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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혜택지각요인, 위험지각요

인, 제품측면, 웹사이트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

였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구매 경험이 있는 한국소비자 298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수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송위험과 제품성능위험으

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수준은 추천의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해외직접구매의 유형(해외직접배송,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과 소비자들이 주

요하게 구매하는 제품군(의류, 식·음료품, 가전제품)에 따라 평균차이검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각의 해외직접구매 서비스 관련 주체별, 소비자 특성별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해외직접구매, 혜택지각 요인, 위험지각 요인, 소비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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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온라인 쇼핑은 오늘날 소비자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일상이 되었으며, 특히 국가 간 장벽을

뛰어넘는 해외직접구매는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통계청(2017)의 조사에 따

르면 2016년 국내 해외직접구매 거래액은 약 1조 9천억으로 전년대비 약 2천억원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해외직접구매가 이처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주요한 이유는 IT기

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에 기인한다. 전 세계 전자상거래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가운데 해외직접구매에 해당하는 국가 간 거래가 약 12~18%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해외직접구매가 일부 소비자층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시

사한다(Aliresearch, 2016). 특히 국가 간의 배송시간 단축과 배송관련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는 점은 향후 해외직접구매 이용자들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접구매가 대중화됨에 따라 학문분야에서도 관련연구들이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기

존연구들은 주로 1) 해외직접구매를 촉진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Jiang & Jones, 2014;

Lendle, Olarreaga, Schropp & Vezina, 2012; 김경민·박민정, 2017; 김은진·박재진·박정연, 2014;

조혁수·이정선, 2016; 최수호·김민균, 2016), 2) 해외직접구매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련된

연구(Duch-Brown & Cardona, 2016; Gomez-Herrera, Martens & Turlea, 2014; Kim, Dekker &

Heij, 2017; 이성호, 2015), 3) 해외직접구매의 제도적·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박종현, 2015;

정승희·여정성, 2017), 4) 해외직접구매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련된 연구(Blum & Goldfarb,

2006; Gomez, Martens & Turlea, 2013; Wang & Lee, 2017)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학문적,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제시하여 왔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일정의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해외직접구매에 관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이용자들의 소비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구

매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분류하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여 왔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상의

요인들을 소비자들의 가치, 편익, 쇼핑동기, 지각된 위험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왔지만, 해

외직접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소비행동을 분석한

연구들은 드물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직접구매는 온라인 쇼핑이라는 소비행태의 특

성상 웹사이트측면에서의 질적 수준은 물론, 해외에서 배송되는 제품측면에서의 질적 수준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해외직접구매에 따른 소비행동에 있어서 해외직접구매의 유형, 소

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품군의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외



해외직접구매의 혜택지각 및 위험지각 요인이 소비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5

직접구매는 구매하는 방식에 따라 해외직접구매,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으로 분류되며,

이용되는 비중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KIET, 2016). 즉, 해외직접구매는 구매하

는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이 다를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뿐 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직접구매 제품군에 따라서도

소비행태는 달라질 개연성이 높다 하겠다. 제품을 구분하여 분석에 적용해야 이유는 제품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념, 태도, 행동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 제품에 대한 평가 또한 다를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서 주요하게 거래되는 제품가운데 의류, 음·식료품,

가전제품 등은 전체 거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제품군에 따른 비교분석은 판매되는 제

품 별로 차별화 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

한 소비자 태도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혜택지각요인, 위험지각요인, 제품측면, 웹사이트측면에

서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둘째,

연구에 활용된 혜택지각요인과 위험지각요인들을 해외직접구매의 유형(해외직접구매, 해외구

매대행, 해외배송대행)과 제품군(의류, 음·식료품, 가전제품)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세

분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은 해외직

접구매 서비스 관련 주체별, 소비자 특성별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들을 도

출하기 위함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해외직접구매

해외직접구매는 국내의 소비자들이 해외의 오픈 마켓이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활용하

여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수령 받는 소비행위를 뜻한다. 해외직접구매는 IT기술의 발전과 국

제 운송 및 물류환경의 개선 등으로 최근 활발해진 소비행태이나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합의

된 정의는 부족하다.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해외직접구매를 촉

진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Jiang & Jones, 2014; Lendle et al., 2012; 김경민·박민정, 2017; 김

은진 외, 2014; 조혁수·이정선, 2016; 최수호·김민균, 2016), 해외직접구매를 저해하는 위험요

인에 관련된 연구(Duch-Brown & Cardona, 2016; Gomez-Herrer et al., 2014; Kim, Dek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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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j, 2017; 이성호, 2015), 해외직접구매의 제도적·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박종현, 2015; 정

