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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 커머스 시장은 현재 소셜커머스가 이용자 수 측면에서 오픈마켓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계에서는 

모바일 시장에서 소셜커머스의 성장에 대해 빠른 모바일 시장진입, 큐레이션 모델 등을 주요 성공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지

만, 이에 대한 학계의 실증적인 연구 및 분석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리뷰를 바탕으로 모바일 소

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사용자 이용경험을 비교 분석하는 탐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구글 플레이에 등

록된 국내 소셜커머스 주요 3개 업체와 오픈마켓 주요 3개 업체의 모바일 앱 리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LDA 토픽모

델링을 통해 1만여건에 달하는 모바일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사용자 리뷰를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 토픽으로 

분류한 뒤 감정분석과 동시출현단어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커머스 상에서 오픈마켓 이용자

들에 비해 소셜커머스 이용자들이 서비스와 이용편리성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소셜커머

스는 ‘배송’, ‘쿠폰’, ‘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 측면에서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이용경험을 이끌어내고 있는 반면, 오픈

마켓의 경우 ‘로그인 안됨’, ‘상세보기 불편’,  ‘멈춤’ 과 같은 기술적 문제 및 불편으로 인한 이용자 불만이 높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사용자 리뷰를 통해 서비스 이용경험을 효과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탐험적인 실증연구법을 제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LDA 토픽모델링과 기술수용모형을 통해 사용자 리뷰를 서비스와 기술 토픽으로 분류하여 효

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소셜커머스와 오

픈마켓의 경쟁 및 벤치마킹 전략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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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모바일 커머스 시장은 이미 거스를 수 없

는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2011년 약 2000
억원에 불과하던 국내 모바일 커머스 시장규모

는 2015년 1분기 약 5.06조원을 기록하며 급속도

로 성장하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5). 이는 

모바일 커머스가 소비자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쇼핑경험을 제

공하기 때문이다 (Koo et al., 2006; Lee and Kim, 
2011). 최근에는 모바일 커머스의 이용 연령층이 

기존 20~30대에서 40~50대로 확산됨에 따라 향

후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KISA, 2014; Lee and 
Cho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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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 커머스의 경우 소셜커머스와 오

픈마켓이 전체 거래의 약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5). 국내 소셜커머스의 

경우 매출의 60~80% 이상이 모바일에서 발생하

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오픈마켓을 크

게 앞지르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5). 특히 

쿠팡의 경우 모바일 앱 이용자 수 (UV) 부문에

서 2012년부터 3년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오픈

마켓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다 (Nilson Korea 
Click, 2015). 반면에 국내 오픈마켓 업체들의 경

우 최근 소셜커머스의 큐레이션 방식을 벤치마

킹하며 지속적으로 모바일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모바일 매출액이 전체 매

출대비 30~40%에 머무르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5). 더욱이 모바일 이용자 수 (UV)의 

경우 2014년 11월 기준으로 쿠팡이 약 730만건

을 기록한 것에 반해 옥션의 경우 약 300만 건으

로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Nilson Korea 
Click, 2014). 

국내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 소셜커머스가 

오픈마켓에 앞서는 것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빠

른 모바일 시장진입, 적극적인 투자, 큐레이션 

모델 등을 주요 성공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5). 하지만 이에 대한 학계의 

실증적인 연구 및 분석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앞으로 모바일 커머스의 주도권을 가지고 소셜

커머스와 오픈마켓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바일 이용자들의 소셜커

머스와 오픈마켓에 대한 이용경험이 어떻게 다

른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한 상황

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커머스 

상에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이용경험을 비

교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의 경우 서비스 이용

경험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조사에 기

반 한 방법론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Broderick 
and Vachirapornpuk, 2002; Collier and Bienstock, 
2006; Froehle and Roth 2004; Jøsang et al., 2007; 
Sandström et al., 2008). 하지만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미리 문항을 설

계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Coughlan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 모바일 앱 리뷰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모바일 커머스 이용경

험을 분석하는 탐험적인 연구법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모바일 앱 리뷰의 경우 설문

조사에 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

으며, 다양한 사용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 소셜커머스와 오픈마

켓의 이용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모바일 앱 리뷰

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국내 소셜커머스 주요 3개 업

체와(C사, T사, W사) 오픈마켓 주요 3개 업체(E
사, G사, A사)의 모바일 앱 리뷰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이용경험

을 비교하기 위한 이론적 기준으로 기술수용모

형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 개념을 활

용한다. 구체적으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앱 

리뷰들을 각각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 토픽으로 분류하는 탐

험적 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해당 

연구법은 방대한 양의 사용자 리뷰들을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으로 분류하여 사용자의 

이용경험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각각의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편리성 토픽에 대한 감정분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수행하여 소셜커머스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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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마켓의 이용경험 차이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보다 깊이 있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고

