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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bile shopping has spread rapidly in the consumer's daily life, and numerous fashion companies have

now launched a mobile shopping application. By focusing on mobile social commerce apps, this study was

to: (a) segment consumers based on loyalty and switching intentions, (b) to test differences in perceived ser-

vice quality and switching barrier factors among segments, and (c) examine the effects of perceived service

quality and switching barriers on loyalty intention. A total of 550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mobile users

in their 20s to 40s who purchased fashion products through a social commerce app in the last six months.

Consumers were classified into four clusters: split-loyals, latent loyals, habitual loyals, and switchers. The

split-loyal group showed the highest level of mean scores on perceived service quality and switching barrier

factors; however, the switcher group showed the lowest mean scores. Of service qualities, app desig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oyalty intentions in both split-loyal and latent loyal groups; the factors of ease of use

and privacy had significant effects on loyalty intentions in switchers. Of switching barrier factors, virtual

relationship had the most strongly effect on loyalty intention for the four segments.

Key words: Loyalty intention, Perceived service quality, Switching barrier, Market segmentation, Social

commerce app; 충성의도, 지각된 서비스 품질, 전환장벽, 시장세분화, 소셜커머스 앱

I. 서 론

최근 모바일 쇼핑이 점차 생활화되면서 모바일 시장

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2년 모바일 쇼핑 시장은

1조 8200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3년 만인 2015년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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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성장하였고, 2017년 모바일 시장규모는 42조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Hong, 2017). 이러한 모바일 시장

의 성장은 유통업체(예, 롯데, 신세계)에게 다양한 채널

을 통합한 옴니채널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오픈마켓, 종

합쇼핑몰, 그리고 많은 패션기업들(LF, 삼성물산, 한섬

등)도 모바일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하였다(An,

2018; Lee, 2018).

모바일 시장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다양한 쇼핑 앱이

하나의 플랫폼에 설치되어 고객이 최적의 서비스와 혜

택을 제공하는 쇼핑 사이트를 선택하는데 편리한 환경

을 제공한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쇼핑 앱을 설치

하여 필요한 상품을 검색하거나 구매하고 싶은 상품의

알림을 수시로 받을 수 있다. 최근 조사보고서(Opensur-

vey, 2017)에 의하면, 2017년 기준 1인당 설치한 쇼핑 앱

이 평균 4.9개로 나타났으며, 특히 응답자의 58.2%가 몇

개의 쇼핑 앱에서 가격이나 배송 등을 비교하여 구매한

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모바일 기술은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한 가격

과 상품, 배송 서비스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대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상의 혜택을 위한 사용전환이 용

이해짐에 따라 쇼핑의 효용성을 더욱 높였다고 할 수 있

다. 기존의 오프라인 환경에 비해 온라인 쇼핑 환경은 경

쟁이 더욱 치열하며(Mutum et al., 2014), 특히 모바일 환

경은 경쟁사의 유인책에 쉽게 노출되어, 경쟁사로 소비

자의 전환이 더 수월한 구조이다. 따라서 마케터의 입장

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충성고객을 확보하

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마케팅 관점에서 모바

일 서비스 품질과 충성도와의 관계를 재조명해 볼 필요

가 있다.

전통적으로 마케팅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서비스 품질

이 소비자의 충성도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됨

을 잘 규명해왔다(Parasuraman et al., 2005; Wolfinbarger

& Gilly, 2003). Parasuraman et al.(1988)에 의해 제시된

서비스 품질은 오프라인 점포를 기반으로 고객이 쇼핑

하는 과정에서 지각한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측정하며, 웹사이트나 쇼핑 사이트 등 온라인 점

포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어 지속적으로 연구가 확대되어

왔다(Collier & Bienstock, 2006; Lee, 2002; Parasuraman

et al., 2005; Wolfinbarger & Gilly, 2003; Zeithaml et al.,

2002). 모바일 채널은 온라인 쇼핑 범주 안에 포함되지만,

제한된 모바일 화면에서 패션제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것은 기존 PC 기반 인터넷 쇼핑 환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Groß (2015)는 혁신적 쇼

핑 수단으로써 모바일 쇼핑에 대한 수용의도를 다룬 연

구가 대부분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및 고객 관리를 위한

마케팅 전략 구축을 위해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

였다. 또한, Song and Jeng(2017)은 모바일 시장성장에

비해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고객의 욕구

가 다양해지면서 고객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이

해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최근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보의 과부화로 소

비자는 상당히 많은 대안에 노출되어 다양한 선택이 가

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요즘과 같은 치열한 유통환경에

서 고객 충성도는 기업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고객의 전환이 용이한 온라인 환경에서

특정 브랜드만을 고집하는 충성고객의 수도 점차 감소

하고 있다(Melnic, 2016). 전환장벽은 온라인 쇼핑 연구

에서 고객 충성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

져 왔다. Gurău(2012)는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는 온라

인 쇼핑 환경에서 고객 만족도만으로는 고객의 충성도

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Mutum et al.(2014)

에 의하면,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채널은 경쟁사의 매

력적인 대안에 대한 정보수집이 매우 용이하여 고객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강력한 전환장벽을 구

축하고 활용하여야 충성고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모바일 쇼핑 환경은 고객의 전환이 더욱 용

이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모바일 고객 관리를 위해서는

충성행동뿐 아니라 전환행동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충성의도와 전환의도에 따라

모바일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시장별 서비스 품질 지

각 및 전환장벽 요소에 의한 충성의도를 예측하고자 한

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모바일 소셜커머스 앱을 초점

으로 첫째, 충성의도와 전환의도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고, 둘째, 세분집단별 서비스 품질과 전환장벽

요인의 지각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셋째, 세

분집단별 지각된 서비스 품질과 전환장벽이 충성의도

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쇼

핑 맥락에서 전환의도를 고려한 고객 관계 관리 이론을

확대하고, 실무적으로 모바일 기반 소셜커머스 시장에

서 서비스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환장벽을 높

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세분집단

별 서비스 품질 지각 차이에 따라 모바일 시장에서의 차

별화된 포지셔닝 및 충성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장

기적 고객 관계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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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고객 충성도에 따른 집단세분화

브랜드나 기업에 대한 고객 충성도는 연구자와 실무 관

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이 되어 왔다. 기존 고객을 유지

하는 것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에 비해 비용 절감이

나 시장점유율 유지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Anderson & Srinivasan, 2003; Balab-

anis et al., 2006). 고객 충성도(customer loyalty)는 반복

적 구매나 재구매 의도, 다른 고객에게 추천하는 호의적

인 구전활동 등을 포함한다(Gurău, 2012). 고객 충성도

는 행동적 관점에서 구매확률이나 구매의도를 내포한

점포 충성도의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Balabanis et

al., 2006). 이러한 고객의 지속적인 방문 및 구매행동은

기업의 수익 창출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긍정적인 구전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충성고객

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Mel-

nic, 2016).

