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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숙박상품 구매자의 구매결정요인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구매결정요인과 구매의도 영향관계에

서 소셜커머스와 TV홈쇼핑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22년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5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구매결정요인은 신뢰성, 유희성, 편리성, 경제성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는 구매결정요인이 유희성, 신뢰성, 경제성, 편리성의 순으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쳤고, 소셜커머스는 신뢰성, 홈쇼핑은 유희성이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는 제공

되는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에, 홈쇼핑은 얼마나 생동감 있고 즐겨운 방송영상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 숙박상품, 구매경결요인, 구매의도, 소셜커머스, 홈쇼핑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social commerce and 

TV home shopp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rchasing decision factors and the purchasing 

intention of accommodation product buyers. A survey was conducted for 20 days from March 7 to 

March 26, 2022, and 205 copi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urchasing determinants were divided into four factors: reliability, playability, convenience, and 

econom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urchase determinants influenced the 

purchase intention in the order of playability, reliability, economy, and convenience, while social 

commerce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playfulness and home shopping. Social commerce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 terms of persuasion based on the product information provided, and 

consideration of how lively and enjoyable home shopping creates broadcasting videos.

Key Words : Accommodation Product, Purchasing Determinants, Purchase Intention, Social Commerce, 

Home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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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1995년 한국홈쇼핑과 39쇼핑 개국으로 

시작된 국내 TV홈쇼핑 시장은 오늘날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TV홈쇼핑은 상품판매를 위한 유통의 흐름

을 오프라인 유통경로에서 매스컴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TV에서의 상품을 시각화함으로써 소

비자에게 대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였다[1].   

2000년대 초 양방향 디지털TV 방송이 등장하면서 

TV홈쇼핑 시장에 새로운 변화 나타났다. 쇼호스트의 등

장은 새로운 형태의 홈쇼핑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의 TV홈쇼핑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방송사, 통신사, 금융

기관들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2]. 현재에 이르러 홈

쇼핑 채널은 기존의 TV홈쇼핑, T커머스 쇼핑채널, 유사

쇼핑 채널을 모두 합하여 17개가 운영되고 있다[3].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의 등장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

하면서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숙박상품의 유

통과 마케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변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소셜커머스와 OTA 

(Online Travel Agency)의 형태가 등장되었고, 최근에

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과 같은 ICT 기반의 온라인 플랫

폼을 이용한 여행서비스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4].

코로나19(COVID-19)가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

로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단계별로 개인 활동 방역수칙과 

모임 및 행사, 집회 등의 시간과 인원제한을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 

났다. 특히 소비 트랜드가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으로 구입하는 언택트(Untact) 소비가 일상화 되었다[5].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

하면서 집 안에서 문화, 휴식, 취미나 레저 활동을 즐기며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이뤄지는 홈코노미(Homeconomy)

소비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COVID-19로 장기간 여행 

등을 가지 못하면서 그 비용을 인테리어나 전자제품, 명

품 등에 소비하여 관련된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였다[6].

홈쇼핑의 경우, COVID-19의 영향으로 매출과 수익

성 모두가 증가한 유통 경로이다. COVID-19의 장기화

로 2019년 대비 2020년의 모든 TV홈쇼핑사의 매출이 

성장하였고, 여행상풍과 숙박상품 판매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3]. 

소셜커머스의 경우는 발 빠른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

내 시장에는 슈퍼 앱 전략, 세계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솔

루션 확장이라는 전략을 통하여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개선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접촉방식의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면서 국내 숙박 수셜커

머스는 급격하게 성장하였다[7].

TV홈쇼핑과 소셜커머스에 다수의 숙박상품이 판매되

고 있다. 다양한 소비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상품 다양화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이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었다[8]. 숙박상

품은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구매결정과정에

서의 선택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이 나타날 수 있음에

도 숙박상품 구매자의 구매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바탕

으로 소비자들의 구매결정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숙박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인식하는 구매결정요인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과 구매결정요인과 구매의도 영향관계에서 소셜커머스

와 TV홈쇼핑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소셜커머스와 홈쇼핑 관련 업계에서 소비자의 구매를 유

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홈쇼핑과 소셜커머스

홈쇼핑은 TV방송과 유통이 하나로 결합된 융복합 산

업으로, 방송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판매자나 유통

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판매와 홍보를 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싶을 시 제공받은 정보와 홍보를 기초

로 하여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10]. 홈쇼핑은 중

간 유통을 생략하고 판매자는 직접 상품에 대한 홍보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저렴

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11]. 

홈쇼핑은 방송측면에서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공익성, 신

뢰성, 높은 수준의 브랜드 가치를 갖추어야 한다[12]. 유

통측면에서는 홈쇼핑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은 상품에 대한 홍보와 광고를 전담하고, 중간유통

을을 생략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유통구

조를 가진다[13].