자 한다.
본 연구의 모바일 앱 리뷰를 활용한 탐험적 연

구는 향후 사용자 리뷰를 통한 실증연구에 새로

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경쟁 및 벤치마킹 

전략 수립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2. 선행연구 

2.1. 사용자 리뷰

온라인 상의 사용자 리뷰는 서비스에 대해 사

용자의 솔직한 생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

천이다 (Kostyra et al., 2015). 온라인 사용자 리

뷰를 통해 기업은 자사 서비스에 대한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의사결정

을 내릴 수 있다 (Kim et al., 2011). 따라서 사용

자 리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은 

최근 모든 서비스 기업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에 

따라 최근 사용자 리뷰 마이닝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Pang and Lee (2008) 의 경

우 방대한 양의 사용자 리뷰로부터 정확한 오피

니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오
피니언 극성(Opinion polarity)을 통해 사용자 리

뷰로부터 감정상태를 도출하는 감정분석 연구들

도 있다 (LOU and YAO, 2006; Piao et al., 2007; 
Somasundaran et al., 2009; Zhang et al., 2008). 이
러한 사용자 리뷰 마이닝에 대한 연구들과 더불

어 사용자 리뷰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인 활용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다. Mudambi and Schuff 
(2010) 은 온라인 아마존 리뷰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Chevalier and Mayzlin (2006) 은 온

라인 도서 리뷰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와 오픈

마켓의 사용자 리뷰를 바탕으로 두 서비스간의 

이용경험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탐험적 연구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LDA 토픽모델링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방대한 양

의 문서 내의 숨겨져 있는 주제(topic)들을 효과

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토픽 모델링 기법이다 

(Blei et al., 2003). LDA는 문서를 여러 토픽들의 

확률적인 집합으로 간주하며, 주요 토픽들과 토

픽 별 비율, 각 단어들이 토픽에 포함될 확률들

을 알아낼 수 있다 (Teh et al., 2006).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LDA 기법을 통해 방대한 양의 

사용자 리뷰 속에서 주요 토픽들을 분석해왔다. 
Xianghua et al. (2013) 의 경우 LDA를 통해 중국 

내의 소셜 리뷰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Chevalier (2006)의 경우 

아마존과 반디앤루니스의 온라인 도서 리뷰들에

서 주로 논의되는 숨겨진 토픽들을 찾아내기 위

해 LDA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Jin et al. (2013)의 경우 LDA를 통해 트위터 리뷰

들의 토픽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Park (2015)의 경우 Q&A 서비스에서의 고객 

리뷰에 대한 LDA 토픽분석을 연구하였다. 이러

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경우 LDA
를 통해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모바일 앱 리뷰

들에 대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커머스 상에서 소셜커머스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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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의 토픽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이를 

사용자의 이용경험을 비교분석 하는데 활용하고

자 한다.

3.3. 사 기반 감정분석

온라인 사용자 리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감정분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어왔다 (Abbasi et al., 2008; Denecke, 2015; Pang 
and Lee, 2004). 일반적으로 감정분석이란 사용

자가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정서 및 의견을 극성

(Polarity)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기반 감정분석은 긍정 및 부정 단어를 미리 

구축한 다음에 해당 감정단어의 존재여부 또는 

회귀계수를 바탕으로 감정 값을 도출하는 방식

이다 (Lim and Kim, 2014). 사전기반 감정분석은 

주로 SNS의 리뷰들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Agarwal et al., 2011; Kouloumpis 
et al., 2011; Melville et al., 2009). 이와 같이 특정 

도메인의 감정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도메

인의 사용자 리뷰를 바탕으로 직접 감정사전을 

제작할 경우 일반적인 감정사전을 적용하는 것

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 (Dragut 
et al., 2015; Park et al., 2015). 따라서 모바일 커

머스를 연구하는 본 연구의 경우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사용자 리뷰에 대한 효과적인 감정

분석을 위해 모바일 커머스의 사용자 리뷰들을 

바탕으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감정사전을 

제작하였다.
 
3.4. 모바일과 기술수용모형 

기술수용모형(TAM)은 그 동안 많은 연구들에

서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의도

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Amoako-Gyampah and Salam, 2004; Koufaris, 
2002; Pavlou, 2003; Pikkarainen et al., 2004). 기
술수용모형은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를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에 기반하여 설

명한다 (Davis, 1989; Venkatesh and Davis, 2000). 
일반적으로 지각된 유용성의 경우 정보기술 이

용이 사용자의 성과 및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

이 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편리성의 경우 

정보기술 이용이 편리한 정도를 의미한다 

(Davis, 1989). 최근에는 모바일 및 커머스 분야

에서도 기술수용모형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을 통한 사용자 의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Ha and Stoel (2009) 의 경우 기술수용

모형을 통해 사용자의 e-커머스 수용의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Wu and Wang (2005) 의 경우 확