그러나 특정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는 점차 약

해지고 있으며(Gurău, 2012; Yim & Kannan, 1999), 소

비자는 하나의 특정 브랜드에 충성도를 나타내기 보다

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체가 가능한 몇

개의 브랜드를 선호하는 편이다(Yim & Kannan, 1999).

선행연구에서는 고객의 충성행동과 전환행동을 고려하

여 소비자 집단의 세분화를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고객

충성도 유형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Brown(as cited in

Gurău, 2012)은 소비자를 충성행동 유형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한 브랜드에 대해 독점적인 충성

도를 나타내는 “핵심 충성고객(hard-core loyals)”,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군에서 2~3개의 브랜드에 동시에 높은

충성도를 나타내는 “분할 충성고객(split-loyals)”, 한 브

랜드에 높은 충성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프로모션 혜

택에 끌려 다른 브랜드를 시도하는 “이동 충성고객(shi-

fting loyals)”, 마지막으로 어떤 브랜드에도 충성도가 없

으며 구매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브랜드 구매로 전

환하는 “전환고객(switchers)”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유

사하게, Gurău(2012)의 연구에서는 충성도에 따라 독점

적 충성도(exclusive loyalty, hard-core loyal과 유사한 개

념), 공유 충성도(shared loyalty, split-loyal과 유사한 개

념), 분산 충성도(fragmented loyalty, switcher와 유사한

개념), 이동 충성도(shifting loyalty)의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밀레니엄 세대와 X세대의 생

애주기(학생/전문가, 미혼/기혼)와 제품군별, 서비스 유

형별로 세분집단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프랑스의 경우

의류제품군에서는 몇 개의 브랜드에 동시에 충성하는

공유 충성집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밀레니얼 세대 학생의 경우 독점적 충성집단의 크기가

작은 반면 타 브랜드로 전환하는 분산 충성집단이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Yim and Kannan(1999)은

특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이유가 브랜드 자

체의 요인인지 혹은 프로모션과 같은 마케팅 유인책에

의한 구매인지 명확한 동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

조하면서, 크래커 시장에서 특정 브랜드에 충성도가 높

은 “핵심 충성도”와 마케팅에 의해 다양한 브랜드로 전

환하는 “강화 충성도(reinforcing loyalty)” 2개의 유형을

기반으로 브랜드의 속성 및 마케팅 믹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 강화 충성집단을 경쟁사의 프로모션에 따

라 타 브랜드로 전환하는 “할인추구집단(deal proner)”

과 프로모션과 관계없이 다양한 브랜드를 추구하는 “다

양성추구집단(variety seeker)”으로 구분하여 전환집단의

세분화가 중요하다고 논의하였다.

한편, Dick and Basu(1994)는 브랜드에 대한 태도 및

반복 구매 정도에 따라 4개의 충성집단으로 세분화하였

다.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반복 구매비율이 높은

“충성집단(loyalty)”, 상대적으로 높은 브랜드 태도 및 낮

은 반복 구매를 보이는 “잠재적 충성집단(latent loyalty)”,

낮은 브랜드 태도와 높은 반복 구매를 나타내는 “충동적

충성집단(spurious loyalty)”, 낮은 브랜드 태도와 낮은 반

복 구매를 하는 “비충성 집단(no loyalty)”으로 분류하였

다. 이를 지지하는 Yoon and Park(2003)은 자동차 고객

을 재구매 의도와 전환의도, 상황적 변수, 규범적 변수

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4개의 충성고객집단으로 분류하

였다. “충동적 충성집단”은 프로모션과 같은 상황적 단

서에 의해 일시적으로 충성도가 형성된 집단으로 경쟁

사가 더 우월한 가격을 제시할 경우 전환의도가 있는 집

단으로, “잠재적 충성집단”은 주관적 규범변수에 민감

하며 전환의도가 높은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충성집단”

은 상황적 변수, 규범적 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기존 기

업에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 의도가 높은 집단으로, “비

충성 집단”은 상황적 변수나 규범적 변수에 반응하지 않

고 높은 전환의도를 지닌 집단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와 같이, 고객 충성도는 전환행동을 같이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충성집단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특히, 모

바일 소셜커머스 시장은 다양한 유통업체의 마케팅 프

로모션 전략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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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서비스 품질뿐 아니라 소비자가 지각한 전환장벽

요소와 연관된 충성고객의 반응을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지각된 서비스 품질과 고객 충성도와의 관계

서비스 품질은 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비스에 대

한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되며, 서비스와 리테일 분야에

서 고객의 서비스 품질 지각은 다차원적 구조(tangible,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empathy)를 갖는

SERVQUAL 척도로 잘 알려져 있다(Parasuraman et al.,

1988). 이러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념은 온라인 환경

에 확대 적용되어 왔다(Kim & Jackson, 2009; Lee, 2002;