승희·여정성, 2017), 해외직접구매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련된 연구(Blum & Goldfarb, 2006;

Gomez, Martens & Turlea, 2013; Wang & Lee, 2017)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상의 선

행연구들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해외직접구매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

김은진·박재진·박정연

(2014)

해외직접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즐거움, 유용성, 혁신성, 우월감,

신뢰성, 가족, 친구, 자원, 능력으로 구분하여 실증함

유복희·채명수

(2014)

기술수용모델(TAM)과 온라인쇼핑 수용모델(OSAM)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해

외직접구매행동을 분석함. 해외직접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쇼핑

동기, 쇼핑성향, 개인혁신성, 인터넷경험 수준으로 제시함

이성호

(2014)

해외직접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제적 가치, 쇼핑의 즐거움, 제품구

색의 다양성, 제품의 희소성으로 제시함

김성·임재욱

(2015)

해외직접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해

외직접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였음. 개인적 특성은 가격지각,

혁신성, 인터넷쇼핑 이용경험으로 구분함

박종현

(2015)

해외직접구매의 소비자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들을 분석하

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안하였음

이성호

(2015)

소매점 명성과 브랜드 친숙도가 위험지각 수준을 매개로 하였을 때, 소비자들

의 해외직접구매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 위험지각 수준은 경

제적 위험, 성과적 위험, 프라이버시 위험으로 구분함

류밍옌·정연수·정대율

(2015)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의 품질에 따른 사이트 신뢰수준과 재구매의도에 관하여

검증함.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의 서비스 품질은 SERVQUAL 모델을 활용하여

유형성, 보증성, 대응성, 공감성으로 제시하였음

정석모·박승락

(2016)

우리나라 B2C 전자상거래 촉진요인과 온라인쇼핑시장 및 해외직접구매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함. 촉진요인들은 신용카드 이용건수,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환율

등으로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물류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

을 도출함

조혁수·이정선

(2016)

소비자들의 개인적 특성(개방성, 혁신성, 제도적 순응성)이 해외직구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류인프라, 시장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로 검증함

최수호·김민균

(2016)

온라인 구매의 물류서비스 품질에 따른 소비자들의 만족수준을 실증함. 물류서비

스 품질은 정보성, 적시성, 주문절차 편리성, 상품상태로 살펴보았으며, 연구에

활용된 변인들은 해외직접구매와 국내구매로 비교분석하여 차이를 검증하였음

김경민·박민정

(2017)

해외직접구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들의 신

뢰와 만족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함

김동춘·남경두

(2017)

미국의 국가이미지와 방문경험이 해외직접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함

정승희·여정성

(2017)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평행동, 기업

의 대응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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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구매는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을 주문하고 수령하는 소비행위뿐만 아니라 구매대

행 사이트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즉, 해외직접구매는

국가 간 거래라는 점에서 무역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소비자들이 해외 기업에서 제품을 직접

주문, 수령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무역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해외직접구매는 구매방식에 따라 해외직접배송,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으로 분류된다.

해외직접배송은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고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자의

주소로 직접 배송하는 해외직접구매 형태를 의미한다. 즉, 해외직접배송은 국내 소비자가 해

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을 하고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면 국제운송

을 통해 국내로 배송되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해외직접배송은 비교적

구매절차가 간단하고 다른 유형에 비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낮지만 해외 사이트에서 발생

한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한 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쇼핑몰별

로 배송비가 상이하므로 국제배송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

는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인 미국의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등이 대표적인 해외직접배

송 형태의 사이트라 할 수 있다.

연구자 주요내용

Blum & Goldfarb

(2006)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2,654명의 미국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다른 나

라의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제품을 구매한(무료 이용 포함) 데이터를 조사하여

그 구매행태를 분석하였음

Hortaçsu, Martínez-Jerez

& Douglas

(2009)

온라인 경매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재화가 아

닌 실물 재화의 온라인 거래에 대하여 연구함. 분석결과, 거리는 오프라인거래

에서 보다 그 영향은 작지만 온라인거래에서도 여전히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함

Lendle, Olarreaga,

Schropp & Vezina(2012)

각국의 eBay를 통한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와 오프라인 국제무역 흐름에 대해

각각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음.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리에 따른 소비

행동 차이를 탐색비용이 다르기 때문으로 설명함

Gomez, Martens &

Turlea(2013)

EU 27개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 국가들의 온라인

B2C 국내 재화거래와 이 국가들 간 재화거래를 비교분석하였음

Gomez-Herrera, Martens

& Turlea (2014)

국가 간 전자상거래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중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함