장된 기술수용모형을 통해 모바일 커머스에 대

한 사용자의 이용동기를 연구하였다. 또한 Jung 
(2012)의 경우 기술수용모형을 바탕으로 모바일 

커머스 이용성이 사용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기술수용모형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을 모바일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의 서비스 이용경험을 비교하는 이론적 기준으

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연구가설  모델설계

3.1. 연구가설

3.1.1. 소셜커머스와 오 마켓 이용경험에 한 

측정

본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 커머스 이용자들의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 대한 이용경험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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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함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은 모바일 

커머스 이용자들의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이용경

험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

들은 서비스 이용경험을 설문조사에 기반한 방법

론으로 측정하였다 (Broderick and Vachirapornpuk, 
2002; Collier and Bienstock, 2006; Froehle and 
Roth, 2004; Jøsang et al., 2007; Sandström et al., 
2008). 그러나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미리 문항을 설

계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제대

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소셜커머스

와 오픈마켓 앱 리뷰들을 활용한다. 모바일 앱 

리뷰들의 경우 양이 방대하고, 사용자들의 실제 

경험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 대한 이용경험을 효과

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앱 리뷰들을 사용자들의 이용경험을 측

정하는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로 활용한다.

3.1.2.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의 기술수용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의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편리성을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이용경험을 비교 분석하는 이론적인 기준으로 

활용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의 경우 모바일 결제 및 

쇼핑 등 정보기술에 대한 수용과 경험을 분석하

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왔다 (Ha and Stoel, 
2009; Jung, 2012; Wu and Wang, 2005). 모바일 

커머스 이용경험을 연구하는 본 연구는 지각된 

유용성을 상품, 디자인, 쿠폰, 이벤트, 배송 및 가

격과 같은 서비스 영역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하

며, 지각된 편리성은 로그인, 튕김, 꺼짐, 오류와 

같이 이용 편리성과 기술적인 영역에 대한 지각

으로 정의하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

는 현재 이용자 수에서 소셜커머스가 오픈마켓

에 앞서고 있는 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1: 모바일 커머스 상에서 소셜커머스 이용자들

이 오픈마켓 이용자들보다 지각된 유용성을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H2: 모바일 커머스 상에서 소셜커머스 이용자들

이 오픈마켓 이용자들보다 지각된 편리성을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3.2. 연구모델

본 연구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모델은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사용

자들의 실제 모바일 앱 리뷰를 수집하여 전처리 

과정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사용자들의 이용경

험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이용경

험에 대한 차이를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각각

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에 대한 사용

자들의 감정 수치를 비교하여 증명한다. 또한 더 

나아가서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소셜커머스

와 오픈마켓 각각의 사용자 경험에 대한 깊이 있

는 이해를 얻을 수 있다. 

3.2.1. 사용자 리뷰

온라인 상의 사용자 리뷰는 사용자들의 다양

하고 생생한 경험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다

양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Hu and 
Liu, 2004; Mudambi and Schuff, 2010). 특히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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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research model for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commerce and open market

일 앱 리뷰의 경우 해당 앱에 대한 고객의 피드

백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많

은 기업들의 경우 자사의 모바일 앱 리뷰들에 대

한 답변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구

글 플레이에 등록된 국내 소셜커머스 주요 3개 

업체와(C사, T사, W사) 오픈마켓 주요 3개 업체 

(G사, A사, E사)의 리뷰들을 수집하여 연구를 수

행한다. 하지만 앱 리뷰들의 경우 이모티콘과 띄

어쓰기 및 문법 오류,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오

타 등으로 적절한 전처리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리뷰 들에서 명사와 형용사 

동사만을 추출하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3.2.2. 텍스트 분석

텍스트 분석은 자유롭거나 비 구조화된 텍스

트로부터 흥미롭거나 새로운 지식을 발견 추출

하는 과정이다 (Nord 2005). 오늘날의 경우 온라

인 리뷰문화와 SNS의 확산으로 텍스트 데이터

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 및 비즈니스 통찰력을 발견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전처

리 과정을 거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앱 리

뷰들을 가지고 텍스트 분석 기법인 LDA 토픽

모델링과 감정분석,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수행

한다.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방대한 양

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 안에 숨어 있는 주제를 

발견하고 해당 주제들을 토픽들로 분류하는 토

픽모델링 기법이다 (Blei et al., 2003). LDA는 하

나의 문서를 여러 토픽들의 조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서 내에 어떤 주제들이 있으며, 주제

들이 어떤 비율로 섞여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Teh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LDA 토픽모델

링을 통해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앱 리뷰들에

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주제들을 추출하고 

이를 본 연구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 

토픽으로 분류한다. 이는 전체 리뷰를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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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reviews Positive reviews Negative reviews