Parasuraman et al., 2005; Zeithaml et al., 2002). 온라인

서비스 품질 지각은 웹사이트 자체에 대한 평가 이외에

도 실제 소비자가 거래를 하면서 경험한 전반적인 과정,

즉 정보탐색부터 제품 검색, 주문, 배송, 고객 서비스, 주

문 후 서비스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

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Wolfinbarger and Gilly

(2003)는 표적집단 면접법과 설문지법을 통해 e-tail Q 척

도를 개발하여 고객 주문 처리/신뢰성, 웹사이트 디자인,

개인정보보호/안전성, 고객 서비스의 4개의 요인으로 제

시하였다. Parasuraman et al.(2005)은 온라인 서비스 품

질(E-S-QUAL)을 거래과정과 관련된 4개 차원(효율성,

고객 주문 처리, 시스템 이용가능성, 개인정보보호), 서비

스 회복(service recovery)과 관련된 3개 차원(반응성, 보

상, 고객 서비스)을 포함하여 서비스 품질 지각을 측정하

였다. Collier and Bienstock(2006)은 구매과정에서 웹사

이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하는 과정품질과 구매 후

서비스 과정을 포함한 결과품질로 구분하여 척도를 개

발하였다. 과정품질에는 사용용이성, 기능성, 프라이버

시, 디자인의 4개 요소를, 결과품질에는 주문 상태, 주문

정확성, 주문 적시성의 3개 요소를 포함하여 만족도와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웹 기반 서

비스 품질은 정보이용, 효율성, 보안정책 및 사후관리 등

거래시스템에 더욱 중요하게 초점을 두고 있다. 많은 선

행연구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쇼핑몰의 서비스 품질

요소를 분석한 반면 모바일 쇼핑 환경에서 서비스 품질

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므로, 온라인 맥락

에서 서비스 품질을 다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비스 품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서비스 품질

이 충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잘 검증해왔다. Paras-

uraman et al.(2005)은 온라인 스토어(월마트, 아마존)를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 요소가 지각된 가치, 충성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특히 효율성,

고객 주문 처리, 시스템 이용가능성, 개인정보보호 순으

로 월마트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지지하는 Kim and Jackson(2009)은 의류 온라인 쇼

핑 맥락에서 서비스 품질을 연구한 결과, 시스템 이용

가능성이 e-충성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며, 보상

(compensation)과 반응성(responsiveness) 요인은 만족을

매개로 충성도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Wol-

finbarger and Gilly(2003)의 연구에서도 4개의 e-tailer 서

비스 품질 요소(고객 주문 처리/신뢰성, 웹사이트 디자

인, 개인정보보호/안전성, 고객 서비스)가 전반적인 품

질, 만족도, 충성의도, 웹사이트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데 .56~.70 사이의 높은 설명력(R
2
)을 나타내었고, 특히

고객 주문 처리/신뢰성은 전반적인 품질과 만족도에,

웹사이트 디자인은 충성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

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업을

대상으로 Zhang et al.(2010)은 기존의 SERVQUAL 척

도를 사용하여 충성도를 예측한 결과, 신뢰성, 반응성,

보장성이 행동적 충성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특히 반응성 요인은 만족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충성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논의했다.

종합적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모바일 서비스 품

질은 온라인 거래과정과 관련된 서비스 요소를 기반으

로 하되, 모바일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중요한 서비스 회

복 요소(예, 반응성, 보상, 서비스 연결) 및 앱 화면구성

이나 디자인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

다.

3. 전환장벽과 고객 충성도와의 관계

서비스 마케팅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이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전

환장벽 또한 충성고객의 이탈을 막는데 중요한 변수이

다. 전환장벽(switching barrier)은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

에서 다른 제공자로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시간적, 경제

적 비용이나 감정적으로 겪게 되는 불편함, 어려움으로

정의된다(Jones et al., 2000; Shin et al., 2008). 소비자가

기존 서비스 제공자에게 만족하지 않더라도 쉽게 관계

를 중단하고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환장벽 때문으

로 보고 있다(Li & Shin, 2016). 고객이 전환장벽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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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수록 다른 대체 브랜드로 전환하기 보다는 지속

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고객 충성도를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충성도는 전환장벽과 함께 분석

될 필요가 있다(Jones et al., 2000; Shin et al., 2008).

소비자 관점에서 전환장벽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로

교체할 경우 고객이 지불해야하는 “전환비용(switching

cost)”으로 지각되며,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설치비용,

탐색비용, 심리적 몰입 등 다차원적 개념으로 측정되고

있다. Jones et al.(2000)은 전환장벽을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바꾸면서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노력에 대

한 전환비용과,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나 종업원과의 유

대관계를 의미하는 인적관계(personal relationship), 강력

한 대체 경쟁사의 이용여부를 의미하는 대안매력(alter-

native attractiveness),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충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Jang and Chung(2005)은

전환비용을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로 전환하는데 수반되

는 금전적, 비금전적 모든 비용으로 정의하고, 전환비용

이 높을수록 현재 거래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바꾸려는

전환행동은 감소한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Burnham et al.(2003)은 전환비용을 절차적, 재무

적, 관계적 전환비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였고,

절차적 전환비용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로 전환함에 따

라 새롭게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하면서 관계를 시작하

기 위해 투자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비용으로 정의하

였다. 재무적 전환비용은 새로운 고객이 되기 위한 가입

비나 기존 업체에서 거래하면서 적립한 포인트나 특별

할인 등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을 의미한다. 관계적 전환

비용은 전환행위에 따라 기존 종업원과의 친숙함이나 유

대관계를 잃고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겪게 되는 심리적,

감정적 불편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전환장벽은 소비

자들이 서비스 대안을 바꾸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절차상

의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 탐색비용, 관계형성비용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전환장벽 요소는 고객 충성도

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

히, 온라인 맥락에서는 다른 사이트로의 전환이 용이하

여 오프라인에 비해 고객 유지가 더 어렵기 때문에(Mu-

tum et al., 2014), 온라인 연구에서의 전환장벽은 기존 고

객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예를 들면, Jang and Chung(2005)은 전환비용

이 고객 충성도에 정적효과를 보인다고 밝혔고, Shin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전환장벽 요인인 전환비용, 대안

매력, 가상관계 모두 충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의류쇼핑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연구한 Kim(2012)은 전환비용을 관계비용, 탐색비용, 혜

택상실비용으로 구성하고, 탐색비용이 사이트 유지(site

retention)에 유의한 효과를 보임을 제시하여 온라인 구매

상 절차적 전환비용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서비스 측면에서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인적관

계는 고객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Li & Shin,

2016). 그러나 오프라인 점포와 다르게 온라인 가상점포

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어렵

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인적관계를 관계마케팅 관점

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 소속감, 친밀감, 편안

함 등을 포괄적으로 내포한 가상관계(virtual relationship)

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Byeon, 2009; Shin et al., 2008).

