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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단기간에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일종의 공동구매 형식인 국내 소셜커머스는 일

정 기간에 일정한 인원 이상의 구매가 성립되면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를 잘 활용하면

평균 50% 가량의 할인율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다. 또한 판매업체들은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들

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소셜커

머스 시장참여자들이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관리, 불합리한 환불규

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김윤화, 

2011).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를 이용

할 때에 허위광고, 쿠폰차별 등 위험요인들을 지

각하고 있다. 소셜커머스와 같이 최신 정보기술

의 수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지각된 위험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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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손경희와 이현

규, 2003; Crespo et al., 2009; Gewald and 

Dibbern, 2009; Lee, 2009), 소비자들이 지각하

고 있는 위험을 파악함으로써 최신 정보기술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을 알 수 있다. 지각

된 위험에 대한 연구들은 Jacoby and 

Kaplan(1972)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들을 토대

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지각된 위험을 연구하였다. 소셜커머

스는 소셜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의 생각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소셜커머스의

구매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 스스로 심리적인 불

안을느낄수있다. 그러므로본연구는소셜커머

스의 지각된 위험을 사회적 위험과 심리적 위험

으로 살펴볼 것이다. 

소셜커머스는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위험요인

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자상거래와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존의 가격

과는 차별되는 파격적인 할인가로 언제 어디서

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셜네트워크를 통하여 친

구, 지인,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후에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소셜커머스 이용자

들은 소비자 스스로 또는 소셜네트워크 상의 타

인에 의해 소셜커머스 쇼핑에 대한 동기를 부여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쇼핑 동기를 살펴볼 것이며 이를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분류할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소셜커머스는 구

매자들에게 새로운 소비문화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기존의 전자상거래와

는달리 일정수이상의소비자들이모였을 때에

할인구매가 가능한 커머스를 의미한다. 소비자

의 인맥과 입소문을 활용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집단의 형태로 모이면 소비자들은 할

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즉, 개인

주의 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비

자일수록 소셜커머스에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소셜커머스에서의 지각

된 위험과 쇼핑 동기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각

된 위험과 구매의도와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

다. 둘째, 소셜커머스 쇼핑 동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

비자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소셜커머스의 지

각된 위험과 쇼핑 동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Ⅱ. 선행연구
2.1 소셜커머스 개념과 유형

소셜커머스는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

상거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이다

(Marsden, 2011). 소셜커머스는 소셜미디어의 사

용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프로모션, 

소셜미디어마케팅등을위한솔루션으로부각되

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다양한 마케팅 기회를 제

공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비즈니스, 소매상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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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Marsden, 2011.

<그림 1> 소셜커머스 정의

소셜커머스는 기존의 e-커머스와 차이가 있

다. 기존 e-커머스에서 소비자는 개인에 불과하

지만 소셜커머스에서의 소비자는 판매자이자 구

매자로서 다른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소비자의 경험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실시

간 공유함으로써 다른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소셜커머스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셜링크형은

커머스 사이트에서 소셜네트워크로 이동할 수

있는버튼형식의링크를 게재하는 방식이며, 자

신의 소셜네트워크에웹문서가 그대로복사되어

게시물로 생성되게 하는 형식이다. 둘째, 소셜웹

형은 커머스 사이트 안에서 소셜네트워크의 기

능을 구현해주는 방식이며 커머스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소비자의 구매, 평가, 리뷰등의활동

이 소비자의 소셜네트워크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친구들과 공유된다. 셋째, 공동구매형은 제품별

로정한 최소구매수량이달성되면엄청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친구들을 공동

구매에참여시키게한다. 그루폰, 위폰등이대표

적인 사례이며, 국내 소셜커머스는 대부분 공동

구매형에속한다. 넷째, 오프라인 연동형은오프

라인 공간을 네트워킹이 가능한 단말기로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시키는 유형이다(김철환, 

2010). 

2.2 소셜커머스 현황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 3월 14일 위

폰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기준약 232개의 업

체가 소셜커머스 업체로 등록되는 등의폭발적

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매출액 규모는

2010년 10월 기준 월 매출액 약 95억 원에서

2011년 3월 월 매출액 640억 원을 넘어섰으며

2012년에는 시장규모가 7,000억 원에서 8,000

억원에 이를 것으로추정된다. 2011년 3월 기준

으로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 프라이스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

며, 대부분이 음식, 카페, 피부미용, 공연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한은경 등, 2011). 

국내 대기업들은 소셜커머스 시장이 크게 성

장할 것으로 보고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하

고 있다. SKT는 ‘초콜릿쿠폰’, 신세계는 ‘해피

바이러스’, 인터파크는 ‘하프타임’, KT는 ‘하이! 

제임스’, 다음은 ‘소셜 쇼핑’, 롯데는 ‘엔젤프라

이스’ 등 자체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

다. 대기업의 소셜커머스 시장진출이 가속화되

고 2011년 미국의 그루폰이 한국에 진출하자 위

기감을 느낀상위 업체들이 과도한 광고마케팅

전략을펼치고있다(김윤화, 2011). 이용자 및구

매자의 사회적 인맥 및 입소문을 활용하여 마케

팅을 하는 것이 소셜커머스 서비스의 본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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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감안할 때에 국내 소셜커머스는 해결해

야할 과제와 함께향후 성장가능성을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셜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연

구들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Rad and 

Benyoucef(2010)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인 개념만을 정의하고

있으며, 김윤화(2011)는 소셜커머스의 시장현

황, 유형, 업체현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구동수(2011)의 연구에서도 소셜커머스의 개념

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소셜커머스의 중요성과 성장가

능성을 제안하면서 소셜커머스의 개념 및 현황

등을 연구하였지만, 소셜커머스 소비자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는못하고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셜커머스의 구매의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2.3 지각된 위험

선행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상거래 기반의 정

보기술을 수용하는데있어, 지각된 위험을 중요

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Cunningham et al., 

2004; Lapointe and Rivard, 2005). 제품 및 서비

스를구매할때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수 있는

지각된 위험의 영향력을줄이기 위하여 고객행

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유형의 지각

된 위험을 측정하였다(Gewald and Dibbern, 

2009). 지각된 위험이란어떤행위의 결과로 발

생하는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Peter and Ryan, 

1976).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초기 연구에서 지

각된 위험은널리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모바일뱅킹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연

구되고 있다(Park et al., 2004; Luo et al., 2010). 

