호작용과 관련된 가치는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는 다른 형태로 지각되고 있었다. 공동구매형 소셜커머

스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

인들과 SNS를 통해 활발히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로 나

타났다면, 프라이빗 쇼핑몰의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이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싸게 샀다는 티를 안내려고, 아무래도 명품이니까.” - 상호작

용 차원, M

“나 이거 싸게 샀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럼 생각이 드네요.”

- 상호작용 차원, H

이는 프라이빗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비교

적 가격대가 높고 유명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명품을

값싸게 구입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심

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파악된다. 또한 프라이빗 쇼핑몰

의 경우 일반적인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 비해 거래

에 참여하는 인원이 매우 제한적이고, 1인당 1회 구매

단가가 30~4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S. Y. Kim, 2012) 제

품을 구매하는 빈도가 잦지 않고, 타인에게 같이 구매하

기를 권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프라이빗 쇼핑몰 역시 SNS와 정보 공유를 기

반으로 한 소셜커머스의 한 형태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빗 쇼핑몰의 쇼핑 가치로 상호작용 차원을 포함

하여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양적 연구결과

1)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쇼핑 가치

선행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공동구매형 소셜

커머스의 쇼핑 가치는 가격, 품질, 편의, 상호작용, 정보,

신뢰성, 쾌락, 충동적 소비의 8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차원별

3문항, 총 24문항을 개발하였다. 측정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문항 정제를 실시하였다.

문항 정제 단계에는 신뢰도 검증을 통해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다음 단계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샘플을 홀수와 짝

수로 분류하고 α 계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홀수 샘

플의 경우 각 차원의 문항 간 신뢰도가 .700~.864, 짝수

샘플의 경우 .701~.9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표본과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 정제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고유치 1을 기준으로 차원을 분류하였

다. 최종적인 요인분석에서 KMO의 표준적합도는 .818,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결과는 sig(P)=.000으로 자료는

요인분석에 이상적으로 적합하였다. 8가지 요인에 의해

총 분산의 72.736%가 설명되고, 요인적재치 .618~.880,

신뢰도는 0.7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선행연구와 질적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8가지 쇼핑 가

치가 각각 독립된 차원으로 나타났다. 제일 첫 번째 요

인으로 가격 가치가 나타났다. 이는 소셜커머스를 이용

하는 소비자가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가치 요인으로

소셜커머스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정보 가치가 나

타났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SNS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손쉽게 쇼핑 정보를 얻

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지인들과의 정

보 공유로 당장 필요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

를 하게 되는 충동적 소비 가치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는 구입하는 상품의 질에 대한 품질 가치 요인이 나타났

다.

다섯 번째 요인으로는 제품 구매와 활용의 편리성과

관련된 편의적 가치가, 여섯 번째 요인으로는 여러 사

람의 참여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

뢰 가치가 하나의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일곱 번째 요인

으로는 SNS를 활용하는 소셜커머스의 특징으로 지인

과의 상호작용 가치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쇼핑 자

체의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적 가치가 분류되었다.

다음으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
2
=

353.61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표본 수를 감안했

을 때 Q(CMIN/DF)=1.579으로 적합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RMR=.054, GFI=.873, CFI=.932 등으로 모형 적

합도는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단계에서는 측정 변수와 잠재 변수의 수에 따

라 모형의 적합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의

존하기보다는 측정 변수와 잠재 변수 사이의 관계 확인

– 168 –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프라이빗 쇼핑몰을 이용하여 패션/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쇼핑 가치 33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각 문항의 표준적재치 및 각 요인의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는 <Table 5>와 같다.

개념 신뢰도는 모든 요인에서 0.7 이상으로 적합하게

나타났으며, 분산추출지수 역시 0.5 이상으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개별 변수의 총합 척도를 이용하

여 상관행렬을 구성한 후 요인 간 상관관계와 판별 타

당성을 확인하였다.

<Table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요인들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의 계수는 분산추출지

수보다 낮게 나타나 각 요인이 판별 타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충동적 소비의 경우 품질, 정보, 신뢰적 가

치 요인들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많은 정보

탐색을 하지 않고 품질과 업체에 대한 신뢰보다는 감정

에 의존하여 소비를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쾌락

적 가치는 품질 가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효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를 구분한 선행연

구들의 결과(Babin et al., 1994; Zeithaml, 1988)와 일치

한다고 할 수 있다.