Shin et al.(2008)은 전환장벽 요인 중 가상관계, 전환비용,

대안매력 순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이 큼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긍정적

인 관계가 고객 이탈에 방어적 역할을 한다고 논의하였

다. 또한, Byeon(2009)은 전환비용, 개인적 관계, 대안매

력 중 개인적 관계만이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충성도와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전환장벽 요인 중 고

객에 대한 배려나 신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모바일 기반 서비스 전환장벽과 관련하여 인적관계의 역

할은 가상관계로 그 중요성이 대체되고 있음을 함축한다.

아직까지 모바일 서비스의 전환장벽에 대한 연구가 전무

한 상황에서 Chuah et al.(2017)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가 지각한 전환비용과 대안매력 요인이 고객 만족

과 고객 충성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며, 충성도를

증가시키는데 대안매력보다 전환비용이 더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모바일 맥락에서도 전

환장벽은 전환비용, 대안매력, 가상관계를 포함한 다차

원적 요소로 지각되며, 쇼핑 상황에 따라 전환장벽은 고

객 충성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패션제품 구매 시 모바일 소셜커머스 앱 이

용자를 중심으로 충성의도와 전환의도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화하고, 세분집단별 서비스 품질 및 전환장벽을 비

교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모바일 소셜커머스 앱에 대한 충성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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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환의도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세분

화한다.

연구문제 2. 모바일 소셜커머스 앱의 서비스 품질과

전환장벽의 하위요인을 밝히고, 세분집

단별 지각된 서비스 품질과 전환장벽의

차이를 검증한다.

연구문제 3. 세분집단별 서비스 품질 지각과 전환장

벽이 충성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2. 측정도구

최근 모바일 쇼핑에서 패션제품이 핵심 상품군으로 자

리잡게 한 주역은 소셜커머스라고 할 수 있다(Lee, 2016).

소셜커머스는 이용고객의 증가로 매출규모가 증가하고

는 있으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을 찾아 늘 이동하기 때

문에 영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중심보다

는 상품력, 경험, SNS 결합 등을 통해 고객을 유지, 관

리하기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

하고 있다(Bae, 2018; Jang, 2018). 이와 같은 소셜커머

스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모

바일 쇼핑 맥락을 패션제품 구매를 위한 소셜커머스 앱

으로 제한하였다.

측정도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

문지가 개발되었다. 설문지는 서비스 품질 지각, 전환장

벽, 충성의도, 전환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

하고, 본 연구맥락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먼저, 충성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앱에 대

한 재사용 의도와 추천의도를 포함한 4문항으로 구성하

였다(Anderson & Srinivasan, 2003; Parasuraman et al.,

2005; Shin et al., 2008). 전환의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앱보다 더 좋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다른 쇼핑 앱이 있을 경우 사용할 의도에 관한 3문항

으로 측정하였다(Lee & Kim, 2011; Shin & Kim, 2008).

독립변인인 서비스 품질 지각과 전환장벽은 선행연

구에서 개발된 다항목 척도를 사용하였다. 현재 사용하

고 있는 쇼핑 앱에 대한 서비스 품질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E-S-QUAL 척도(Parasuraman et al., 2005)를 기본으

로 모바일 앱 디자인 및 화면구성과 관련된 문항(Lee,

2002)을 포함한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전환

장벽과 관련된 16문항(Balabanis et al., 2006; Burnham

et al., 2003; Jones et al., 2000; Shin et al., 2008)을 포함

하였다. 모든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

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부가적으로 인구통

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결혼여부)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켰다.

3.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은 최근 6개월 동안 모바일 소셜커머

스 앱을 통해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40대

남녀 소비자로 구성하였다. 먼저 인터넷 조사 전문기관

에 의뢰하여 2017년 5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 자료를 수집하였다. 소셜커머스 앱

을 이용하지 않거나, 앱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제외하고 연령별, 성별 분포가 균등하도록

할당표본추출을 하였다. 응답자에게 가장 자주 이용하는

소셜커머스를 선택하게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 지각, 전환장벽, 고객 충성의도, 전환의도를 응답하

게 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대표적인 3대 소셜커머스 업

체(위메프, 쿠팡, 티몬)의 사용자만을 대상에 포함시켰

다. 최종적으로 550개의 유의한 데이터가 분석되었으며,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

은 34.5세로 여성이 51.8%, 미혼자가 47.3%, 사무직 종

사자가 51.8%로 가장 높았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소셜

커머스 앱으로 위메프 40%, 쿠팡 32%, 티몬 28%로 나

타났다. 응답자의 86.5%가 1년 이상 소셜커머스를 사용

하였고, 1주일에 적어도 1회 이상 소셜커머스 앱을 방문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체 응답자의 93.3%이었으며

그 중 44.2%가 하루 1회 이상 방문한다고 하여 방문빈

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월 1~2회 이상 구

매한다고 응답한 사용자가 53.3%이며 그 중 36.7%는

1주일에 1회 이상 구매한다고 하였다. 소셜커머스 앱을

이용하여 주로 구매한 의류품목은 캐주얼의류(18.9%),

신발(16.3%), 잡화(14.4%), 스포츠의류(12.3%) 순이었

다. 주로 구매한 의류제품의 평균 구매금액은 캐주얼의

류, 룸웨어, 유아동복, 언더웨어, 잡화류에서 5만 원 미

만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저렴한 가격의 제품

을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모바일 쇼핑 앱 소비자 세분화

모바일 소셜커머스 앱을 이용하여 패션제품을 구매

한 고객을 대상으로 충성의도와 전환의도를 기준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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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하기 위해, 먼저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배리맥스(Va-

rimax)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충

성의도와 전환의도의 문항을 동시에 포함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독립적인 2개 차원으로 도출되었다(총 분산설명

력=70.20%, KMO=.77, Bartlett's test=1491.83, p=.000).

Cronbach's α값은 충성의도 .84, 전환의도 .78로 나타나

측정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수용할 만한 범위에 있음

을 확인하였다.