Jiang & Jones(2014)
해외 온라인 쇼핑을 위한 소비자들의 행동적 특성을 쇼핑경험요인, 해외쇼핑동

기요인, 신뢰구축요인들을 중심으로 실증하였음

Duch-Brown &

Cardona(2016)

EU의 소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배송과

관련되는 우려사항이 해외직접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Kim, Dekker & Heij

(2017)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거리효과를 중력모형을 활용

하여 실증함. 국가 간의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운송비용, 운송시간,

무역장벽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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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은 해외직접구매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구매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대신 구매하고 배송해주는 유형이다. 아직까지 미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은

번역서비스를 일부 언어에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는 형태이기에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인 인터파크, G마켓, 11번가부터 소셜커머스인 쿠팡, 위메프, 티몬에 이르기까

지 다수의 쇼핑몰들은 특정 제품에 한하여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구매

대행은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장벽을 해소하고,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결제시

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뿐 만 아니라 구매대행을 수행하는 업체가

국내에 등록되었을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전하며, 제품의 품질 및 배송과

정에서 부당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안전한 채널로 인

식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에 비해 구입할 수 있

는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업체에 지불해야할 수수료가 10~20% 정도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한국소비자원, 2014).

해외배송대행은 국내로 직접배송이 어려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품

의 종류나 부피, 무게, 배송대행지에 따라 배송비나 관세가 달라지므로 구매 전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방식이다. 소비자들이 해외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한 이유는 비싼

국제운송료, 수입 및 통관에 대한 지식 부재, 반품 및 교환 등의 문제시 대처 곤란 등을 해

결하기 위함이다.

2.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 수준

신뢰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인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태도

혹은 심리적 상태로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신뢰는 사용자가 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안심하

고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Singh & Sirdeshmukh, 2000).

전자상거래에서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신뢰가 곧 고객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불어

재구매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신뢰는 오프라인 신뢰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는데, 먼저 오프라인 신뢰는 고객들이 기업행동 또는 제 3자와의 관계에서 형

성되는 것이라 할 수 이는 반면, 온라인 신뢰는 인터넷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신

뢰를 의미한다. 또한 온라인 신뢰는 오프라인 신뢰와 유사성을 지니지만 오프라인 신뢰의 대

상들이 사람이나 조직과 같은 실존대상을 위주로 한다면, 온라인 신뢰는 인터넷 상에서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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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측면에서의 신뢰형성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신뢰와 관련된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온라인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인

지된 신뢰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선행연구들의 흐름은 신뢰를 일차원

적인 개념으로 보고 접근해 온 연구들도 있었으나(Merrilees & Fry, 2003), 다수의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Singh & Sirdeshmukh, 2000).

Urban et al.(2000)의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는

사이트에 대한 신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이며, 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다른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Mcknight

& Chervany(2002)에 따르면 신뢰는 공급자와 구매자인 당사자들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친 상

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신뢰

는 오프라인에서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며, 행위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

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신뢰는 중요한 선행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3.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질적 수준

1) 혜택지각 요인

해외직접구매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온라인 쇼핑은 PC, 타블릿 기기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모바일 전용 플랫폼을 출시함으로써

언제어디서든 제품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해외직접구매는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온라인 쇼핑의 장점들을 바탕으로

해외직접구매의 혜택지각 요인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Jiang & Jones, 2014; Lendle et al.,

2012; 김경민·박민정, 2017; 김은진 외, 2014; 조혁수·이정선, 2016; 최수호·김민균, 2016).

지금까지 연구들에서 주요하게 다루어 온 해외직접구매의 혜택지각 요인은 주로 경제성,

제품다양성, 이용편리성 등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경제성에 해당하는 가격의 공정성은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를 이용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2014)의 보

고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를 이용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동일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장점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가격은 해외직접구매 열풍을 설

명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

불해야 하는 대가로써 소비자들이 구매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종합

적인 제품의 가격비교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은 가격에 대한 공정성을 제공함으로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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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동일한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구매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Cho, 2012). Baty & Lee(1995)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이 공정할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성·임재욱(2015)의 연구에서도 해외직접구매를 촉진하는 요인들 가운데 가격공정성은 해외

직접구매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외직구의 위험과 불편이성을 상쇄시키는 역

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품구색의 다양성이라 할 수 있겠

다.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제품들을 검색하여 해외직접구매를 수행하게 되는

데, 이와 같은 이유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배송이 과거보다 친숙해졌으며 제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적 측면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내수시장의 규모가 제한