소셜커머스는 온라인상에서 제품나 서비스를 사고파

는 상거래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인맥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e-commerce로 정의할 

수 있다[14]. 또한 소셜커머스는 SNS를 기반으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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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상거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용자의 참여가 

증가되었고, 상거래가 온라인에서부터 오프라인까지 영

역이 확장되고 있다[15]. 소셜커머스는 SNS를 통하여 동

일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 정보를 통

하여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16]. 

소셜커머스의 특성은 한정된 기간에 할인된 가격으로 최

대한의 매출을 극대화하며,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소셜커머스 상품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셜커머

스의 이용 동기 또는 특성 요인으로 정보성, 상품 다양

성, 경제성, 편의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17].

2.2 구매결정요인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행동

으로 옮기고자 할 상품정보탐색, 대체상품평가, 실제 구

매, 이용후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

한 소비자의 행동은 소비자 개개인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으며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8]. 이처럼 상품 구매에 있어 소바

자의 구매결정에 도움을 주는 외적요인인 가격, 품질, 디

자인, 브랜드와 내적요인인 상품 이미지, 고객 성향 등을 

토대로 평가와 비교를 위한 기준을 구매결정요인이라고 

한다[19]. 

소비자의 성향에 따른 개인적이 특성은 구매행동, 구

매점포, 인구통계적 특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구매결정요인은 소비자의 유형과 구매행동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된다.

2.3 구매의도

구매의도는 소비자가 앞으로 어떤 것을 구매할 것인가

에 대한 의도로, 소비자가 구매와 관련된 특정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외부로 표줄되는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 즉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계획된 미래행동으로 태도

나 신념이 행위로 옮겨질 확률이다[21]. 구매의도는 앞으

로 소비자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순

수한 형태이며,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기 위

한 구매의사 결정의 대표적인 선행연수이다. 

3. 조사 설계 

3.1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숙박상품 구매자의 구매결정요인이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숙박상품의 유통경로인 소셜

커머스와 홈쇼핑에 따라 구매결정요인이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고자 아래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숙박상품 구매자의 구매결정요인이 구매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숙박상품 구매자의 구매결정요인이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소셜커머스와 홈쇼핑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측정도구 

구매결정요인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

에 있어 구매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기준으로 정의하고, 

김성조[9], 유익상[18], 이유나·이희찬[19] 연구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에 합당하게 수정·보

완하여 18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구매의도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의 가치관나 행동에 따라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고, Fishbein &  Ajzen[20], 

이현진·이진명[21] 등의 연구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합당하게 수정·보완하여 5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문항은 5점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소셜커머스와 홈쇼핑

을 통하여 숙박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220부를 배포하여 211부를 회수하였고, 불성

실한 응답자 6부를 제외한 205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

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자료는 코딩 이후 SPSS 2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 대상인표본

의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을 위한 빈도분석, 구매결정요

인과 구매의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구매결

정요인과 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 확인을 위한 다중회귀

분석, 소셜커머스와 홈쇼핑에 따른 구매결정요인과 구매

의도 간의 영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과 

Chow -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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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4.1 표본의 인구통계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205명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으로

는, 먼저 성별은 남자 119명(57.9%), 여성 86명(42.1%)

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30대가 57명(27.6%), 40대 51명

(24.7%), 20대 41명(19.8%), 50대 36명(17.5%), 60대

이상 11명(5.3%), 20대미만 9명(4.4%)의 순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학력은 대졸 98명(47.7%), 전문대졸 61명

(29.7%), 대학원이상 24명(11.8%), 고졸 22명(10.7%)으

로 나타났고, 직업은 회사원 55명(26.9%), 자영업 46명

(22.3%), 공무원 31명(15.1%), 학생 28명(13.6%), 전문

직 19명(9.3%), 주부 15명(7.2%), 기타 11명(52%)의 순

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대 50명(24.4%), 

400만원대 41명(19.8%), 300만원대 36명(17.5%), 100

만원대 34명(16.8%), 500만원이상 25명(12.1%), 100만

원미만 19명(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숙박상

품 구매경로는 소셜커머스 117명(67.1%), 홈쇼핑 88명

(32.9%)으로 나타났다. 

4.2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연구의 각 변수에 대하여 요인을 구분하기 위한 주성

분 분석을 기반으로 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회전은 Varimax를 이용했다. 구매결정요인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Kaiser-Meyet-Olkin 값은 0.884로 요인분석 적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유값이 1.0 이상인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누적분산 값도 60%를 넘는 67.163%으로 

요인분석의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분석

에 의해 구분되어진 구매결정요인의 요인명은 신뢰성, 

유희성, 편리성, 경제성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구매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하나로 나

타났으며, 누적분산 값은 68.464%, KMO=0.850으로 

요인분석 적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단일요인으로 나타난 

요인의 이름을 을 구매의도로 명명하였다.