Social commerce 6558 5365 903

Coupang 3973 3731 147

Tiketmonster 1135 361 652

Wemakeprice 1450 1273 104

Open market 4666 1881 2392

Gmarket 2108 496 1392

Auction 1780 1103 552

11st 778 282 448

<Table 1> The result of user review collection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와 오

픈마켓의 모바일 사용자 리뷰들을 가지고 소셜

커머스와 오픈마켓에 특화된 감정사전을 제작한

다. 분석하고자 하는 도메인의 사용자 리뷰를 바

탕으로 직접 감정사전을 제작할 경우 일반적인 

감정사전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 (Dragut et al., 2015; Park et al., 
2015). 특히 모바일 사용자 리뷰의 경우 사용하

는 단어나 문법 등이 일반적인 뉴스기사나 표준

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모바일 리뷰의 특성을 고

려한 감정사전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단

어라 할지라도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리뷰에서

의 쓰임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쿠폰의 경우 

한 서비스에서는 쿠폰 이벤트가 많아서 좋다는 

긍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반면, 다른 서비스

에서는 쿠폰을 너무 조금 줘서 불만이라는 부정

의 의미를 좀더 내포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정확도 높은 감정분석을 위해 소셜커

머스와 오픈마켓의 감정사전을 각각의 사용자 

리뷰들을 가지고 따로 제작하였다. 이렇게 만들

어진 감정사전들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 토픽들의 감정점

수를 도출하는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영

역에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을 비교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 후 추가적으로 이용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해 동시출

현 단어 분석을 수행한다. 동시출현단어 분석이

란 문서 내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주로 같이 쓰이

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Bae et al., 2013; Seo 
and Chung, 2013).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들과 함께 쓰이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동

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서 단어 사용에 대한 깊

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다. 

4. 실증분석

4.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이용경험

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를  

 모바일 앱 리뷰로 설정하고 구글 플레이에 등

록된 소셜커머스 주요 3사와 오픈마켓 주요 3사
를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5
월 ~ 2015년 10월에 발생한 리뷰들에 대해 오픈

소스 R을 사용해서 날짜와, 텍스트, 별점을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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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1

(0.126)

Topic2

(0.072)

Topic3

(0.12)

Topic4

(0.078)

Topic5

(0.119)

Topic6

(0.09)

Topic7

(0.147)

Topic8

(0.111)

Topic9

(0.059)

Topic10

(0.074)

안되 상품 편해 최고 빠르 쿠폰 느림 가격 굳굳 편리

로그인 알리 쿠폰 편해 배송 이벤트 튕김 배송 조음 편해

쿠폰 감사 이용 로켓배송 로켓배송 가입 오류 빠르 입금 조아요

장바구니 사용 최고 쿠폰 최고 할인 상품 편해 빠르고 최고

구매 아깝 편리 조아용 친절 링크 안되 최고 다른 굿굿

접속 그렇게 쇼핑 이벤트 편해 조음 로딩 상품 로켓배송짱 좋아용

오류 바뀜 물건 진짜 빠른배송 편리 검색 이용 좋아유 굿굿굿

안되요 설정 상품 필요 만족 회원가입 장바구니 로켓배송 좋네여 좋아

못하 느림 이벤트 쇼핑 가격 물건 앱이 편리 쇼핑몰 쇼핑

카트 최악 구매 가격 편리 이용 문제 제품 아주좋아요 좋아요

<Table 2> The result of LDA topic modeling for social commerce

크롤링 하였다. 수집된 리뷰의 수는 소셜커머스 

3사의 리뷰가 6558건, 오픈마켓 3사의 리뷰가 

6558건으로 총 11224건이다. 또한 별점을 기준

으로 별점 5~4개는 긍정, 3개는 중립 1~2개는 부

정으로 분류하였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전체 

6558건 중 긍정리뷰가 5365개 부정리뷰가 104개
인 반면 오픈마켓의 경우 긍정리뷰가 1881개 부

정리뷰가 2392개로 긍정리뷰와 부정리뷰 비율에 

있어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4.2. 텍스트 처리

일반적으로 모바일 앱 리뷰들은 맞춤법 및 띄

어쓰기의 오류, 이모티콘의 남용으로 인해 분석 

전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

집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앱 리뷰들에 대해 

오픈소스 R의 KoNLP와 tm 패키지를 통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기본적으로 단어 기반의 텍

스트 분석을 위해 명사, 형용사, 동사만을 추출

하여 말뭉치(코퍼스)를 제작하였다. 또한 말뭉치

를 TermDocumentMatrix로 제작한 다음 다시 

Document-term Matrix로 제작하여 불용어, 숫자 

및 따옴표, 이모티콘, 한 단어만 기재한 경우들

에 대한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4.3. LDA 토픽모델링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은 관련 연구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서집합에서 숨겨져 있

는 주제들을 찾아내는 토픽 모델링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LDA 기법을 통해 소셜커머스와 오