적이기 때문에 제품의 종류에 있어서 한정적이기에 소비자들은 온라인 해외직접구매를 이용

함으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이성호, 2014). 이는 소비자 측면에서 쇼

핑에 대한 본원적인 즐거움을 찾기 위한 행위로 이해할 수 있기에, 소비자들은 개인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구색이 다양한 해외직접구매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Ganesh

et al.(2010)은 온라인 소비자들의 소비동기를 언급하면서 인터넷쇼핑몰로부터 제공되는 제품

구색의 다양성이 중요속성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성호(2014) 또한 제품구색의 다양성

은 해외직접구매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변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 해외직접

구매에 있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쇼핑할 수 있다는 장점은 긍정적인 이용 동기로 작

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가격공정성과 제품다양성이 제품측면에서 해당되는 혜택지각 요인이라면 사이트 자체에

대한 질적 수준은 이용의 편리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이용편의성은 소비자들이 기존 서비스보

다 개선된 시스템으로부터 지각하는 편익수준을 의미 한다(Jiang et al., 2013). 특히, 대다수의

해외직접배송 사이트들은 모바일기기에도 최적화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시

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거래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의 편의성은 다수의 연구들에

서도 쇼핑에 대한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한다고 하였으며(김성·임재욱, 2015; 류밍

옌 외, 2015; 유복희·채명수, 2014), 특히 사이트에 대한 품질 수준은 해외직접구매의도를 높

이는데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품측면과 사이트측면의 혜택지각 요인인 가격공정성, 제품다양성, 이용편리성이 해외직접

구매사이트에 대한 신뢰구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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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가격적정성은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제품다양성은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이용편리성은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위험지각 요인

소비자행동 분야 연구에서 다루어 온 위험이란 객관적인 형태의 위험이 아니라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위험 즉, 지각된 위험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에 있어서 발

생할 수 있는 위험지각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확산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다. 소비자의 구매행동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수반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나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해외직접구매에서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위험에 대한

유형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대표적으로 제품성능위험, 배송위험, 정보노출

위험 등이 존재한다.

먼저 제품성능위험이란 구매하는 서비스 및 제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효익을 제

대로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지각 수준을 의미한다(Stone & Gronhaug, 1993). 해외직접

구매 활동에서 제품성능위험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수령받기 전까지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쇼핑하기 위해 해외직접구매를 이용하

지만, 반대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제품성능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

에 지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Crespo et al.(2009)은 구매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사전에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불만족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특히 국경을

넘어선 거래인 해외직접구매에서는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외직접구매에서 제품측면의 또 다른 위험은 배송위험이 존재한다. 인터넷 쇼핑에서의 거

래위험은 소프트웨어, 금융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한 제품이 아닌 이상 배송

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주문한 제품과 배달제품간의 불일치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Ward & Lee, 2000). 즉, 배송위험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시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서 배송지연, 잘못된 배송 등이 이에 속한다. 해외직접구매에서 배송위험에 관

한 연구 가운데 Duch-Brown & Cardona(2016)과 Kim et al.(2017)은 국가 간의 거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배송위험을 제시하였으며, 배송위험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실증한 바 있다.

사이트 측면에서의 위험지각요인은 정보노출위험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정보노출위

험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정보,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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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 Swaminathan et al.(1999)에 의하면 인터넷쇼핑 거래에서는 결제방식이 신용카드와 같

은 간접적 지불수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불방식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암호, 인증과 같은 인터넷보안시스템이 향상되고 있지만, 해킹 등으로 인한 인터넷 거래

와 관련하여 정보노출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노출 위험과 관련하여 이

성호(2015)는 프라이버시 위험이 해외직접구매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실증한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품측면과 사이트측면에서의 위험지각요인들

인 제품성능위험, 배송위험, 정보노출위험이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수준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H4: 제품성능위험은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배송위험은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정보노출위험은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평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경험을 다른 소비자와 교환하고 이를 구매결정에 반영

하려는 경향을 보유하고 있다. 추천의도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

비자들이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 만족스러운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이야

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Anderson & Narus, 1998). 소비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의 추천

에 대하여 의존하게 되는데, 추천의도가 높을수록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의도, 이용의도가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오프

라인보다 타인의 추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직접 경험하기 이전에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물론 추천이 소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정보의 확산속도가 더욱 광범위하고 빠른 온라인에서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추천이 낮을수록 소비자들이 쉽게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천의도는

구전 커뮤니케이션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정보의 전달자로부터 확산된다. 정보의 전달자는 상

업적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의 정보공유 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추천의도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은 소비자들이 이해관

계를 떠나 자신의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을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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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속적 이용의도는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장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뜻한다(Dorsch, Grove, & Darden, 2000). 기업들은 새로운 고개 확보 뿐 만 아니라 기

존의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되는데, 이 때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기존 고객들의 지속적 이용의도라 할 수 있다. 지속적 이용의도는 기업의 수익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데 기업의 수익 대부분이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고객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

서 고객의 지속적 이용의도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Wall & Berry, 2007).