온라인 거래에서 지각된 위험은 두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기술 인프라로 인해

지각하게 되는 IT 사용의 위험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지각하게 되는 상거래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Cho, 2006; Glover and 

Benbasat, 2011).

2.3.1 IT 사용의 위험

지각된 위험은 고객이 지각하는 불확실성의

정도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 Bauer(1960)는 행위적인 위험이

아닌지각된 위험에 관심을 가졌으며, 고객들이

결과에 대한 관심으로 지각된 위험이 나타난다

고 제안하였다. 전통적인 환경에서 지각된 위험

은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의 위

험을 지각된 위험으로 고려하고 있다. 

McFarlan(1981)은 지각된 위험을 소프트웨어

위험으로 고려하였고, 프로젝트 관리자가 지각

하는 위험을 제안하였다. Barki et al.(1993)은 소

프트웨어 위험을 측정하였고, 기업에서 소프트

웨어 관리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위험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Sumner(2000)는 MIS와

ERP 내에서의 지각된 위험을 제안하였고, 

Kliem(2001)은 BPR 프로젝트에서의 지각된 위

험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 지

각된 위험은 시스템 환경에초점을 두고 있으면

주로 기업 내에서 관리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위

험을 측정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시스템

환경이웹환경으로바뀌면서 온라인 환경에서

의 지각된 위험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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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년도) IT 사용의 위험 유형

Bauer(1960) 불확실성, 손실의 중요성

McFarlan(1981) 프로젝트에 대한 지각된 위험

Barki et al.(1993) 기술적인 새로움, 애플리케이션 사이즈, 전문성, 전문기술, 애플리케이션

복잡성, 조직 환경

Sumner(2000) 조직적합성, 기술혼합, 관리구조와전략, 소프트웨어시스템설계, 사용자

참여와 훈련, 기술계획/통합

Kliem(2001) 인적 위험, 관리 위험, 비즈니스 위험, 기술 위험

Cheng et al.(2006) 웹 보안

Cho(2006) 지각된 위험

Gewald and Dibbern(2009) 성과 위험, 재무 위험, 전략 위험, 심리적 위험

<표 1> IT 사용의 위험에 대한 연구

하였다. 온라인 이용 고객 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이웹기반 환경에서 시스템의 특성

으로 인해 위험을지각할수 있다. 즉, 웹환경에

서 소비자들은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

을 지각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정보검색, 문서

다운로드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을 지각할 수

있다. Cho(2006)는 정보중심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정보기술 환경적인 측면에

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인정보 보안, 인터넷

에서중요한정보전송보안, 온라인거래보안을

제안하였다. Gewald and Dibbern(2009)은 비즈

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채택 모델을 제안하였

고독일의뱅킹산업을 대상으로 지각된 위험을

분석하였다. Cheng et al.(2006)은 기술수용모형

을 기반으로 인터넷뱅킹채택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고, 인터넷 뱅킹에서의 지각된 위험으로

온라인 시스템 환경에서의웹보안을 제안하였

다. 

이와 같이, 지각된위험은계속적인관심의대

상이 되어왔으며웹시스템 환경으로 전환되면

서조직내의지각된위험에서웹중심의 지각된

위험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웹보안

에초점을두고있다. 이와관련된연구들을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2.3.2 상거래 위험

고객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

여 품질 또는 가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각된

위험을줄이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지각된

위험 이론에 따르면 고객들은 구매결과에 대하

여잠재적인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으로 인해 위

험을 지각한다는 것이다(Taylor, 1974; Dowling 

and Staelin, 1994). Featherman and 

Pavlou(2002)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

객이 지각하는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들

은위험을성과위험, 재무위험, 시간위험, 심리

적위험, 사회적 위험, 프라이버시위험으로개념

화하고 이러한 위험과 이용 의도와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심리적 위험은 구매 목적

을 성취하지못할 것에서오는 위험을 의미하고, 

사회적위험은제품 또는서비스채택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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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적 그룹안에서 인정받지못할 가능성에

서오는잠재적인 위험을 의미한다. Cocosila et 

al.(2009)은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과 사용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상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사용자들은 심리적

인위험을느낄수있으며, 이러한위험이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한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Crespo et al.(2009)은 심

리적 위험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심리적 위험은 제품이나 서비스

의 구매 과정 또는 구매 후에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 지각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Glover and Benbasat(2011)는 소비자의 온라인

상거래 측면에서 지각된 위험을 재무적 손실 위

험, 시간 손실 위험, 심리적 손실 위험, 사회적

위험, 신체적 위험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을 분

류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측면에서

지각된 위험을 고려하려고 한다. 소셜커머스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회성을포함하고 있는 개념

이므로 사회적 위험이 중요한 관점으로 고려될

수있다. 소비자들은가격측면의 혜택, 즉각적인

쿠폰 다운로드로 인한 시간혜택 등을 고려하여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지만, 한편으로 쿠폰 구매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심리적인 위험을 느

낄 수 있다.

상거래에서 지각된 위험은 제품이나 서비스

를구입한 후에 최대의이익을보기위하여 고객

들이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실수라도줄

이기 위한 것이다. 고객들은 또한 동료, 친구, 가

족등 자신이속한집단의구성원들이구입한제

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

기를 원한다. 즉, 구매한 제품 또는 구매 과정에

따라 타인들의 평가로 인해 사회적 그룹내에서

위험을 느낄 수 있다(Jacoby and Kaplan, 1972). 