2) 프라이빗 쇼핑몰의 쇼핑 가치

앞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쇼핑 가치에 대한 분

석과 마찬가지로 문항 정제를 위해 8차원 24문항에 대

해 신뢰도 검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

샘플을 홀수와 짝수로 구분하여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상호작용을 제외한 다른 차원들에서는 α 계수가 .702~

.838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차원의 경우 홀수 샘플에서

는 .680, 짝수 표본에서는 .643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

는 수치가 나타났다. 이는 질적 연구 단계에서 확인한

Table 4. The dimensions of shopping value of group buying social commerce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Price

I can purchase products cheaper. .880

2.553
10.636

(10.636)
.896I can purchase products at discounted price. .850

I can purchase products at reasonable prices. .775

Information

I can be provided with information on trend styles. .842

2.269
(09.453)

(20.089)
.818I can be provided with various shopping information. .839

I can constantly be provided with product information. .703

Impulse

buying

I sometimes purchase products that were not planned. .836

2.236
(09.317)

(29.407)
.778I impulsively purchase products if I find something that I want to buy. .806

I purchase products that are not necessary right now. .796

Quality

It has consistent quality. .841

2.185
(09.106)

(38.513)
.767I can purchase a genuine product. .770

It has an acceptable standard of quality. .759

Convenience

I can shop whenever I want to. .763

2.181
(09.086)

(47.599)
.806I can save shopping time and effort. .753

I can purchase quickly and conveniently. .738

Reliability

It is stable due to many people's participation. .761

2.133
(08.886)

(56.485)
.745It is reliable. .748

It is a mall where people can socially engage. .691

Interaction

I can interact with others. .811

1.999
(08.329)

(64.814)
.733Sharing information is fun. .791

I can let others know some information. .618

Hedonic

It gives tension. .799

1.901
(07.922)

(72.736)
.720It is a kind of an adventure. .753

It gives a feeling of challenging a new thing.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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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shopping value of group buying social commerce

Factor Question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Error

Composite

Reliability (CR)

Average Variance

Extracted

Price

price1 .826 .204

.926 .807price2 .921 .088

price3 .819 .233

Quality

quality1 .733 .241

.849 .651quality2 .684 .359

quality3 .754 .241

Convenience

convenience1 .787 .402

.835 .630convenience2 .836 .259

convenience3 .676 .380

Interaction

interaction1 .726 .382

.792 .568interaction2 .853 .206

interaction3 .537 .587

Information

information1 .681 .420

.864 .683information2 .915 .134

information3 .756 .316

Reliability

reliability1 .648 .465

.826 .615reliability2 .823 .176

reliability3 .684 .338

Hedonic

hedonic1 .699 .442

.776 .534hedonic2 .726 .343

hedonic3 .684 .454

Impulse buying

impulse buying1 .732 .412

.781 .544impulse buying2 .775 .362

impulse buying3 .708 .599

Table 6.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for shopping value of group buying social commerce

Factor Price Quality Convenience Interaction Information Reliability Hedonic
Impulse

buying

Price .807
a

Quality .261** −.651
a

Convenience .466** −.247** .630
a

Interaction .389** −.178* .476** .568
a

Information .330** −.257** .503** .329** .683
a

Reliability .424** −.485** .356** .219** .357** .615
a

Hedonic .247** −.104 .196** .144* .289** .214** .534
a

Impulse

buying
.192** −.026 .295** .273** .117 .079 .197** .544

a

*p<.05 (Two-tailed test)

**p<.01 (Two-tailed test)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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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프라이빗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값싸게 구입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와 높은 가

격대와 제한된 참여 인원으로 인해 정보 공유를 활발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프라이빗 쇼핑

몰의 쇼핑 가치를 분석하는 이후의 단계에서는 상호작

용과 관련된 가치 차원은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상호작용 차원 3문항을 제외한 21문항에 대해 Vari-

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유치

1을 기준으로 차원을 분류하였다. 최초 요인분석 결과

다른 문항들은 적절하게 분류되었으나, 품질 가치 지각

과 관련된 하나의 문항이 분리되어 해당 문항을 제거하

였다. 최종적으로 20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KMO의 표준적합도는 .835, Bartlett의 단위

행렬 검정결과는 sig(P)=.000으로 자료는 요인분석에

이상적으로 적합하였다. 7가지 요인에 의해 총 분산의

72.005%가 설명되고, 신뢰도는 0.7 이상으로 내적 일관

성이 확보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문항 정제 단계에서 제거한 상호작용 가치를 제외하

고, 앞서 살펴본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쇼핑 가치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와 질적 연구 단계에서 나타난 쇼

핑 가치들이 각각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7가지 요인

은 각각 가격, 신뢰, 충동적 구매, 정보, 편의, 쾌락, 품

질과 관련된 가치 차원들이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 χ
2
=239.741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표본 수를 감안했을 때 Q(CMIN/DF)=1.609으로 적합

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RMR=.040, GFI=.890, CFI=

.939 등으로 모형 적합도는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었다. 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각 문항

의 표준적재치 및 각 요인의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

수는 <Table 8>과 같다.

개념 신뢰도는 모든 요인에서 0.7 이상으로 적합하게

나타났으며, 분산추출지수 역시 0.5 이상으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개별 변수의 총합 척도를 이용하

여 상관행렬을 구성한 후 요인 간 상관관계와 판별 타

당성을 확인하였다.