추천의도와 이용의도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호적

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왔다(Anderson & Narus, 1998; Dorsch et al.,

2000; Oliver, 1981; Wall & Berry, 2007). Anderson & Narus(1998)는 소비자들이 제품 및 서비

스에 대한 신뢰수준이 추천의도와 같은 미래의 잠재적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입증 하였다. 또한 Bhattacherjee(2001)은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긍정적 태

도는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만족수준에 따라 지속적 사용의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

록 해당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추천의도 및 지속적 이용의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하며, 수립된 가설들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H7: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는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4호 (2017년 12월 31일)14

Ⅲ. 연구방법론

1. 표본설계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설문을 작성한 후 대학생 40명에게 배포하여 어려운 표

현과 중의적 표현 등을 점검하였고, 일부 문항에 대한 수정 작업을 거친 뒤 본 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해외직접구매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해외직접배송,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을 통해 제품을

한 번이라도 구매해 본 소비자들이며, 해외직접구매의 유형 별로 균등한 표본을 수집하기 위

해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이 활용되었다. 설문의 수집기간은 2017년 10월 2일부터 10

월 22일까지 약 3주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총 31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이 중 308부

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수거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298

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측정을 위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변수 별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설문을 통한 각 구성 개념에 대한 질문은 해당 질

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동의하지 않음 (2), 보통 (3),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5)의 리

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제외하고 총 10개의 구성개념에 33개의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변수들에 대한 측정항목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변수의 측정항목

변수명 측정항목 연구자

가격공정성

∙나는 해외직접구매의 제품가격이 품질에 비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해외직접구매의 제품가격은 국내 쇼핑몰가격에 비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해외직접구매를 함에 있어서 국내 쇼핑몰 제품가격에 비해 가격을

지불하는데 과중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Cho

(2012)

제품다양성

∙나는 국내에 희소한 해외브랜드의 제품들을 직접 구매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광범위한 해외 브랜드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Ganesh et

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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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측정항목 연구자

편이다.

∙나는 다양한 해외브랜드 제품들의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용편리성

∙나는 집을 떠날 필요가 없이 해외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해외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해외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해외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Jiang et al.

(2013)

제품성능위험

∙나는 지불한 비용에 비해 제품이 나의 기대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까봐 우려되는 편이다.

∙나는 제품의 품질이 나의 기대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까봐 우려되는

편이다.

∙나는 제품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품질이 좋지 않을 까봐 우려되는

편이다.

∙나는 해외직접구매 채널에서 제품을 사기 전에 품질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Stone &

Gronhaug

(1993)

배송위험

∙해외직접구매 시 구매한 제품의 배송시간이 많이 소요될 까봐 우려되는

편이다.

∙해외직접구매 시 구매한 제품이 원하는 시간에 배달되지 못 할까봐 우려된다.

∙해외직접구매 시 구매한 제품이 배송도중 분실될 까봐 불안하다.

∙해외직접구매 시 내가 구매한 제품이 아닌 다른 상품이 잘못 배송될

까봐 두려운 편이다.

Ward &

Lee(2000)

정보노출위험

∙제품구매 결제 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편이다.

∙제품구매 결제 시 입력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계좌정보가 유출되어

손실을 입을 까봐 염려되는 편이다.

∙제품구매 결제 시 입력하는 개인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노출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까봐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Crespo et

al.(2009)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

∙내가 이용하는 해외직접구매 사이트는 신뢰가 가는 편이다.

∙내가 이용하는 해외직접구매 사이트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내가 이용하는 해외직접구매 사이트는 사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편이다.

Mcknight

&

Chervany

(2002)

추천의도

∙나는 현재 이용하는 해외직접구매 사이트를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나는 현재 이용하는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의 좋은 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할 의향이 있는 편이다.

∙나는 현재 이용하는 해외직접구매 사이트를 타인에게 권장할 의향이 있다.

Anderson

& Narus

(1998)

지속적

이용의도

∙나는 현재 이용하는 해외직접구매 사이트를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는

편이다.

∙나는 현재 이용하는 해외직접구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편이다.

∙나는 현재 이용하는 해외직접구매 사이트를 꾸준히 방문할 생각이 있는

편이다.

Dorsch et

a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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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298부의 설문지에서 발견된 표본의 특성은 아

래의 <표 3>과 같이 구분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55.3%로 남성 44.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

며, 연령은 20대(50%), 30대(32.5%), 40대(13.8%), 50대 이상(3.7%)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

구매 유형은 해외직접배송이 4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해외구매대

행(33.9%), 해외배송대행(21.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해외직접구매

제품은 의류가 4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전제품, 음·식료품으로 나타났다.