기존의많은 연구자들은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에서 고객들이 타인의 평가로 인해 위험을 지각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Featherman 

and Pavlou, 2002; Luo et al., 2010).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 또는 모바일 쇼핑을 한 후에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등이 자신의 쇼핑에 대해긍정

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염려하는 경향

이 있다. Jacoby and Kaplan(1972)은 제품구매

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분류하였으며 사회적 위

험의 중요성을 제안하였고, Lee(2009)는 인터넷

뱅킹에서의 거래를채택할 때에 고객들은 사회

적인 위험을 지각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와같이제품또는서비스구매후또는구매과정

에서 사회적 위험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위험은 모든환경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며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소셜커머스도 시장의급성장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고객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셜커머스에서는 구매 당일 이외에는 환

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에 어긋나

는환불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불만을가질수있

다. 또한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판매 후에

입점업체가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소셜커머스 시장이급성장하면서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업체 간

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시장의 신뢰도가 저하되

었으며 소비자의 변화로 인해 시장 본질이 변화

하기 시작하면서(애드와플사업팀, 2011), 소비

자들은 심리적인 불안감이 형성될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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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년도) 상거래 측면에서 지각된 위험에 대한 분류

Jacoby and 
Kaplan(1972) 전반적인 위험, 성과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 신체적 위험

Featherman and 
Palou(2003)

전반적인 위험, 성과위험, 재무적인 위험, 프라이버시 위험, 시간위험, 심리적인

위험, 사회적인 위험

Cocosila et al.(2009) 재무 위험, 사회적 위험, 프라이버시 위험, 심리적 위험

Crespo et al.(2009) 재무 위험, 성과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위험, 심리적 위험, 프라이버시 위험

Lee(2009) 성과 위험, 사회적 위험, 재무적 위험, 프라이버시 위험, 시간위험, 신체적 위험

Luo et al.(2010) 성과위험, 재무위험, 시간위험, 심리적위험, 사회적위험, 신체적위험, 프라이버

시 위험, 전반적 위험

Glover and 
Benbasat(2011)

재무적인손실위험, 시간손실위험, 심리적인손실위험, 사회적인위험, 신체적인

위험

<표 2> 상거래 위험에 대한 연구

Lim(2003)은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제안하면서

사회적위험은고객측면에서 지각할수있는위

험요인이며, 고객의 쇼핑 행위가 사회 구성원들

에게 받아들여지지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정의하였다. 즉 소셜커머스 사용자들도 친구, 가

족 등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비자의 행동이 받아

들여지지않을 것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을 지각

할수있을것으로보여진다. 그러므로본연구는

소셜커머스의 심리적인 위험과 사회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거래 위험에 대

한 연구들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2.4 쇼핑 동기

쇼핑 동기란개인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쇼핑하려고 하는 동

기를 의미한다. 즉, 최종 목표에 대한 행동의 방

향을지시하고촉진시킬수 있는내적심리인것

이다. 쇼핑 동기는 구매동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인 구매 동기를포함하는 개념이며,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심리적인 특성인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도 포함되어 있다

(Tauber, 1972). 쇼핑동기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가

Tauber(1972)의 연구이다. 

Tauber(1972)는 쇼핑 동기를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구분하였으며 개인적 동기는역

할 수행(role playing), 기분전환(diversion), 자

기만족(self-gratification), 새로운 유행에 대한

학습(learning about new trends), 신체적 활동

(physical activity), 감각적 자극(sensory 

stimulation)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동

기는 사회적 경험(social experiences), 유사한 관

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communication with others having a similar 

interest), 동료 집단의 매력(peer group 

attraction), 신분과 권한(status and authority), 

할인의즐거움(pleasure of bargaining)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쇼핑 동기는 개인이 쇼핑을 하는

의도,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 동료들과 함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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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기를 원하는 마음, 운동 또는 활동하고싶은

욕구, 휴식 시간을 가지려는 욕구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Tauber(1972)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Westbrook and Black(1985)은 쇼핑동기를 기대

되는 효용, 역할수행, 흥정, 선택의 최적화, 타인

과의 관계, 힘과 권위, 자극등으로 분류하였다. 

Arnold and Reynolds(2003)는 쇼핑 동기를 모험

적 쇼핑, 사회적 쇼핑, 쇼핑 동안의 사회화, 타인

속에서의즐거움, 만족 쇼핑, 아이디어 쇼핑, 역

할 쇼핑, 가치 쇼핑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연

구에서 쇼핑 동기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즐거움, 

경험, 만족 등을포함하고있으며, 사회적측면에

서는 사회적 쇼핑, 사회에서 소속감등의 개념들

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쇼핑동기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

서 인터넷쇼핑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는 실정이며(이문봉과 김은정, 2005), 이연

구들이 전통적인 쇼핑 동기 이론들을 기반으로

인터넷쇼핑 동기를 측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인터넷쇼핑동기를잘설명하고있다. 쇼핑에

대한 동기를 연구하는 것은 고객담당 마케터에

게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쇼핑 동기는웹사

이트에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할수 있을뿐만아니라고객들의가치를 향상시

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Parsons, 2002). 그러므로 안정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보원으로서웹사이트에서의 제

품및 서비스에 대한연구를수행할때에는 쇼핑

동기를 고려할 수 있다.  

Cocosila et al.(2009)에 따르면,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정보시스템을초기에 구현하

고자 할 때, 그 시스템을 구현해야하는 동기 부

여또는 동기상실이라는두가지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동기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정보시

스템의 지각된 위험 환경에서 동기를 고려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많은 연구에서도 동기

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

으며, 특히소비자의즐거움, 감각적 기쁨, 미적

즐거움, 여가 활동으로서의 소비를 고려하고 있

는 경험적 관점에서의 개인적 동기를 연구하고

있다(홍금희, 2002). 또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 쇼핑의즐

거움, 구매의즐거움등 다양한 쇼핑동기를밝히

고 있는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다(이지은과 최자

영, 2008). 

반면, 개인적인 동기외에인간의동기가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동

기의 중요성을 반영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외

부환경과 사회적인 결합으로 인해 인간은 사회

에 존재하게 되며, 사회에 있는 집단에 소속되면

서그 집단을사랑하고다른사람의권리를 존중

하는 존재이므로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는 사회

적이라는 측면에서강조하기도 한다(최석인 등, 

2009).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환경 안에서 동

기가 부여되므로 사회적인 동기 차원에서 의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에서의 쇼핑 동기를 개인

적인 동기와 사회적인 동기로 살펴보려고 한다.