픈마켓 리뷰들이 어떤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도구로는 오픈소스 R의 

lda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3사 리뷰 6558건과 오픈마켓 3사 리뷰 4666건에 

대해 각각 LDA 분석을 수행하였다. LDA 분석결

과 소셜커머스의 경우 전반적으로 배송과 빠름, 
쿠폰, 최고와 같이 서비스측면에서 만족도를 보

이는 토픽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오픈마켓의 경

우 로그인, 멈춤, 짜증, 안되요와 같이 기술적 장

애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토픽들이 주로 나타

났다. 소셜커머스 리뷰와 오픈마켓 리뷰에 대한 

LDA 분석결과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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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erceived usefulness of social commerce: topic5, topic6

<Figure 2> Perceived usefulness of social commerce: topic3, topic4

Topic1

(0.066)

Topic2

(0.106)

Topic3

(0.091)

Topic4

(0.067)

Topic5

(0.110)

Topic6

(0.107)

Topic7

(0.100)

Topic8

(0.139)

Topic9

(0.083)

Topic10

(0.126)

이거 로그인 광고 쇼핑 안되 편해 상세보기 멈추 괜찮 멈추

최악 안되 만들 올킬 장바구니 최고 불편 튕김 쿠폰 쇼핑

광고 안되요 진짜 최고 결제 쇼핑 내리 쇼핑 디자인 오류

설치 확인 포인트 조아요 주문 이용 상품 꺼지 대박 업데이트

근데 인터넷 짜증 이용 물건 물건 안되 짜증나 생각 짜증나

존나 접속 이거 쇼핑몰 로그인 구매 누르고 진짜 배송 상품

다운 비번 지우 편리 누르 혜택 버튼 상세보기 이용 꺼지

사람 와이파이 나오 잘쓰고 상품 가격 검색 중지 최고 튕김

좀비고 실행 안되 모바일 구매 배송 스크롤 상품 좋아요 앱이

짜증 연결 최악 아니 업데이트 편리 클릭 불편 편하 진짜

<Table 3> The result of LDA topic modeling for open market

4.4. 토픽분류

본 연구에서는 LDA 분석을 통해 도출된 소셜

커머스와 오픈마켓의 토픽들을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지각

된 유용성이란 상품, 쇼핑, 이벤트, 가격, 배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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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erceived usefulness of social 
commerce: topic8

<Figure 5> Perceived usefulness of open market: topic6, topic9

같은 서비스 영역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하였으

며, 지각된 편리성의 경우 로그인, 오류, 결제, 튕
김과 같이 이용 편리성과 기술적인 영역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토픽 별

로 출현 빈도가 높은 순으로 상위 10개 단어들을 

토대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 토픽으

로 분류하였다. 

4.4.1. 지각된 유용성

소셜커머스의 경우 전체 10개의 토픽 중 5개 토

픽의 4183건의 리뷰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각

된 유용성 기준에 부합하였다 (Figure 2부터 

Figure 4 참조). 토픽3(0.12), 토픽4(0.078), 토픽

5(0.119), 토픽6(0.09), 토픽8(0.111)이 소셜커머스

의 지각된 유용성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예를 들

어 토픽4의 경우 로켓배송(0.018), 쿠폰(0.013), 
이벤트(0.012)과 같은 단어들이 해당 토픽에서 

높은 출현 확률을 가진 상위 단어들 이었다. 또
한 토픽5의 경우 배송(0.064), 로켓배송(0.048), 
친절(0.027) 같이 배송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로 

분포하였으며, 토픽6의 경우 쿠폰(0.029), 이벤트

(0.021), 할인(0.016)과 같은 할인혜택 과 관련된 

단어들이 높은 출현 확률을 보였다.
반면에 오픈마켓의 경우 전체 10개의 토픽 중 

2개 토픽의 1942건의 리뷰만이 본 연구에서 정

의한 지각된 유용성 기준에 부합하였다 (Figure 
5 참조). 오픈마켓에서는 토픽6(0.107)과 토픽

9(0.083)가 지각된 유용성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토픽2의 경우 편해(0.027), 쇼핑(0.02), 혜택

(0.013), 가격(0.012)과 같은 단어들이 주로 포함

되어 있었으며, 토픽6의 경우 쿠폰(0.029), 이벤

트(0.021), 가입(0.016), 할인(0.016)과 같은 단어

들이 높은 출현 확률을 보였다. 
지각된 유용성 토픽의 경우 전체 토픽 대비 지

각된 유용성 토픽의 분포는 소셜커머스가 오픈

마켓보다 더 많았으며, 소셜커머스의 경우 오픈

마켓이 비해 ‘쿠폰’과 ‘배송’, ‘이벤트’ 단어가 자

주 나타났다. 반면 오픈마켓의 경우 단어들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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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erceived ease of use of social commerce: topic1, topic7