<표 3> 표본의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여성

133

165

44.7

55.3

합계 298 1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49

97

41

11

50.0

32.5

13.8

3.7

합계 298 100

해외직접구매

유형

해외직접배송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

134

101

63

44.9

33.9

21.2

합계 298 100

해외직접구매

선호제품

의류

음·식료품

가전제품

144

60

94

48.3

20.1

31.6

합계 298 100

2.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격공정성은 지속적 이용의도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으며(.31**), 제품다양성은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와 .30**의 상관관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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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편리성은 추천의도와 .25**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제품성능위험은 사이트 신뢰와 부

의 상관관계를 가짐으로 -.43** 만큼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추천의도와 지속적 이용의도 모두

사이트 신뢰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혜택지각요인들은 전

반적으로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반면 위험지각요

인들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종속변인인 추천의도와

지속적 이용의도는 사이트 신뢰 수준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성개념들 간의 구체적

인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가격공정성 .88

② 제품다양성 .17* .82

③ 이용편리성 .20** .11 .89

④ 제품성능위험 -.09 -.12 -.20** .85

⑤ 배송위험 -.14* -.20** -.19** .06 .86

⑥ 정보노출위험 -.16* -.12 -.21** .28** .16* .88

⑦ 사이트 신뢰 .27** .30** .21** -.43** -.33** -.22** .90

⑧ 추천의도 .21** .22** .25** -.23** -.18* -.20** .33** .88

⑨ 지속적 이용의도 .31** .14* .18* -.15* -.20** -.25** .40** .30** .91

평균 3.33 3.41 3.12 3.46 2.87 2.99 3.34 3.47 3.51

표준편차 $.85 $.84 .96 .76 1.01 $.75 $.86 $.90 $.85

주) *p<.05, **p<.01, 대각선에 제시되어 있는 굵은 글씨 값은 AVE의 제곱근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항목들의 해당 구성개념을 연결하는 계수의 t값이 최

소 9.91 이상으로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중타당성)이 확보되

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념 신뢰도(CR) 0.7 이상, 분산추출 값 0.5 이상인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주하는데(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본 연구의 개념 신

뢰도와 평균분산추출값(AVE) 또한 모두 신뢰수준의 범주에 들고 있다.

한편, 판별타당성을 살펴본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AVE값의 제곱근 값(굵은 글

씨)이 인접한 횡축과 종축의 상관관계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기에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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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의 최소값은 0.69로 나타났으

며, 상관계수 자승 값은 0.05에서 0.35의 값이 나타나 상관계수 자승의 최대값이 평균분산추

출 최소값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CFA: 집중타당성 검정

변수명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표준오차 t 값 Cronbach's α 개념신뢰도 AVE

가격공정성

Fairness1 1.00 - -

.87 .90 .74Fairness2 0.97 .08 11.89

Fairness3 1.01 .08 12.11

제품다양성

Diversity1 1.00 - -

.85 .84 .69Diversity2 1.02 .10 13.22

Diversity3 1.07 .09 13.05

이용편리성

PEOU1 1.00 - -

.91 .85 .79PEOU2 1.03 .06 23.70

PEOU3 0.96 .05 18.21

제품성능위험

Product1 1.00 - -

.90 .86 .82
Product2 1.01 .06 19.27

Product3 0.94 .06 19.38

Product4 0.96 .05 15.01

배송위험

Delivery1 1.00 - -

.84 .81 .73
Delivery2 1.05 .09 8.45

Delivery3 1.11 .10 7.93

Delivery4 1.09 .09 8.89

정보노출

위험

Privacy1 1.00 - -

.92 .90 .86
Privacy2 0.95 .06 18.24

Privacy3 1.02 .06 19.11

Privacy4 1.01 .07 21.26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

Trust1 1.00 - -

.88 .85 .81Trust2 1.01 .06 17.29

Trust3 1.09 .07 18.31

추천의도

IR1 1.00 - -

.91 .89 .84IR2 0.99 .06 15.65

IR3 1.03 .07 17.33

지속적

이용의도

CI1 1.00 - -

.90 .91 .85CI2 0.98 .05 13.77

CI3 1.01 .06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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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검증

본 연구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연구

모델의 적합도는 χ2=698.40(p<.01), 자유도(DF)=452, GFI=0.90 AGFI=0.82, CFI=0.97, NFI=0.89,

IFI=0.91, RMSEA=0.05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χ2 과 연관된 유의수준은 .05보다 크게