2.5 집단주의

문화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정의되고 연구되

어왔으며, 일부의 학자들은 문화를복잡하고 광

범위하게 정의하는 반면(Kluckhohn, 1962), 일

부의 학자들은 단순하게 정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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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Triandis, 1972). Kluckhohn(1962)에 따르면, 

문화는 그룹에서 인간의 특별한 성취를 설명하

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문화는 행위의패턴, 분

명한 행동, 모호한 행동 등을포함하고 있다. 반

면 Hofstede(1997)에 따르면, 한 그룹의멤버또

는 다른 사람과 구분할 때에 마음에서 지각하는

집단주의 성향을 문화로 정의하였으며, 최근 연

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측면(Hofstede, 

1997)에서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근래에 중요한 개념으로 고려되

고 있으며 집단주의 성향이높은 사람들은 그룹

에서 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룹의 목적이

우선이면서 소속감을 가진다(Triandis, 1972). 

많은 연구자들이 집단주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으며, Triandis et al.(1985)은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비전은 타인 중심적

이거나 환경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제

안하였다. Jackson(2006)은 집단주의의 4가지

구성요소를 제안하였으며, 선호, 의존, 관심, 규

범수용, 목표 선호로 분류하였고, 이들 요인들로

집단주의를 설명하였다. Veiga and Floyd(2001)

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집단주의를 설명하였다. 

사회에서 개인주의 성향이강하면 집단주의 사

회에서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게 되며, 반대

로 집단주의 성향이강하면 개인의 정체성이 그

룹속에서확인된다. 이들은 집단주의 성향이강

한 집단일수록 업무성취도가높으며 새로운 IT

의 유용성을 높게 지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rite and Karahanna(2006)는 문화적인 측면에

서 기술수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집단주의 현상

도 문화의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집단주의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인 특

성으로 볼 수 있으며, 집단주의란개인의 목표나

이익보다는 그룹의 목표나 이익이강조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집단주의는 집단 구성원

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인들은높은 집단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

으며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가족이나 친

구들의 결정에 동조를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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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이철, 1991), 집단주의 성향이 제품의 구

매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문

화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소비자들은

여러명이 모여 집단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 공동구매 과정에

서 집단주의는 소비자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한상린과 성형석, 2006). 국내 소셜커

머스 환경은 일종의 공동구매 형태를 가지고 있

으므로 소비자의 집단주의 특성이 중요한 요인

이될수있다. 본연구는소셜커머스를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일정 수량 이상의 제품을

구매해야거래가 이루어지는 소셜커머스는 집단

주의 성향의 영향력이더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소셜커머스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소셜

커머스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할인 쿠폰

을 구매할 때에잠재적인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지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사회적 위험

과 심리적 위험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Tauber(1972)의 연구를 기반으로 소셜커머스에

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쇼핑 동기를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분류하였다. 소셜커머스

에 대한 구매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셜커머

스에대한지각된 위험, 쇼핑동기,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소셜커머스의 지각된

위험, 쇼핑 동기와 구매의도 사이에서 소비자의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사회적 위험이란어떤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또는사용으로인한 위신또는자신의이미지손

실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승렬등, 2006; 

Forsythe and Shi, 2003). 이 정의에 따르면 소셜

커머스 환경에서의 위험은 친구, 가족, 동료들이

소셜커머스 사용에 대한 비호감의 형성으로 지

각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

구에서 사회적 위험을 지각된 위험의 한 종류로

고려하고 있으며(Lim, 2003), 새로운 정보기술

의채택 또는초기단계에서고객들의지식이부

족할 때에 사회적 위험 요인의 중요성을 제안하

고 있다. 동기란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개인 내부

의추동력 또는 목표지향적인 자극을 반영하는

내적요인을말하며(오상훈등, 2008), 다양한 심

리적인내적요인들이 존재할 수있는개인적동

기를 심리적 동기로 보고 있다(Tauber, 1972; 

Parsons, 2002). 소셜커머스 관점에서 쇼핑 동기

는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에서 쇼핑을 하게 하

는 개인적인 추동력을 의미하므로, 소셜커머스

이용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 지

각하게 되는 사회적인 위험과 개인적 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설1-1을 설정하였다.

가설1-1: 소셜커머스의 사회적 위험은 개인적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리적 위험이란개인이 구매 행위로 인해 정

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Lim, 2003), Roselius(1971)는 지각된 위험은

심리적인 주저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불안을

야기시킬 수있으며소비자들이구매를할 때에

지각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고 제안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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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정보시스템채택에 대한 기존의 연구

들은 심리적인 위험을 고려하고 있으며, 스스로

구매목적을 성취하지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으로 인해 심리적인 위험을 지각한다고 제안하

고 있다(Featherman and Pavlou, 2003). 

Persons(2002)는 온라인 쇼핑 동기 중의 하나를

개인적 동기로 보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에서는

비기능적인 동기인 내적 동기 즉 개인적인 매력

측면의 동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제안하고 있으며, Cocosila et al.(2009)은 심

리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의 일종인 내적 동기와

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유무선

인터넷에서의 공동구매 형태를띠고 있는 일종

의 인터넷기반 커머스이므로 제품 또는 서비스

를 구매할 때에 고객들은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개인의 소셜커머

스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2: 소셜커머스의 심리적 위험은 개인적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동기란자기 자신이나 집단 구성원간

의 성과 분배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말하며

(Messick and McClintock, 1968), 사회적 가치

지향등과 같은 상황적요인에의해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 외에서의 사회적 경험

을 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을즐길수도 있고, 

사회적인 동기 요인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도 있다(Kozinets, 1999). 사회적 동기

는 온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욕구인 것이다. Cocosila et 

al.(2009)은 지각된 위험과 동기와의 관계를 증

명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을 지각된 위험으로

살펴보았다. 소셜커머스는 주위사람들의 조언이

나영향력에의해서 구매에 영향을미칠수 있는

환경속에접하게 된다. 즉, 소셜커머스에서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각하게 되는 위험과 타인의 욕구, 관심 등으로

인한 동기 부여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3: 소셜커머스의 사회적 위험은 사회적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동기를 다양한 측면으로 살

펴보고 있으며, Tauber(1972), Parsons(2002)는

쇼핑동기를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분류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사회적 동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동기를 의미하며, 쇼핑환경

에 영향을 받는 동기를 의미한다. Crespo et 

al.(2009)은 인터넷쇼핑 행위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고, 구매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심리적인 위험과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결과에