<Figure 7> Perceived ease of use of open market: topic2, topic5

어서 뚜렷한 특징보다는 일반적인 서비스 측면

의 단어들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4.4.2. 지각된 편리성

소셜커머스의 경우 전체 10개 토픽 중 2개 토

픽의 1165건의 리뷰만이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

각된 편리성 기준에 부합하였다 (Figure 6 참조). 
구체적으로 토픽1(0.126)과 토픽7(0.147)이 소셜

커머스에서 지각된 편리성 토픽으로 분류되었

다. 토픽1의 경우 로그인(0.038), 장바구니(0.015), 
접속(0.012), 오류(0.011)와 같은 단어들이 주로 

분포하였으며, 토픽7의 경우 느림(0.017), 튕김

(0.015), 오류(0.014), 로딩(0.013)과 같은 단어들

이 높은 출현확률을 보였다. 

반면에 오픈마켓의 경우 전체 10개 토픽 중 5
개 토픽의 3210건의 리뷰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각된 편리성 기준에 부합하였다 (Figure 7부터 

Figure 9 참조). 토픽2(0.106), 토픽5(0.11), 토픽

7(0.1), 토픽8(0.139), 토픽10(0.126)이 오픈마켓의 

지각된 편리성 기준에 부합하였다. 토픽2의 경우 

로그인(0.078), 인터넷(0.011), 접속(0.01), 연결

(0.009)와 같이 로그인 및 접속과 관련된 단어들

이 주로 나타났으며, 토픽7의 경우 상세보기

(0.042), 불편(0.02), 버튼(0.011), 스크롤(0.01)과 

같이 상품구매 시 겪는 불편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로 출현하였다. 또한 토픽8의 경우 멈추/멈춤

(0.036), 튕김(0.028), 꺼지/꺼짐(0.016), 중지(0.011)
과 같이 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단어들이 주로 분

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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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erceived ease of use of open market: topic7, topic8

Social commerce

Positive words Positive words

중독되요   (1.66) 중독되요   (1.66) 중독되요   (1.66) 중독되요   (1.66)

편하/편해 (0.85) 편하/편해 (0.85) 편하/편해 (0.85) 편하/편해 (0.85)

최고 (0.67) 최고 (0.67) 최고 (0.67) 최고 (0.67)

자주 (0.52) 자주 (0.52) 자주 (0.52) 자주 (0.52)

가격 (0.42) 가격 (0.42) 가격 (0.42) 가격 (0.42)

<Table 4> Examples of social commerce’s sentimental dictionary

<Figure 9> Perceived ease of use of open 
market: topic10

지각된 편리성 토픽의 경우 오픈마켓이 소셜

커머스보다 분류된 토픽의 수가 더 많았다. 소셜

커머스의 경우 단어들에 있어서 뚜렷한 특징 없

이, 편리성 및 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일반적인 

단어들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반면에 오픈마켓

의 경우 보다 세부적으로 ‘로그인 및 접속’, ‘상
품구매의 편리성’, ‘서비스 장애’에 해당하는 단

어들이 주로 나타났다. 

4.5 소셜커머스와 오 마켓 감정사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모바

일 앱 리뷰를 활용하여 각각의 감정사전을 제작

하였다. 감정사전 제작은 리뷰들의 별점을 기준

으로 5~4점은 긍정, 1~2점은 부정리뷰로 분류하

였으며 3점은 중립리뷰로 감정사전 제작에서 제

외하였다. 그 결과 소셜커머스의 경우 총 6232개 

의 긍정과 부정 리뷰를 바탕으로, 오픈마켓의 경

우 총 4196개의 긍정과 부정 리뷰가 감정사전

을 제작하는데 활용되었다. 감정사전 제작의 

경우 엘라스틱 넷 (Elastic net) 기법을 통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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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market

Positive words Positive words

최고 (1.67) 최고 (1.67) 최고 (1.67) 최고 (1.67)

조아요 (1.13) 조아요 (1.13) 조아요 (1.13) 조아요 (1.13)

와우 (0.98) 와우 (0.98) 와우 (0.98) 와우 (0.98)

좋아요 (0.80) 좋아요 (0.80) 좋아요 (0.80) 좋아요 (0.80)

최저가 (0.73) 최저가 (0.73) 최저가 (0.73) 최저가 (0.73)

<Table 5> Examples of open market’s sentimental dictionary

작되었다.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감정사전 제작결과

는 <Table 4>, <Table 5> 와 같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감정사전의 긍정단어가 240개, 부정단어

가 1812개 이었으며 오픈마켓의 경우 감정사전

의 긍정단어가 345개, 부정단어가 315개였다. 
소셜커머스의 긍정단어의 경우 ‘최고’, ‘대박’
과 같이 일반적인 긍정단어를 포함하여, ‘싸고