모바일 고객을 세분화하기 위해 충성의도와 전환의도

의 평균값에 따라 K-mean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군집수를 4개로 고정할 때 집단의 특성을 가

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다. 군집별 충성의도와 전환의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해 분산분석과 사후검증(Duncan test)을 실시하였

다. <Table 3>에서와 같이 군집 1은 충성의도(M=4.12)와

전환의도(M=4.61)가 가장 강한 반면, 군집 3은 충성의도

가 가장 약하지만(M=2.74) 전환의도(M=4.54)가 매우 높

았으며, 군집 4는 전환의도가 가장 약한 것(M=3.60)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1(24.73%)은 충성의도와

전환의도가 모두 강한 경향을 보여, 집단의 소비자는 특

정 2~3개의 모바일 쇼핑 앱에 대한 충성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대안으로 전환하면서 충성하는 패턴을

갖는 “분할 충성고객”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군집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Category n %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265 48.2

Usage Period of

Social Commerce App

less than 1 year 74 13.5

Female 285 51.8 1-3 years 244 44.4

Age

20's 187 34.0 3-5 years 184 33.5

30's 177 32.2 More than 5 years 48 08.7

40's 186 33.8

Visit Frequency in

Social Commerce App

More than once a day 243 44.2

Marital

Status

Single 260 47.3 3-4 times a week 162 29.5

Married 290 52.7 1-2 times a week 108 19.6

Occupation

Students 57 10.4 1-2 times a month 37 06.7

Office workers 285 51.8

Purchase Frequency of

Fashion Items in

Social Commerce App

More than once a week 202 36.7

Professionals 63 11.5 1-2 times a month 293 53.3

Service & Manufacturing 75 13.6
1 time for 2-3 months 55 10.0

Unemployed/House wives 70 12.7

Table 2. Factor analysis of loyalty intentions and switching intentions

Factor

name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Loyalty

Intentions

I intend to recommend this mobile app to someone who seeks

my advice. 
.86

2.83
40.37

(40.37)
.84

I encourage friends and others to use this mobile app. .86

I believe that this is my favorite mobile app for shopping. .84

When I need to make a purchase, this mobile app is my first

choice.
.80

Switching

Intentions

I intend to use the other shopping apps that offer better products

and services.
.85

2.09
29.83

(70.20)
.78I intend to search for information on this mobile app as well as

the other apps.
.83

I have an intent to shop several mobile apps alternately.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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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하게 다른 군집에 비해 충성의도는 높은 반면, 전

환의도는 군집 1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M=3.81)을

보였다. 이 집단은 한 개의 쇼핑 앱에 충성의도가 높은

동시에 다른 더 좋은 대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경

향을 보여 Dick and Basu(1994)가 제시한 “잠재적 충성

고객”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30.55%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군집 3(13.82%)은 다른 군집에 비해 전

환의도가 매우 높은 반면 충성의도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여 “전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의 경우 전환

의도는 다른 집단보다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나 군집 1,

2보다는 낮은 충성의도를 보이므로 순수한 충성고객으

로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모바일상 다른

소셜커머스 앱으로 전환의지가 없고 습관적으로 반복

해서 이용하는 “습관적 충성고객”로 명명하였고,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30.91%)을 보였다.

세분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별(χ
2
=.58, p=.902), 연령(F=1.16, p=.324), 학력(χ

2
=

10.89, p=.283), 직업(χ
2
=10.51, p=.571), 월평균 가계소득

(χ
2
=15.57, p=.212), 월평균 의복지출비(χ

2
=15.89, p=.069)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바일 소셜

커머스 앱에 대한 충성의도와 전환의도에 의한 세분시

장별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가 없음을 보이는데, 이는

최근 소셜커머스 주 사용자가 20대에서 30~40대로 확대

되어 사용자의 연령이 고르게 분포됨에 따라(An, 2016),

모바일 소셜커머스 시장의 인구통계적 차이가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모바일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세분집단별 차이

분석

소비자 세분집단별 서비스 품질 지각과 전환비용에 대

한 차이를 검증하기에 앞서, 다항목 척도인 각 변인의 하

위차원을 밝히고 측정항목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고자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배리맥스 회전)

을 실시하였다. 공통성 .60 이하와 요인부하량 .60 이하

인 문항을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최종 요인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측정의 타당도 및 신뢰도 평가

모바일 소셜커머스 앱 사용맥락에서 지각된 서비스 품

질은 아이겐값 1.00을 기준으로 <Table 4>와 같이 총 8개

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총 분산설명력=73.94%). Para-

suraman et al.(2005)이 제시한 효율성 요인은 본 연구에

서 메뉴이동이나 정보구성 등과 관련된 사용의 효율성

(efficacy)과 용이성(ease of use)으로 구분되었으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보상은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

어 민감하게 대응하는 반응성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모

바일 앱 성능과 관련된 시스템 이용가능성(system avail-

ability), 주문 및 배송과 관련된 주문 처리(fulfillment),

고객정보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privacy), 서비스

연결(service contact)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차원으로 추

출되었다. 소셜커머스 앱 화면의 디자인이나 구성과 관

련된 문항은 앱 디자인(app design)으로 명명하였다.

전환장벽에 관한 측정항목을 요인분석한 결과<Table

5>, 아이겐값 1.00 이상에서 재무적 비용, 절차적 비용,

가상관계, 대안매력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총 분산

설명력=71.62%). 요인부하량은 .74~.87의 범위에 있고,

신뢰도는 .74 이상으로 각 요인의 측정항목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 요인별 산출된 평균치를

차후분석에 사용하였다.