나타나고, GFI .90 이상, AGFI .80 이상, IFI .90 이상, RMSEA .05에서 .08 사이면 연구모델이

수용할 만한 것으로 권장되는데, 본 연구의 NFI 값이 근소하게 떨어지나 다른 지표들이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수용하기에 적합한 모델로 여겨진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직접구매 사

이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혜택지각 요인은 가격공정성(β= .24, p<.01), 제품다양성

(β= .20, p<.01), 이용편리성(β= .19, p<.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위험지각 요인은 제

품성능위험(β= -.30, p<.01), 배송위험(β= -.27, p<.01), 정보노출위험(β= -.17, p<.05) 순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직접구매의 혜택지각 요인과 위험

지각 요인은 사이트에 대한 신뢰수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험지각 요인은 사이트에 대한 신뢰수준에 전반적으로 혜택지각 요인보다 더 높은 계

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웹사이트측면보다 제품측면에 해당되는 요인들이 더

높은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은 해외직접구매를 통

해 기대하는 혜택보다 초래되는 위험을 더욱 높게 지각하며, 사이트보다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해외직접구매는 다른 일반

적인 쇼핑과는 달리 고가격 제품, 희소한 제품을 구매하고자하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즉, 제품의 성능과 배송에 따른 파손 등에 불확실성은 해외직접구매 사이

트에 대한 신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검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수준은 사이트에 대한 평가수준인 추천의도와 지속

적 이용의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이트에 대한 신

뢰는 지속적 이용의도에 .31**(p<.01)의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25**(p<.01)의 영향력을 가진 추

천의도와의 경로계수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해외직접구매 사

이트에 대한 신뢰구축은 소비자들의 향후 미래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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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698.40(p < .01), df=452, GFI=0.90

AGFI=0.82, NFI=0.89, IFI=0.91, RMSEA=0.05

주) *p<.05, **p<.01

<그림 2>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4. 해외직접구매 유형 및 선호제품군 별 차이검정

본 연구는 해외직접구매 유형 별(해외직접배송,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 선호제품군

별(의류, 음·식료품, 가전제품)로 해외직접구매의 혜택지각 요인 및 위험지각 요인에 대하여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가 활용되었으며,

검증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해외직접구매 유형 별 비교분석에서 혜택지각 요인에 해당되는 요인들은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격공정성은 해외직접배송이 해외구매대행 및 해외배송대

행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평균값을 가짐으로써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1),

제품다양성은 해외직접배송이 해외구매대행 보다 더 높은 평균값으로 차이를 보였다(p<.05).

또한 이용편리성은 해외구매대행 서비스가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여 차이를 나타냈다(p<.01).

한편, 위험지각 요인에서는 제품성능 위험과 정보노출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배송위험은 집단 별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송위험에서는

해외직접배송이 해외구매대행과 해외배송대행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지각 수준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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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해외직접구매 유형 별 차이검정 결과

① 해외직접배송

(n=134)

② 해외구매대행

(n=101)

③ 해외배송대행

(n=63)
F Sig.

사후분석

(LSD)

혜택

지각

요인

가격공정성 3.48 2.91 3.13 4.98 .00 ①-②,③

제품다양성 3.52 3.29 3.36 2.92 .03 ①-②

이용편리성 2.88 3.65 2.76 5.64 .00 ②-①,③

위험

지각

요인

제품성능위험 3.58 3.40 3.33 1.26 .27 -

배송위험 3.29 2.69 2.78 4.75 .00 ①-②,③

정보노출위험 3.01 2.89 3.08 .89 .36 -

다음으로 해외직접구매 선호제품군 별 차이검정 결과, 혜택지각 요인에서는 제품다양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제품다양성은 의류제품이 음·식료품과 가전제품

에 비해 소비자들이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위험지각 요인은 제품성능 위험에서 의류와 가전제품이 음·식료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

은 평균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p<.01). 이상의 차이검정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해외직접구매

유형과 제품군에 따라 지각하는 혜택 및 위험수준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표 7> 해외직접구매 선호제품군 별 차이검정 결과

① 의류

(n=144)

② 음·식료품

(n=60)

③ 가전제품

(n=94)
F Sig.