좋음’과 같이 e커머스의 성격을 반영한 긍정단

어들이 있었다. 또한 ‘가격’, ‘배송’의 경우 일

반적으로 감정단어는 아니지만 소셜커머스에

서는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소셜

커머스의 부정단어의 경우 ‘최악’, ‘짜증나’, 
‘화가나’ 같이 일반적으로 부정을 뜻하는 단어

들과, ‘튕겨요’, ‘멈춰요’ 같이 기술적 오류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었다. 또한 ‘로그인’의 경

우 일반적으로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지

만 소셜커머스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

고 있었다.
오픈마켓의 긍정단어의 경우 ‘최고’, ‘편리’

와 같은 일반적으로 긍정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조아요’, ‘와우’ 같이 온라인 용어들이 반영되

어있었으며, ‘최저가’, ‘저렴하게’와 같이 e커머

스의 성격을 반영한 단어들도 포함되었다. 또
한 부정단어의 경우 ‘최악’, ‘짜증나’와 같은 일

반적인 부정단어를 비롯해 ‘롤백’, ‘튕김’, ‘오
류’와 같이 기술적 오류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포함돼있었다. 또한 ‘로그인’, ‘상세보기’, ‘업
뎃’ 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단어는 아니지만 

오픈마켓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이
처럼 모바일 커머스의 사용자 리뷰들을 활용하

여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감정사전을 제작한 

결과 각 서비스의 현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감정사전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감정사

전은 추후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편리성 리뷰들에 대한 감정분석

에 활용된다.

5. 연구결과

5.1.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

된 편리성 토픽으로 분류된 소셜커머스와 오픈

마켓 리뷰 각각에 대해 감정분석을 수행하여 감

정점수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감정분석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작한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감정사전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정사전의 단어 별 회귀계수를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으로 분류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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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mmerce Open market

H1: Perceived  
 usefulness

Topic weights (0.518) * Sentimental value 
(3.5) = 1.81

Topic weights (0.19) * Sentimental value (0.07)    
= 0.001

Topic3   (0.12), Topic4 (0.078), Topic5 
(0.119),   Topic6 (0.09), Topic8 (0.111) Topic6   (0.107), Topic9 (0.083)

H2: Perceived  
ease of use

Topic weights  (0.273) * Sentimental value  
 (3.2)  = 0.873

Topic weights  (0.581) * Sentimental value   
(-0.01)  = -0.005

Topic1   (0.126), Topic7 (0.147) Topic2   (0.106), Topic5 (0.110), Topic7 (0.1),    
      Topic8 (0.139), Topic10 (0.126)

<Table 6> Hypothesis verification

들에 적용하여 각 리뷰 별 감정점수를 도출하였

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지각된 유용성 토픽의 텍

스트 개수는 4551개 이며 해당 리뷰들의 감정점

수의 평균은 3.5였다. 또한 지각된 편리성 토픽

의 리뷰 수는 1221개 이며 감정점수의 평균은 

3.2였다. 반면에 오픈마켓의 경우 지각된 유용성 

토픽의 텍스트 수는 1404개 이며, 해당 리뷰들의 

감정점수 평균은 0.07이었으며, 지각된 편리성의 

경우 리뷰 수는 3231개이며, 감정점수 평균은 

-0.01이었다.
 본 연구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 

토픽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별로 전체 10개
의 토픽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토픽들의 리뷰들

을 따로 추출하여 분류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 토픽

의 감정점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소셜커머스

와 오픈마켓 각각 전체 토픽 대비 지각된 유용

성과 지각된 편리성 토픽의 비중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토픽 별 비중을 고려하여 소셜커

머스와 오픈마켓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

리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가설검

증결과 가설1과 가설2 모두 채택되었다. 본 연구

의 가설과 같이 모바일 커머스 상에서 소셜커머

스 이용자들이 오픈마켓 이용자들 보다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을 더 긍정적으로 느끼

고 있었다. 

5.2. 동시출 단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지각

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 토픽에서 각각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추출하여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영역에서 소셜커

머스가 오픈마켓에 비해 어떻게 사용자로부터 

더 긍정적인 경험을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분석

해보고자 한다. 지각된 유용성 토픽의 경우 소셜

커머스의 4183건의 리뷰와 오픈마켓의 1942건의 

리뷰에서 각각 가장 많이 쓰인 단어 25개를 추출

하여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

각된 편리성 토픽의 경우 소셜커머스의 1165건
의 리뷰와 오픈마켓의 3210건의 리뷰에서 각각 

가장 많이 쓰인 단어 25개를 추출하여 동시출현

단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동시출현단어 분석의 

경우 문서 내에 쓰인 모든 단어를 다 분석할 경

우 matrix가 지나치게 커져서 제대로 된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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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occurrence network for perceived usefulness of social commerce

을 추출해서 활용한다 (Choi, 2014). 