2) 세분집단별 서비스 품질 지각 차이

세분집단별 서비스 품질 지각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 품질 지각은 집

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분할 충성집단에

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모바일 앱의 서비스

품질을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잠재 충성집단은 분할 충성집단과 유사하게 5개의

Table 3. Cluster analysis by loyalty intention and switching intention

Variables

Cluster 1

Split-Loyals

(n=136)

Cluster 2

Latent Loyals 

(n=168) 

Cluster 3

Switchers

(n=76)

Cluster 4

Habitual Loyals

(n=170)

F

Loyalty Intention 4.12 (0.45) A 4.04 (0.31) A 2.74 (0.49) C 3.21 (0.28) B 367.96***

Switching Intention 4.61 (0.29) A 3.81 (0.28) B 4.54 (0.36) A 3.60 (0.43) C 293.68***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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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요인(효율성, 앱 디자인, 사용용이성, 개인

정보보호, 반응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주문 처리, 시

스템 이용가능성, 서비스 연결 요인이 다소 낮게 평가되

었다. 전환집단과 습관적 충성집단은 서비스 품질을 낮

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전환집단의 경우 개

인정보보호나 반응성에서는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세분집단별 전환장벽의 차이

소비자 세분집단별 전환장벽에 대한 지각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

다. 분할 충성집단과 잠재 충성집단은 재무적 비용, 절

Table 4. Factor analysis of perceived service quality in social commerce apps

Factor

name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Fulfillment

This app makes items available for delivery within a suit-

able time frame.
.83

3.05
12.20

(12.20)
.87

This app quickly delivers what I order. .78

This app makes accurate promises about delivery of prod-

ucts.
.77

This app delivers orders when promised. .75

Responsiveness

This app compensates me for problems when it creates. .77

2.85
11.39

(23.59)
.86

This app tells me what to do if my transaction is not proc-

essed.
.76

This app compensates me when what I ordered doesn't arrive

on time.
.76

This app takes care of problems promptly. .68

App Design

Layout of this app is coherent. .73

2.75
11.00

(34.60)
.80

I like the design and font style of this app. .70

Overall, image or design for this app is harmonious. .70

This app is easy to read the contents posted on it. .67

Privacy

This app does not share my personal information with others. .80

2.28
09.14

(43.73)
.85

This app protects information about my mobile shopping

behavior.
.77

This app protects information about my credit card. .75

Ease of Use

This app is simple to use. .83

2.13
08.51

(52.24)
.81I can learn easily how to use this app for shopping. .76

This app enables me to get on to it quickly. .65

Efficiency

This app makes it easy to find what I need to shop. .79

2.08
08.34

(60.57)
.82This app makes it easy to get anywhere on the pages. .71

Information on this app is well organized. .70

Service

Contact

This app offers the ability to speak to a live person if there

is a problem.
.83

1.75
06.99

(67.56)
.86

This app has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available. .82

System

Availability

This app does not crash. .80
1.60

06.38

(73.94)
.79

Pages on this app do not freeze after I enter my order. .79

Total % of variance=73.94 (KMO=.93; Bartlett's test χ
2
=7396.63,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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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비용, 가상관계를 높게 인지하여 충성고객은 비교

적 전환장벽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에 전환집단은 전반적으로 전환장벽을 가장 낮게 인식

하였다. 흥미롭게도 대안매력은 습관적 충성집단보다

분할 충성집단과 전환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값을 보임으로써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대안이

Table 5. Factor analysis of switching barriers

Factor

name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Virtual

Relationship

This app's company takes care of the customers. .84

2.75
21.13

(21.13)
.84

I feel trust in the services provided by this app. .83

I am attached to this shopping app's company. .82

I feel like a bonding with this app's users. .74

Financial

Cost

If I change the shopping apps, I am afraid that I will lose

the benefits I enjoy of being a loyal customer.
.87

2.36
18.16

(39.29)
.86

I worry about switching to another shopping apps because

of monetary loss.
.83

I am fear to lose my points or mileage accumulated with my

service provider if I switch.
.81

Procedural

Cost

There are a lot of procedures involved in switching to a new

shopping app.
.84

2.20
16.95

(56.25)
.81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finding new shopping apps. .83

It would be a hassle to register membership procedure to a

new shopping app.
.80

Alternative

Attractiveness

There are another shopping apps to provide better discount

benefits and/or events.
.85

2.00
15.37

(71.62)
.74

Compared to the company of this app, there are other shop-

ping apps with which I would be more satisfied.
.80

I would probably be happy with the services of the other

shopping apps.
.77

Total % of variance=71.62 (KMO=.82; Bartlett's test χ
2
=3008.68, p=.000)

Table 6. The result of ANOVA of perceived service quality among four segments

Service quality factors

Cluster 1

Split-Loyals

(n=136)

Cluster 2

Latent Loyals 

(n=168) 

Cluster 3

Switchers

(n=76)

Cluster 4

Habitual Loyals

(n=170)

F

Efficiency 4.08 (0.56) A 3.99 (0.43) A 3.51 (0.58)  B 3.55 (0.54) B 41.37***

App Design 3.96 (0.56) A 3.87 (0.42) A 3.30 (0.56) B 3.42 (0.46) B 52.80***

Ease of Use 4.13 (0.53) A 4.00 (0.54) A 3.59 (0.64) B 3.52 (0.52) B 41.94***

System Availability 3.90 (0.81) A 3.71 (0.62) B 3.16 (0.77) C 3.29 (0.60) C 31.43***

Fulfillment 4.19 (0.60) A 3.96 (0.58) B 3.55 (0.58) C 3.51 (0.57) C 42.96***

Privacy 3.70 (0.77) A 3.63 (0.60) A 2.79 (0.55) C 3.19 (0.52) B 50.34***

Responsiveness 3.78 (0.75) A 3.63 (0.61) A 2.86 (0.55) C 3.21 (0.50) B 50.21***

Service Contact 4.12 (0.66) A 3.86 (0.56) B 3.39 (0.78) C 3.38 (0.59) C 44.00***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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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습관적 충성집단은 대안매력은 낮게 인지하나 절

소셜커머스차적 비용은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임으

로써 전환장벽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Aa-

ker(1991)가 제시한 습관적 구매자 성향을 지지하며, 현

재 사용하는 모바일 소셜커머스 앱에 만족도가 높지 않

을지라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간을 투자할 만큼

다른 쇼핑 앱 대안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해 한 가지

쇼핑 앱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으로 파악된다.

3. 세분집단별 서비스 품질과 전환장벽 요인이 충

성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분집단별 소셜커머스 앱의 지각된 서비스 품질과 전

환장벽 요소가 충성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8개의 서비스 품질 요인과 4개의 전환장벽 요인을 독립

변수로, 충성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집단별로 분리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예측하

기 위한 최적의 회귀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Seong, 2012).