대해소셜 그룹안에서의인정받지못할것 같은

사회적 위험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Cocosila 

et al.(2009)은 심리적 위험과 동기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으며, 소셜커머스 환경에서 심리적

위험은 소셜커머스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

매하는것이자신의 가치관과맞지않을수 있다

는 불안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들이

소셜커머스 환경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4: 소셜커머스의 심리적 위험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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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의 기술수용모형에서는 구매의도에 대한

연구를 중요한 개념으로 고려하였고(Davis et 

al., 1989), 인터넷쇼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지

각된 위험과 의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제안

하고 있다(Crespo et al., 2009). 모바일뱅킹과 관

련된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험과 의도와의 관계

를 분석하고 있으며(Luo et al., 2010), 또 다른

연구에서도 위험과 의도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정승렬 등, 2007). 이와 같이 초기 단계의

정보기술채택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지각된 위험은 중요한 분야로 다

루어지고 있으며, 특히사회적 위험과 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초기 도입

단계에 있는 정보기술 기반의 커머스이므로, 본

연구는 사회적 위험과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1: 소셜커머스의 사회적 위험은 구매의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리적 위험이란소셜커머스에서의 구매행위

가자기 자신에게맞지않을수 있다는 불안감에

서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기존의 온라인 쇼

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

상이 되어 왔다(Lee, 2009; Gewald and 

Dibbern, 2009). Cocosila et al.(2009)은 새로운

정보시스템 기술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연구하

였고, 심리적 위험과 이용 의도와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Gewald and Dibbern(2009)은 심리적

위험을 지각된 위험 중에 하나로 고려하였고, 비

즈니스 프로세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객

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 지각하게

되는 심리적 위험과 의도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 환경에서 심

리적 위험과 구매의도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

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2: 소셜커머스의 심리적 위험은 구매의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쇼핑 동기라는 개념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

한이용동기및구매동기등다양한측면에서의

의미를 함께포함하는 개념이다. 쇼핑 동기는 쇼

핑을 하게 되는 심리적인 이유이므로 소비자의

구매 방법, 구매 행동, 구매패턴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쇼핑 동기를 파악할필요성이 있다. 많

은 연구에서 쇼핑 동기라는 개념을 다양한 측면

에서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광범위한 측면의 동

기를포함하고 있는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로 쇼핑 동기를 살펴보고 있다(Tauber, 1972; 

Parsons, 2002). Cocosila et al.(2009), 손병호와

이한(2011), 신성욱과 김운한(2011)은 개인적인

측면과사회적인측면의개념을동시에고려하고

있는 동기와 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동

기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 동기는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의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셜커머스는소셜미디어를활용한전자

상거래이므로 소셜커머스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에대한 쇼핑동기가구매의도에영향을미칠것

으로 보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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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1: 소셜커머스의 개인적 동기는 구매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객의 쇼핑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에서는 동기요인을 고려하고 있으며, 동기를 개

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분류하고 있다

(Parsons, 2002). 사회적 동기는 소셜 경험, 커뮤

니케이션, 그룹내에서의 매력, 할인에대한기쁨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Tauber, 1972). 기존의 연

구에서 동기와 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으

며(Cocosila et al., 2009; 손병모와 이한, 2011), 

동기를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분류할 수

있다(Parsons, 2002). 이와 같이 동기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의도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선

행요인이될수 있다. 소셜커머스 환경은 소셜이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객이 타인에 의

해 유발되는 사회적 동기가 소셜커머스에서의

제품및 서비스 구매의도에 영향을미칠수 있으

므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2: 소셜커머스의 사회적 동기는 구매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집단주의는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기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우선으로

생각하는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Hofstede, 

1984). 집단주의는 상이한 문화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에 주요한 개념

이며, 소비자 행동을 설명할하는데에 중요한 변

수로 활용할 수 있다(한상린과 성형석, 2006). 

Srite and Karahanna(2006)는 소비자의 기술수

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개인주의와 집단

주의 성향에 따른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McCoy et al.(2007)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소비

자의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인주의와 집

단주의를 조절변수로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Ozdemir and Hewett(2010)는 문화적인 측면에

서 소비자의 행위의도를 분석하였으며, 터키, 미

국, 태국, 페루, 오스트리아와 같은 다른 문화 환

경에서 집단주의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

한 연구에서 소비자의 행위 의도를 분석하기 위

하여 집단주의 성향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의 집단주의 성향은 소비자

들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족 및 친구들의

동조를 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이철, 

1990). 한국인의 집단주의 구매성향은 온라인

공동구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한상린과 성형

석, 2006),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단주의 성향으

로인해온라인구매태도에영향을미칠수있다. 

소셜커머스는 온라인 공동구매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구매방식의 커머스이며 현

재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소셜커머스

는 일정한 수의 그룹이 형성되었을 때에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한국인의 집단주의 성향을

나타낼수있는구매형태임을알수있다. 그러므

로 집단주의 성향이강한 소비자일수록 소셜커

머스의 구매의도에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집단주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

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1: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소셜커머

스의 사회적 위험은 구매의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소셜커머

스의 심리적 위험은 구매의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3: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소셜커머

스의 개인적 동기는 구매의도에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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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항목 관련연구

사회적

위험

소셜커머스를이용하면서 어떤문제가발생하게 된다면친구나가족 등주위사람들

은 나를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임

소셜커머스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주위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는 편임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친구나 가족 등 주위사람들의 의견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Cocosila et 
al.(2009); 
Crespo et 
al.(2009)

심리적

위험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함

소셜커머스에 대한 생각은 나를 불편하게 만듦

소셜커머스에 대한 생각은 나에게 불필요한 긴장감을 유발함

개인적

동기

소셜커머스는 배경음악, 시각적 자극과 같은 감각적 혜익을 제공해 줌

소셜커머스에서 제품 구매는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줌

소셜커머스는 일상생활로부터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

소셜커머스는 새로운 트렌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 Tauber
(1972); 
Parsons
(2002)

사회적

동기

소셜커머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줌

소셜커머스는자신의관심사에대해다른사람과이야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줌

소셜커머스 이용은 내가 함께하기에열망하는 집단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요구를

반영해 줌

소셜커머스 이용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

구매

의도

소셜커머스에서 자주 구매할 것임

나의 목적을 위해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할 것임

Davis et 
al.(1989); 
Ha and 

Stoel(2009)