<Table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요인이 판별 타당

Table 7. The dimensions of shopping value of private shopping mall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ce

Variance %)

Cronbach's

α

Price

I can purchase products cheaper. .843

2.372
11.636

(11.636)
.828I can purchase products at a discounted price. .811

I can purchase products at reasonable prices. .795

Reliability

It is reliable. .812

2.323
11.614

(23.250)
.784It is a mall where people can socially engage. .789

It is stable due to many people's participation. .758

Impulse

buying

I impulsively purchase products if I find something that I want to buy. .831

2.213
11.066

(34.315)
.762I sometimes purchase products that were not planned. .762

I purchase products that are not necessary right now. .667

Information

I can be provided with various shopping information. .780

1.994
(09.971)

(44.286)
.734I can constantly be provided with product information. .739

I can be provided with information on trend styles. .631

Convenience

I can  shop whenever I want to. .847

1.976
(09.880)

(54.166)
.725I can save shopping time and effort. .818

I can purchase quickly and conveniently. .549

Hedonic

It is a kind of adventure. .832

1.913
(09.563)

(63.729)
.734It gives tension. .780

It gives a feeling of challenging a new thing. .655

Quality
It has consistent quality. .801

1.655
(08.276)

(72.005)
.788

It has an acceptable standard of quality.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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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

서는 충동적 소비 가치와 품질, 정보, 신뢰적 가치가 상

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비해 프라이빗

쇼핑몰에서는 모든 요인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라이빗 쇼핑몰의 경우 비교적 가

격대가 높은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충동적 소비 가치

를 지각하는 소비자들도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 가

치나 제품의 품질, 업체의 신뢰성과 관련된 가치를 고려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프라이빗 쇼핑

몰을 이용해 패션/뷰티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Table 8. The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shopping value of private shopping mall

Factor Question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Error

Composite

Reliability (CR)

Average Variance

Extracted

Price

Price1 .795 .186

.899 .748Price2 .723 .241

Price3 .838 .180

Quality
Quality1 .821 .182

.863 .758
Quality2 .793 .233

Convenience

Convenience1 .832 .172

.845 .695Convenience2 .824 .175

Convenience3 .452 .467

Information

Information1 .667 .344

.830 .619Information2 .698 .317

Information3 .720 .231

Reliability

Reliability1 .769 .219

.863 .677Reliability2 .750 .256

Reliability3 .701 .310

Hedonic

Hedonic1 .506 .434

.807 .592Hedonic2 .746 .317

Hedonic3 .808 .261

Impulse buying

Impulse buying1 .770 .430

.775 .537Impulse buying2 .779 .399

Impulse buying3 .616 .534

Table 9.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for shopping value of private shopping mall

Factor Price Quality Convenience Information Reliability Hedonic Impulse buying

Price .748
a

Quality .293** .758
a

Convenience .364** .372** .659
a

Information .473** .352** .410** .619
a

Reliability .300** .617** .330** .472** .677
a

Hedonic .222** .283** .241** .338** .318** .592
a

Impulse buying .253** .249** .332** .419** .330** .470** .537
a

**p<.01 (Two-tailed test)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 172 –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프라이빗 쇼핑몰을 이용하여 패션/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쇼핑 가치 37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및 양적 연구를 진행하

였다.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이루

고 있는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되었고, 또 특정 상품군에 대한 쇼핑 가치를 분석한 연

구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질적 연구결과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프라이빗

쇼핑몰의 쇼핑 가치로 가격, 품질, 편의, 상호작용, 정보,

신뢰, 쾌락, 충동과 관련된 8차원의 가치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들 중 가격과 품질,

편의 차원은 기능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과 정보, 신뢰성은 사회적 가치에, 쾌락과 충

동 차원은 정서적 가치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양적 연구결과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쇼핑 가치

는 질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격, 품질, 편의, 상호작용,

정보, 신뢰, 쾌락, 충동과 관련된 가치들이 지각되었다.

반면 프라이빗 쇼핑몰의 쇼핑 가치를 정량적으로 검증

한 결과에서는 상호작용 차원은 제외되고, 나머지 7유

형의 쇼핑 가치만 나타났다. 이는 질적 연구 단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프라이빗 쇼핑몰의 특성상 가격대가

높은 유명 제품을 판매하고 따라서 적극적인 정보 공유

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소셜커머스의 쇼핑 가치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의 가치 지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업태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서는 충동적 소비가 품

질 지각이나 제품의 품질, 업체의 신뢰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빅3 업체를 제외한 신생 혹은

소규모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충동적 소비 가치를 자극

할만한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프라이빗 쇼핑몰의 경우 충동적 소비 가치가 다른

가치들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품질이나

가격, 정보와 신뢰 등이 뒷받침 되어야 충동적 소비 역

시 유발할 수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커스 그

룹 인터뷰가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1회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이는 최근 국내에도 다양한 형

태의 소셜커머스가 분화되고 있고 프라이빗 쇼핑몰의

운영방식도 국내 소비자에 맞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개별적 가치의 차원을

밝히고 있지만 이들 가치가 구매 의도 등 다른 소비자

행동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반복적인 인터뷰를 통해 소셜

커머스의 보다 다양한 가치 차원을 확인하고, 또 이들

가치가 소비자 행동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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