<Table 8>과 같이 지각된 서비스 품질과 전환장벽은 부

분적으로 충성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변인으

로 나타났다.

먼저 분열 충성집단의 경우, 서비스 품질 요인에서는

앱 디자인 요소만이 충성의도에 영향을 미쳤고, 전환장

벽에서는 가상관계와 대안매력이 충성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F=35.74, p<.001; Adjusted R
2
=.43). 이는 제

한된 모바일 앱 환경에서 레이아웃이나 이미지, 읽기 쉬

운 화면구성 등의 디자인 요소가 고객이 앱을 반복적으

로 이용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온라인 쇼핑맥락에서 디자인 요소는 쾌락적 가치와

관련되어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며(Lee, 2013), 쾌락

적 가치가 긍정적 평가와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바와 같

이(Babin et al., 1994), 분열 충성집단이 다른 유형의 충

성집단에 비해 서비스 품질 중 디자인 요소를 상대적으

로 높게 평가한 것이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열 충성집단과 쾌락적 쇼핑 성향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전환장벽 요소인 가상관계가 충성의도에 정적효

과(β=.48, p<.001)를 보이고 있어 가상관계는 다른 쇼핑

앱으로의 전환을 줄이는 동시에 한 개의 쇼핑 앱을 지속

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잠재 충성집단에서는 3개의 서비스 품질 요인(효율성,

앱 디자인, 개인정보보호)과 전환장벽 중 가상관계가 충

성의도를 증가시키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전환

장벽 요소와 관련하여 가상관계는 충성의도에 정적효과

(β=.30, p<.001)를 갖는 반면, 대안매력은 부적효과(β=

−.23, p<.001)를 보임으로써(F=23.12, p<.001, Adjusted

R
2
=.39), 대안매력은 잠재 충성고객이 다른 더 좋은 대안

의 쇼핑 앱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잠

재적 충성고객의 충성의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는 모바일 가상공간에서 소셜커머스 앱에 대한 강한 신

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쇼핑의 효율성, 화면구성 및 디자인, 개

인정보보호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

일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전환집단에서는 지각된 서비스 품질 요인 중 사

용용이성(β=.32, p<.01), 개인정보보호(β=.24, p<.05) 요

인이 충성의도를 증가시키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전환장벽에 있어서 가상관계(β=.37, p<.001)는 충성의도

에 정적효과를 보이는 반면에 대안매력은 충성의도에 부

적효과(β=−.20, p<.05)를 보였다(F=16.77, p<.001, Adj-

usted R
2
=.45). 특히, 가상관계의 회귀계수가 가장 높은 것

Table 7. The result of ANOVA of switching barriers among four segments

Switching barrier factors

Cluster 1

Split-Loyals

(n=136)

Cluster 2

Latent Loyals 

(n=168) 

Cluster 3

Switchers

(n=76)

Cluster 4

Habitual Loyals

(n=170)

F

Financial Cost 3.16 (1.07) A 3.10 (0.80) AB 2.41 (0.90) C 2.87 (0.69) B 015.01***

Procedural Cost 3.27 (0.95) A 3.34 (0.70) AB 2.75 (0.93) B 3.15 (0.58) A 011.26***

 Virtual Relationship 3.84 (0.65) A 3.80 (0.46) AB 2.71 (0.52) C 3.13 (0.40) B 130.16***

Alternative Attractiveness 3.42 (0.70) A 3.37 (0.64) AB 3.53 (0.52) A 3.26 (0.45) B 004.15***

**p<.01,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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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전환성향이 높은

고객을 충성고객으로 유지하는데 가상관계에 대한 손

실비용이 중요한 전환장벽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습관적 충성집단은 서비스 품질 요인 중 서비스 연결

과 효율성이 전환장벽 요인인 가상관계나 재정적 비용

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습관적 충성

집단의 충성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낮은 편이다(F=11.85,

p<.001, Adjusted R
2
=.24).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습관적

충성집단의 차이점은 서비스 품질 중 서비스 연결, 전환

장벽 중 재정적 비용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의사소통을 통한 고객 서비스와 장기고객 우대

의 경제적 혜택이 습관적 이용자의 충성의도를 증가시

키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품질 요소로 효율성, 고객 주

문 처리, 시스템 이용가능성, 개인정보보호(Parasuraman

et al., 2005)나 웹사이트 디자인, 고객 주문 처리/신뢰성

(Wolfinbarger & Gilly, 2003) 등의 요인이 충성도에 유의

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

로 지지하나 충성도를 결정하는 서비스 품질 요인은 세

분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분할 충

성집단, 잠재 충성집단, 전환집단에서는 서비스 품질 요

인보다는 가상관계가 충성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전환장벽으로서 가상관계의 중요성을 강

조한 선행연구(Byeon, 2009; Shin et al., 2008)의 관점이

모바일 맥락에서도 지지되었다. 따라서 모바일 쇼핑 환

경에서 판매자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와의 친밀감이나 신뢰,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고객 관계 관리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소셜커머스 앱 이용고객을 대

상으로 충성의도와 전환의도에 따라 분할 충성집단, 잠

재 충성집단, 전환집단, 습관적 충성집단의 4개의 군집

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충성의도뿐 아니라 전환의도를 근

거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다고 제시한 선행연구를 지

지하고 있다(Dick & Basu, 1994; Gurău, 2012; Yim &

Kannan, 1999). 이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 품질과 고객 충

성도와의 관계이론을 확대 적용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다양한 패턴의 충성행동을 파악하는데 전환의도가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세

분집단별 지각된 서비스 품질 요인과 전환장벽과 관련

된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집단별 차별화된 소셜커머스

고객 관리와 마케팅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분할 충성집단(군집 1)은 충성의도가 가장 높

고, 전환의도 또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이 집

Table 8. Regression results of perceived service quality and switching barriers on loyalty intention in four segments