집단

주의

만약 친구가 상을 받으면 나도 자랑스러움을 느낌

내 친구의 행복은 나에게 중요함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에게 즐거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하더라도 나의 의무는 나의 가족을 돌보는 것임

Ozdemir and 
Hewett
(2010)

<표 3> 연구변수의 측정항목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4: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소셜커머

스의 사회적 동기는 구매의도에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 사용된 구성개념들에 대한 측정항

목들은 기존 연구들을바탕으로 측정된 항목들

이며, 소셜커머스의 지각된 위험, 쇼핑 동기, 구

매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연구변수의 측정항목과 관련 연구자들을

살펴보았다. 소셜커머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Cocosila et al.(2009)과 Crespo et al.(2009)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항목을 설정하였고 사회적

위험과 심리적 위험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위

험이란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제품 또는 서비

스에 따라 친구, 가족, 직장 동료와 같은 타인들

의평가로인해사회적그룹내지위평가에대한

위험 지각을 의미한다. 심리적 위험이란소셜커

머스에서제품또는 서비스 구매과정또는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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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맞지않을 것이라는

염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소셜커머스에서의 쇼핑 동기는 Tauber(1972)와

Parsons(2002)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고, 개인

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분류하였다. 개인적 동

기란소셜커머스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 또는 구매 후에 자기 자신의감각적 혜익, 

기분 전환, 새로운 경험 등이 소셜커머스에서 쇼

핑하는 동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동기

는소셜커머스에서제품및 서비스구매과정또

는 구매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기회, 다른

사람들로부터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으로

인해 소셜커머스에서 쇼핑하려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셜커머스에서의 구매의도는

Davis et al.(1989)과 Ha and Stoel(2009)의 연구

를 기반으로 측정항목을 구성하였고, 소셜커머

스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주의는 Ozdemir and 

Hewett(2010)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맞

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소비자가 개인보다는 다

른사람과 함께하는것을선호하는경향으로정

의하였다.

Ⅳ.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4.1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구매 경험자들을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본 설문을 수행하기 전에

소셜커머스에서 쿠폰을 구매해 본 20명의 경영

학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예비설문을 수행하

였다. 예비 설문 결과를바탕으로 설문 문항들의

문법적인오류나 설문의 이해도를낮출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수정하였다. LG경제연구원

(2011)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대는 대표적인혁

신소비자이자 소비 트렌드를 선호하는 세대이

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사

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소셜소비자이

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2011)가 20-50대 소비

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셜커머스 활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구에서 20대의 59.6%로

소셜커머스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20대는 소셜소비자로서 대표적

인 집단이면서 소셜커머스 연구에서 가장 적합

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

대의 소셜커머스 구매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

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베이 업체에 의뢰를 하

였으며, 서베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데이터베

이스 설문 대상자들을 기반으로 설문을 수행하

였다.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소셜커머스 구매 경

험을 체크한 후에 설문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서베이 업체에서웹설문을 통하여 설문을 수행

하였다. 27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 15.0과 AMOS 7.0을 이용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남

성이 146명(53.7%), 여성이 126명(46.3%)으로

남성이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셜커머

스에서 구매 품목은 음식점이 114명(41.9%), 미

용/의류가 54명(19.9%), 문화가 34명(12.5%)으

로높은순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소셜커머스에

서의 구매빈도를 보면 6개월에 1회 이하가 158

명(58.1%)으로 상당히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고 다음으로 1개월에 2회 이상이 33명(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은 <표 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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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표준화된

요인적재량
t값 CR AVE 크론바하 알파

사회적 위험

0.821
0.865
0.772

-
14.846
13.547

0.860 0.623 0.859

심리적 위험

0.824
0.948
0.827

-
18.703
16.340

0.901 0.754 0.901

개인적 동기

0.829
0.818
0.514
0.713

-
13.674
8.274
11.968

0.815 0.532 0.812

사회적 동기

0.754
0.886
0.805
0.701

-
14.545
13.380
11.859

0.914 0.623 0.861

구매의도
0.859
0.891

-
15.384 0.867 0.766 0.869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146 53.7
여 126 46.3
합계 272 100

구

매

품

목

음식점 114 41.9 
문화 34 12.5 
미용/의류 54 19.9 
생활/가전 11 4.0 
기타 59 21.7 
합계 272 100.0 

구

매

횟

수

6개월에 1회 이하 158 58.1 
6개월에 2-3회 26 9.6 
3개월에 1-2회 24 8.8 
1개월에 1회 31 11.4 
1개월에 2회 이상 33 12.1 
합계 272 100.0 

<표 4> 응답자의 특성

4.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Cronbach's 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일반적으

로 신뢰도 계수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

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요인들은 모두

0.8 이상이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확

인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

하였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158.413, 

df=86, χ2/df=1.842, GFI=0.932, AGFI=0.893, 

NFI=0.940, CFI=0.971, RMSEA=0.056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 적합도 지수는 모두 적합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구성개념간의 신뢰성과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을 계산하였으며, 개념신

뢰도는 0.8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값은 0.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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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구매의도

사회적 위험 0.820 　 　 　 　

심리적 위험 0.169** 0.868 　 　 　

개인적 동기 -0.321** -0.225** 0.730 　 　

사회적 동기 -0.174** -0.337** 0.384** 0.789　 　

구매의도 -0.167** -0.486** 0.471** 0.468**
　0.875

**p<0.01
대각선에 제시되어 있는 값은 AVE의 제곱근

<표 6> 상관관계분석

<그림 3>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상이므로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이며(<표 5> 참

조), 본 연구의 변수들은 모두 신뢰성과 구성개

념간의타당성이있다고볼수있다. 전체구성개

념간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계수

값과 분산추출값의 제곱근값을 비교하여 평가

하였다.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구매의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

행하였고, 구성 개념들에 대한 평균분산추출값

의 제곱근이 모든요인들의 상관계수값보다 크

게 나타났기 때문에 개념들 간의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표 6> 참조).