사후분석

(LSD)

혜택

지각

요인

가격공정성 3.38 3.11 3.23 .98 .30 -

제품다양성 3.63 3.03 3.18 3.95 .00 ①-②,③

위험

지각

요인

제품성능위험 3.47 3.05 3.58 4.66 .00 ①,③-②

배송위험 2.89 2.78 3.03 .75 .54 -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4호 (2017년 12월 31일)22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온라인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각각의 세분시장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구체적인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해외직접구매에서 소비자들의 태도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

여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연구들보다 측정의 정교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해외직접구

매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에서는 소비자들의 가치, 편익, 쇼핑동기 등을 소비자 태도를 이끄

는 주요한 변인들로 제시하여 왔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관점에 국한된 요

인들만 제시되어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성격에 따라 상대적인 비교가 어려

웠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 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혜택지각 요인과 위

험지각 요인들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혜택 및 위험지각 요인들을 제품측면과 웹사

이트측면에 따라 비교해 봄으로써 온라인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의 구

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위험지각 요인이 혜택지각 요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경로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험지각 요인들 가운데에서는 웹사이트측면 보다

제품측면에 해당되는 요인들이 더 높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제품의 성

능위험과 배송위험은 해외직접구매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요인들이며, 혜택

지각 요인들 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에 활용된 혜택지각 및 위험지각 요인들을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의 유형에 따라

비교해 봄으로써 각각의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계청

(2017)의 보고 따르면 해외직접구매는 일반적으로 해외직접배송,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

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서비스는 이용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 가운데 해외직접구매 유형 별 비교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차이검정 결과 혜택지각 요인들은 모두 집단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소비자

들은 해외직접배송에서 가격공정성과 제품다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해외구매대행 및 해외배송대행은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됨은 물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물론 해외구매대행은 국내의 주요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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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쇼핑몰에서 운영되고 있어 안전한 웹사이트로 인식되고 있지만, 수수료와 배송료에 대하

여 투명하게 제시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반

면, 해외구매대행은 해외직접배송 및 해외배송대행에 비해 이용편리성이 더욱 높게 지각되었

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기업들이 해외구매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과 결제방식이 국내

의 인터넷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한편 위험지각 요인들에

서는 소비자들이 해외직접배송을 이용할 때 해외구매대행 및 해외배송대행에 비해 배송위험

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를 통해 얻게 되는 혜택 중 제품의 다양성은 가격

공정성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해외직접구매는 동일한 제품을 저렴하

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쇼핑자체를 통해 얻게 되는 즐

거움 즉, 제품구색의 다양성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는 향후 소비행동에서 추천의도와 지속적인 이용의도를 높이는데 간접적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해외직접구매 관련 기

업들이 자사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제품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해외직접구매 선호제품군 별 차이검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 강조되는 요

인들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검증결과, 제품의 다양성과 제품성능은 제품군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제품다양성은 의류가 음·식료품 및 가전제품에 비해 더 높게

지각되었으며, 제품성능 위험에서는 의류와 가전제품이 음·식료품 보다 높게 지각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직까지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서 음·식료품과 가전제품

을 구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의류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품

성능 위험은 상대적으로 음·식료품에 비해 의류와 가전제품이 높게 지각되었다. 특히 의류와

가전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된 제품은 A/S,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즉, 해외직접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제품군별로 소비자들에게 서비

스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불평행동

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시사점들이 있음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

는 표본 가운데 상당수가 20~30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물론 표본의 수집을 계획

함에 있어서 온라인 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집단인 20~30대를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해외직접구매가 대중화됨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40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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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소비자층이 20~30대에 비해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소비행동 패턴이 다양하

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은 해외직접구매를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로 구성하였

지만, 해외직접구매의 이용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업계의 보고에 따르면, 해외직

접구매를 처음 경험해 보는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제품을 저렴하게 사기 위

해 이용하지만, 해외직접구매의 활용빈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제품의 희소성에 더욱 높은 몰

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iresearch, 2016). 향후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

매를 활용하는 빈도를 반영하여 제품군별 소비행동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한다면, 의미 있

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해외직접구매 유형별, 선호제품군 별 비교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집된 표본이 사

전에 조사된 모집단과의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수집방법의 개선을 통해 모집단과 최대한 비슷한

표본을 추출한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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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benefit perception and risk perception on 

consumer evaluation during overseas direct purchase

Jeyoung Son*․Hun-ju Jung**․Inwon Kang***

1)

This study examined factors, such as benefit perception, risk perception, product, and website, which

affect consumer attitude toward overseas direct purchase. To achieve this, 298 Korean consumers who have

experienced overseas direct purchasing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delivery risk and product risk

were the most influential determinants of the level of trust level in overseas direct purchase site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level of trust in overseas direct purchase sites has a

strong influence on both the intention to recommend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patronizing the site.

Moreover, this study conducted a mean difference analysis according to the types of overseas direct

purchases (overseas direct delivery, overseas purchasing agency, and overseas delivery agency) and product

categories (clothes, food and beverage products, and household appliances). This study lists various

practical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each overseas direct purchase service by firm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Key Words : overseas direct purchase, benefit perception, risk perception, consume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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