Independent variables
Split-Loyals Latent Loyals Switchers Habitual Loyals

β t β t β t β t

 Service Quality Factors

Efficiency - - −.22 −2.88*** - - .20 2.76**

App Design −.31 −4.34*** −.19 −2.50*** - - - -

Ease of Use - - - - −.32 −3.62*** - -

Privacy - - −.15 −2.29*** −.24 −2.43*** - -

 Service Contact - - - - - - .22 2.80**

 Switching Barrier Factors

Financial Cost - - - - - - .18 2.49**

Virtual Relationship −.48 −6.55*** −.30 −4.29*** −.37 −3.81*** .19 2.52**

Alternative Attractiveness −.21 −3.16*** −.23 −3.73*** −.20 −2.30*** - -

F 35.74*** 23.12*** 16.77*** 11.85***

R
2

00.44*** 00.41*** 00.48*** 00.26***

 Adjusted R
2

00.43*** 00.39*** 00.45*** 00.2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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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몇 개의 대안을 동시에 고려하며 충성도를 나타내

는 분할된 충성고객의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이 집단

은 전환장벽 요인 중 대안매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모바일상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앱

이외에도 다른 대안의 여러 쇼핑 앱을 같이 이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의류제품군에서 분할 충성

고객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제시한 선

행연구(Gurău, 2012)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소

셜커머스 앱의 충성의도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요소 중

디자인 요소만이 유의하였고, 전환장벽 요인 중 가상관

계를 높게 인지할수록 대안매력을 낮게 인지할수록 충

성의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 충성집

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 앱의 서비스 품질

요소들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앱

의 체계적인 구성이나 깔끔한 레이아웃과 같은 디자인

요소 관리를 통해 충성고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그러나 모바일 쇼핑 시장은 소셜커머스 업계 이

외에도 패션전문몰이나 오픈마켓, 대형유통기업, 패션전

문브랜드까지 다양한 유통업태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

에 다른 쇼핑 앱에 비해 소셜커머스만의 상품구성력 또

는 감성체험을 강화함으로써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잠재 충성집단(군집 2)의 경우 전환의도는 분할 충성집

단이나 전환집단보다 낮지만 전환의도의 평균값이 다소

높은 편이라 특정 서비스 제공자만 독점적으로 선호하는

독점적 충성 혹은 핵심 충성고객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특정 모바일 소셜커머스 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구

매하고 있지만 더 좋은 대안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쇼핑

앱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은 서비스 품

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스템 이용

가능성이나 주문 처리 요인에서 분할 충성집단보다 다

소 낮게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전환장벽 요인 중 가상

관계와 대안매력이 충성의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략적으로 전환장벽 요소를 강화하여 잠재

고객을 충성적 장기고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환집단(군집 3)은 규모는 가장 작으나 전환장벽 요

인을 가장 낮게 인지하고 충성도는 가장 낮으며 전환의

도가 높은 집단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소셜

커머스 앱의 개인정보보호(M=2.79)나 반응성(M=2.86)

에서 낮은 평균값을 보이나 개인정보보호는 사용용이

성과 함께 충성의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커머스 기업에 대한 신뢰가 고

객 만족과 재구매를 상승시킨다는 Sung and Kim(2017)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면서, 전환집단의 경우 서비스 품

질 측면에서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사

용용이성이 높을 때 전환고객을 충성고객으로 유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서비스 제공자와

의 신뢰나 친밀감과 관련된 가상관계비용은 충성의도

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고객 참여를 유

발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며 고객의 불만을 파악하여 대

응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회복 및 고객 관리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습관적 충성집단(군집 4)은 전환의도가 가장 낮고, 습

관적으로 같은 쇼핑 앱을 이용하는 집단으로 파악되었

다. 이 집단의 소셜커머스 앱 서비스 품질 평가는 전환집

단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나, 전환장벽 요인 중 절차적 전

환비용과 가상관계비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습

관적 충성집단은 서비스 품질 요소 중 서비스 연결, 효

율성과 재무적 전환비용에 의해 충성의도가 증가하나

설명력은 낮은 편이다. 특히, 재무적 전환비용은 이 집

단에서 유일하게 충성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습관적 충성집단이 금전적 전환장벽을 높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충성고객 인센티브나 누적 구매빈도에 따른

경제적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함으로써 습관

적 고객을 충성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소셜커머스 업계에서는 VIP 멤버십 프로그램이 오

픈마켓에 비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한 개의 업체에

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Han, 2017). 습관적으로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VIP 정책을 체계화하고 기준을 낮춰 재구매 고객에 대

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바일 소셜커머스 앱 사용자들은

전환장벽 요인 중 재무적 전환비용을 가장 낮게 인지하

였고 절차적 전환비용 또한 높지 않게 나타나 모바일 쇼

핑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서비스 제공자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이나 학습적 비용, 시간적 비용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가상관계

비용이나 대안매력은 높게 인지하였고 이 두 요인은 충

성도에 매우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나, 매력적인 대안

에 노출되기 쉬운 모바일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

가지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형성이 고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모바

일 쇼핑 앱 사용자들의 가상관계비용 지각 정도를 심층

적으로 분석해보고, 특히 VIP 고객과 일반고객이 가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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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벤트 등 모바일 프로모션에 대한 반응 차이가 있

는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패션시장에서 충성행동에 따른 세분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충성고객 확보가 더 어

려워진 모바일 쇼핑 환경에서 충성의도와 전환의도에

따라 모바일 쇼핑 앱 사용자를 세분화하고 집단별 특성

을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모바일 쇼핑 앱 중

소셜커머스 앱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

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

셜커머스 앱을 이용한 패션제품 구매자로 표본을 한정

하여 세분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없으므

로, 추후 관여도, 몰입, 및 쇼핑 성향과 같은 사회 ·심리

적 요소와 소셜커머스 속성을 추가하여 집단 간 특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로 고객의 구매

빈도 및 구매량 등 충성행동의 양적 데이터와 애착과 같

은 감정적 요소를 포함한 시장세분화도 시도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집단별 서비스 품질과 전환장벽, 충성

도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충성집단의 차이를 파악하

였으나 모바일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패션전문브랜드나

오픈마켓, 전문몰 등 다양한 유형의 모바일 쇼핑 앱을 확

대하여 세분집단별 충성의도와 전환의도를 비교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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