4.3 가설검증

본 연구는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가

설을 검증하였으며, 분석된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131.076, df=64, χ2/df=2.048, 

GFI=0.936, AGFI=0.895, NFI=0.943, 

CFI=0.970, RMSEA=0.062이므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구조방정식 분

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첫째, 소셜커머스의 사회적 위험(t=-1.973, 

p<0.05)과 심리적 위험(t=-3.609, p<0.001)은 개

인적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가설

1-1, 가설 1-2는채택되었다. 소셜커머스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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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t값 채택여부

H 1-1 사회적 위험 → 개인적 동기 -0.163 -1.973*
채택

H 1-2 심리적 위험 → 개인적 동기 -0.292 -3.609***
채택

H 1-3 사회적 위험 → 사회적 동기 -0.127 -1.532 기각

H 1-4 심리적 위험 → 사회적 동기 -0.174 -2.059* 채택

H 2-1 사회적 위험 → 구매의도 -0.230 -3.301*** 채택

H 2-2 심리적 위험 → 구매의도 -0.565 -8.111*** 채택

H 3-1 개인적 동기 → 구매의도 0.302 3.777*** 채택

H 3-2 사회적 동기 → 구매의도 0.166 2.249* 채택

유의수준:  ***:p<0.001, **:p<0.01, *:p<0.05

<표 7> 가설검증결과

적 위험은 사회적 동기(t=1.532)에 영향력을 가

지지 못했지만 사회적 위험은 개인적 동기

(t=-2.059, p<0.05)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1-3은 기각된반면 가

설 1-4는채택되었다. Cocosila et al.(2009)의 연

구 결과를 보면 심리적 위험이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의 결과와 일부는 유사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일정한 수의 멤버가 구성되었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할인쿠폰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셜커머스 사용자

들은 타인을 의식하게 되며 주위사람들에게 영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위사람들의 부정적인

견해는 자신의 구매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또한 할인쿠폰 다운로드, 제품 구매

기간내에 구매하지못할것같은심리적인 위험

으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망설일 수 있

다. 둘째, 소셜커머스의 사회적 위험(t=-3.301, 

p<0.001)과 심리적 위험(t=-8.111, p<0.001)은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2-1과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Luo et 

al.(2010)은 지각된 위험이 의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정승렬 등

(2007)은 사회적 위험이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부분을 보이고

있으며, 소셜커머스에서의 위험은 고객들의 구

매의도를낮추는 경향이 있다. 셋째, 소셜커머스

의 쇼핑 동기인 개인적 동기(t=3.777, p<0.001)

와 사회적 동기(t=2.249, p<0.05)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치고있으므로 가설 3-1과 가

설 3-2는채택되었다. 신성욱과 김운한(2011)은

이용 동기 중에서 기분전환이 이용의향에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본 연구의 결

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주위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

매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의긍

정적인 영향력이 구매의도를 유발할 수 있다. 또

한 소셜커머스는 새로운 구매 형태이므로 고객

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트렌드로서 받아들

이게 된다면 구매의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집단주의에 따른 지각된 위험과 쇼핑 동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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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경로계수 χ2

χ2차이
가설
여부저집단

(N=126)
고집단
(N=146)

Free모델 제약모델

가설4-1 심리적위험->구
매의도

-0.435*** -0.814***

205.481

210.010 4.539*
채택

가설4-2 사회적위험->구
매의도

-0.044 -0.453*** 213.111 7.629*** 채택

가설4-3 개인적동기->구
매의도

0.465** 0.343* 205.738 0.257 기각

가설4-4 사회적동기->구
매의도

0.315** 0.136 206.125 0.644 기각

유의수준:  ***:p<0.001, **:p<0.01, *:p<0.05

<표 8> 조절효과 분석 결과

위하여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가설검증에 앞서서 집단주의의 평

균값(4.27)을 기준으로 집단주의 성향이낮은 집

단(n=126)과 집단주의 성향이높은 집단(n=146)

으로 분류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네

개의경로별로해당 경로가 두집단간에 동일하

다는 제약조건을 두고 분석을 수행한 제약모형

과 모두 자유모형(Free 모델)으로 두고 분석을

수행한 결과 χ2 차이검증을 살펴보았다. 집단주

의 성향이낮은 집단일수록 소셜커머스의 심리

적위험이 구매의도에더큰영향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4-1은채택되었다. 또한

가설 4-2에서 집단주의 성향이낮은 집단일수록

높은 집단보다 사회적인 위험이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집단주의 성향이낮을수록 소셜

커머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구매의도에 부정

적인영향력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집단주

의 성향에 따른 쇼핑 동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집단주의 성향이낮은 집단

의 경로계수(0.465)와 높은 집단의 경로계수

(0.343)간의 관계성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χ2 차

이값이 0.257이므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

를 보여주지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단주의 성

향이높은 집단일수록 개인적 동기가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 4-3은 기각되었

다. 마지막으로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사회적 동

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집단주의 성향이 낮은 집단의 경로계수(0.315)

와높은 집단의 경로계수(0.136)의 차이분석 결

과 χ2 차이 값이 0.644이므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않고 있다. 그러므로 집단주의 성향이높

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동기가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 4-4는 기각되었다. 집단

주의에 따른 소셜커머스의 지각된 위험과 쇼핑

동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Ⅴ.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국내 소셜커머스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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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로써 서비스 및 상품에

큰폭의 할인율을 적용하고웹사이트에 등록한

후 일정한 인원이 구매하면 판매가 성사되는 일

종의 공동구매 형태이다. 즉 기존의 커머스는 소

비자가 개인이지만, 소셜커머스에서는 소비자가

집단의 형태로 존재한다. 소셜커머스에서 소비

자의 참여와 경험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고객이

지각하는 위험이나 쇼핑 동기 또한 중요한 요인

이며, 이들 요인들이 소설커머스의 구매를 유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에서 고객의 지각된 위험, 

쇼핑 동기,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

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소셜커머스는 일정

한수의집단이형성될때구매할수있다는집단

주의 특성을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

셜커머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인 사회적 위험과

심리적 위험은 쇼핑 동기 중에서 개인적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친구, 동료, 가

족 등이 소셜커머스에서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면 소비자 스스로 구

매에 대하여 부정적인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으

로 보인다. 반면 사회적 위험은 사회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못하지만 심리적 위험

은 사회적 동기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친구나 동료들이 소셜커머스에 대한우려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셜커머스에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못하는 것으로 보