Factor name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Cronbach’s 
ɑ

Purchase 
Intention
(2.541, 

68.464)a

- Willingness to purchase
- Solicitation to purchase
- Willingness to repurchase

.861

.815

.743
.805

a: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b: X2=377.276, df=41, p=.000

Table 2. Factor analysis of the Purchase Intention

4.3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매결정요인과 구매의도의 영향관계

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는 Table 3와 같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결정요인에 대한 회귀식은 

F=110.219(p<.001)로 통계상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R2

는 54.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회귀식에 의한 구매

의도의 회귀계수에 대한 t검정 결과, 구매결정요인 중 신

뢰성, 유희성, 경제성, 편리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침으

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Purchasing 
Determinants

purchase intention

β t-value Tolerance VIF

Reliability .481 13.602*** .955 1.226

Playability .496 14.046*** .817 1.011

Convenience .159 4.443**
.827 1.273

Economics .253 7.057*** .947 1.241

R2=.549, Adjusted R2=.544, 
F값=110.219***

*p<0.05, **p<0.01, ***p<0.001

Table 3.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 name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Cronbach’
s ɑ

Reliability

(3.418, 
20.015)a

- Secure security system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Prompt reply
- Community bulletin board
- Accurate product information

.892

.876

.770

.736

.691

.878

Playability
(2.847,
18.297)

- Accommodation Site Interest
- Various contents

- Interesting event
- Differentiation of membership
- Application and site execution 

speed

.829

.794

.762
725
.686

.856

Convenience

(2.414,
14.120)

- Reservation process
- Various payment methods

- Easy information search
- Ease of use procedure

.861

.845

.776

.716

.898

Economics
(1.715,
12.994)

- Application of discount 
coupons

- Various promotions
- Price comparison presentation

- Mileage accumulation

.881

.820

.760

.688

.854

a: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b: X2=3156,232 df=92, p=.000

Table 1. Factor analysis of the Purchasing Determi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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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숙박상품 구매경로인 소셜커머스와 홈쇼핑

에 따라 구매자자가 인식하는 구매결정요인이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먼저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집단과 홍쇼핑을 통

해 구매한 집단을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Table 4,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Purchasing 
Determinants

purchase intention

β t-value Tolerance VIF

Reliability .656 10.214**
.951 1.526

Playability .289 4.651**
.717 1.018

Convenience .089 1.517 .727 1.327

Economics .193 3.001**
.894 1.254

R2=.401, Adjusted R2=.387, 
F값=38.981***

*p<.05, **p<.01,  ***p<.001 

Table 4. Social Commerce

Purchasing 
Determinants

purchase intention

β t-value Tolerance VIF

Reliability .301 6.499***
.951 1.526

Playability .621 14.102***
.717 1.018

Convenience .179 4.064** .727 1.327

Economics .275 5.945*** .894 1.254

R2=.659, Adjusted R2=.652, 

F값=89.252***

*p<.05, **p<.01,  ***p<.001 

Table 5. Home Shopping

Chow-test는 상이한 두 집단을 회귀분석으로 나타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F통계량을 통하여 그 차이를 판단한다[22].

F=
{SC-(S1-S2)}

÷
S1+S2

k n1+n2-2k

SC=전체집단 잔차평균제곱:157.847, k=집단의 수: 2

S1=소셜커머스 잔차평균제곱: 75.219, n1=S1 표본수: 117
S2=홈쇼핑 잔차평균제곱: 69.143, n2=S2 표본수: 88 

위의 식에 따른 분석결과, F통계량(α=.05)에서 자유

도 2와 세로 자유도 ∞에서 교차지점의 F값이 8.212로 

판단기준점이 교차지점 Fobs의 값 2.37보다  크기 때문

에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숙박상품 구매자의 구매결정

요인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셜커머스와 홈쇼핑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와 홈쇼핑을 통하여 숙박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매결정요인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매결정요인과 구매의도 간의 관계에

서 소셜커머스와 홈쇼핑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 후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첫째, 구매결정요인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결정요인 중 유희성, 신뢰성이 구

매의도 간에 높은 영향 관계를 보였다. 이는 숙박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와 이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매자들에게 호

감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

며, 이를 보증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

각된다.

둘째, 구매결정요인과 구매의도 간의 영향 관계에서 

소셜커머스와 홈쇼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숙박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

은 신뢰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으며, 홈쇼핑을 통하

여 숙박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유희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커

머스와 홈쇼핑의 매체 특징에서 기반한다고 할 수 있겠

다. 소셜커머스의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구매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구매자 제시된 상품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신

뢰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

할 때 제공된다고 공지되는 것들을 얼마나 구매자들이 

믿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상품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홈쇼핑의 경우는 방송이라는 특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쇼호스트들이 실제 호텔을 이용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장면을 보여주며 당시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설명함으로 구매자들의 구매의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

므로 셀제 호텔을 경험하는 쇼호스트들의 즐거움에 유혹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촬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소셜커머스와 홈쇼핑의 특징을 고려하여 상품을 설명하

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마케팅 상 중요한 부분임을 인

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한계점으로는 설문의 대

상이 실제 구매를 통하여 숙박상품을 경험한 이후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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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품정보에 대한 구매의도보다 

오히려 상품 경험에 따른 만족도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소셜커머스와 홈쇼핑 정보를 확인

하고 구매의도가 나타나는지 실험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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