인다. 둘째, 소셜커머스의 사회적 위험과 심리적

위험이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소셜커머스에 대한 타인 또는 소비자 스스

로의 심리적인 위험은 구매의도를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셜커머스에서

쿠폰을 구매하였지만 손님이몰려예약이 불가

능하거나 광고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지각으로 인해

구매를망설일수 있다. 셋째, 소셜커머스에대한

쇼핑 동기는 구매의도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즉본연구에서쇼핑

동기는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분류하여

살펴보았고 이들 동기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소셜커머스는 기존의

온라인 공동구매와 다른 새로운패러다임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 구조이다. 소비자들이 소

셜커머스를 이용하는 것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며 이것은 소셜커머스에서 구매의도를 유발할

수있다. 또한주위의친구, 친척, 동료등이모두

새로운 트렌드인 소셜커머스를 이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쇼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주의 성향이낮은 집단일수록 소셜커머스에 대

한 지각된 위험이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즉,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소셜커머스에 대한 위험을 지

각하더라도 구매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좋아하는 소비자일수록 소셜커

머스에서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각하게될것

이며 이로 인해 소셜커머스에서의 구매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5.2 토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학술적인 시

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커머스



소셜커머스의 지각된 위험, 쇼핑 동기, 구매의도와의 관계 분석

- 225 -

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시장현황, 정책이슈, 

개념 정의 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지만(Rad and Benyoucef, 2010; 김윤화, 

2011), 기업의 수익을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들은 드물다.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향후

소셜커머스 소비자 연구들을 위한 이론적인 프

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

구는 소셜커머스에서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인

위험 요인인 사회적 위험과 심리적인 위험을 분

석하였다. 소셜커머스는 소셜네트워크 기반의

전자상거래이므로 소셜적인 측면의 사회적 위험

과 소비자 개인 측면의 심리적인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각된 위험과 관련된많은

연구들은 단일 개념의 위험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Li and Huang, 2009), 본 연구

는 소셜커머스 관점에서 다차원적인 위험을 제

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소셜커머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연구할 때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에대한 쇼핑동기를개인적동기와사회적 동기

로 분류하였다. Tauber(1972)는 쇼핑 동기를 개

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분류하였지만 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

다. 그이후많은연구자들이동기에대한연구를

수행하였고, 쇼핑 동기를 경험 동기, 제품 동기, 

기능적 동기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Wolfinbarger and Gilly, 2001; 홍금희, 2002). 

이들 연구들은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때에직접적으로영향을 미칠수있는쇼

핑동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의 쇼핑 동기를직접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주관적인 동기 측면에

서 함께 고려하였다. 소셜커머스 판매업체들은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에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동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동기와 사

회적인동기도함께고려한다는것을알수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의 실제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들은

음식점을 주로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소셜커머스 관련 업체들

은음식점과 관련된 쿠폰을 판매하는 것이 업체

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소셜커머스의 지각된 위험과 쇼핑 동기와

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인 위험보다는 심리적인 위험이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에 더 많은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셜커머스 소비자들은 사회적인 위험

도쇼핑 동기에 영향을미칠수 있지만 심리적인

위험이 쇼핑 동기와 구매의도에더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를 이

용할 때에 지각하는편안함으로 인해 쇼핑 동기

와 구매의도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셜커

머스 판매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를 이

용하는 것이편안하고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

도록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필요성이 있다. 셋째, 

소셜커머스의 쇼핑 동기와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개인적인 동기가 사회적인 동기보

다 구매의도에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소비

자들이 소셜커머스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목적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경

험, 기분전환, 새로운트렌드에 대한 학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셜커머스 판매업체가 소셜커

머스에서 판매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선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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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트렌드에 적합한제품, 새로운 제품, 시각적인

재미를주는제품 등을판매하는것이수익을발

생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는 집단주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한국

에서 소셜커머스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

상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집단주의 특성을 반

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기존의 연구에서 집단주

의는 비교문화연구와 관련된 연구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집단주의의 문화적 특성을 가진

사회임을 제안하고 있다(Hofstede, 1984). 소셜

커머스에서도 집단주의 특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고 있고,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기업의 성

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단주의 성향이높

은고객들을대상으로선정해야함을알수있다.

5.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까지 소셜커머스는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매 경험이 적은 소비자들을 대상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소셜커머스가 활

성화되었을 때 구매 경험이많은 소비자들을 대

상으로 소셜커머스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를

연구한다면 소셜커머스 판매업체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

셜커머스의 운영 원리는 집단주의 성향의 소비

자들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하여 집단이 형성되는 것이다. 국내 소

셜커머스는 집단주의 특성을 가지고 구매가 이

루어지기 보다는 공동구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소셜커머스가 활성화되어 소셜네트

워크로 인해 일정한 구매가 발생한다면, 소셜커

머스 소비자들의 특성인 집단주의 성향을 고려

하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할필요성이 있

다. 이 연구는 소셜커머스 판매업체들이 마케팅

전략을수립할때에 타켓고객을선정할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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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Perceived Risk, Shopping Motive, and 
Purchase Intention of the Social Commerce

Noh, Mi-Jin․Lee, Kyung-Tag

With the rapid growth of internet technology, social commerce has played an important and central role 

in the online shopping area. Thus, we focus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 adoption of social 

commerce.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isk and the shopping motive in social 

commerce, and investigates whether the shopping motive significantly impact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social commerce. The perceived risk is comprised of social risk and psychology risk, and the shopping 

motive is formed from personal motive and social motive. Finally, we analysis a moderating effect of 

collectivism.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ersonal motive was negatively affected by the social risk and 

psychology risk, and social motive was negatively affected by the psychology risk. The social risk and 

psychology risk had nega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and personal motive and social motive had 

posi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social commerce. Finally, low collectivism seems to have 

the negative effect of the purchase intention by the perceived risk. The implications of integrating 

perceived risk and shopping motive into the proposed social commerce adoption model are discussed.

Keywords: Social Commerce, Perceived Risk, Shopping Motive, Purchase Intention, Collectivism

* 이 논문은 2011년 10월 11일 접수되어 1차수정(2011년 11월 21일)과 2차수정(2011년 12월 11일)을
거쳐 2011년 12월 19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