5.2.1. 지각된 유용성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동시출현단어 분석결과는 <Figure 10>, 
<Figure 11> 과 같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배송과 

쿠폰에 대한 긍정적인 단어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배송의 경우 빠르/빠름과 친절, 최고

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쿠폰의 

경우도 쇼핑, 이용, 편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 오픈마켓의 경우 뚜렷한 특징보다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각

된 유용성 토픽이지만 서비스보다는 기술적인 

장애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함께 나

타나고 있다. 상품, 안되, 결제, 로그인과 같이 상

품을 구매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구매, 혜택, 물건, 최고 단어들은 상대적으로 낮

은 비중과 약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5.2.2. 지각된 편리성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지각된 편리성에 

대한 동시출현단어 분석결과는 <Figure 12>, 
<Figure 13> 과 같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지각된 

편리성 토픽이지만 편리성이나 기술적인 요소보

다는 서비스와 관련된 긍정적인 단어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배송, 친절, 빠르/빠름, 최고

가 서로 강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분적

으로 로딩. 오류, 안되/안됨과 같이 기술적 장애

를 의미하는 단어들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오픈

마켓의 경우 로그인 장애와 서비스 불편, 기술적 

오류를 의미하는 부정적 단어들이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로그인, 안되, 튕기/
튕김이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상세보기, 
최악, 불편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멈추/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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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occurrence network for perceived ease of use of social commerce

<Figure 11> Co-occurrence network for perceived usefulness of ope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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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o-occurrence network for perceived ease of use of open market

춤, 꺼지/꺼짐, 진짜, 짜증나와 같이 기술적인 장

애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6. 토의  결론

6.1. 토의

본 연구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 소셜커머

스와 오픈마켓의 이용경험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모바일 앱 리뷰들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커머스 이용자들이 오픈

마켓 보다 소셜커머스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

각된 편리성을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증

명하였으며,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각 영역

별로 사용자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

으로 현재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 소셜커머스

와 오픈마켓의 경쟁과 서비스현황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논의는 본 연구에서 크롤링 한 리

뷰들의 발생기간인 2015년 5월부터 2015년 10월
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6.1.1. 지각된 유용성 측면에서의 소셜커머스와 

오 마켓의 사용자 경험비교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소셜커머스가 오픈

마켓이 비해 지각된 유용성 측면에서의 사용자 

경험이 더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셜

커머스 사용자들은 크게 배송과 쿠폰 및 이벤트 

측면에서 소셜커머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배송의 경우 빠른 배송, 로켓배송, 친절

과 같은 단어들이 주로 나타났으며, 쿠폰 및 이

벤트 역시 긍정적인 단어들과 함께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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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근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 C사가 소프트뱅

크로부터 받은 1조원의 투자 금을 바탕으로 자

체 물류인프라 확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것이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서비스 경험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픈마켓

의 경우 사용자들로부터 뚜렷한 서비스 만족도

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오픈마켓 업체들의 경우 소셜커머스를 벤치마킹 

하여 큐레이션 방식과 쿠폰 이벤트 등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이 소셜커머스와 차별화되는 사용자 

경험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오

픈마켓의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동시출현단어 

분석결과 서비스 측면 보다는 오히려 기술적 측

면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난 것 역시 이와 같

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6.1.2. 지각된 편리성 측면에서의 소셜커머스와 

오 마켓의 사용자 경험비교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소셜커머스가 오픈

마켓이 비해 지각된 편리성 측면에서도 사용자 

경험이 더 긍정적이었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동

시출현단어 분석 결과 지각된 편리성 측면에서 

뚜렷한 사용자 불만이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배송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오픈마켓의 경우 로그인 장애와, 기술적

인 오류, 서비스 이용불편에 대한 사용자 불만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오픈마켓이 아직까지

도 모바일 서비스 최적화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

으로 이해된다. 선별된 상품들만을 판매하는 소

셜커머스에 비해 오픈마켓의 경우 수천 명에 달

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서비스이다. 
이 때문에 오픈마켓의 경우 모바일 최적화 문제

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그 동안 오픈마켓 업체

들이 모바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지

속해왔지만 현재까지도 기술적 오류에 대한 사

용자의 불만과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더욱이 본 연구의 동시출현단어 분

석결과 많은 사용자들이 오픈마켓의 상세보기

에 대한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오픈마켓

이 기술적인 오류뿐만 아니라 서비스 편리성에 

있어서도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이해

된다. 

6.2.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주요 

경쟁자인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사용자 이용

경험을 비교분석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용경험을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주로 활용해왔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

서는 모바일 앱 리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

행하였다. 본 연구는 LDA 토픽모델링을 통해 소

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리뷰들을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으로 분류하였으며, 감정분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이용경험에 대한 실

증적이고 깊이 있는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소셜커머스가 오픈마켓이 비해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편리성 측면에서의 사용자 경험

이 더 긍정적임을 증명하였다. 이는 모바일 커머

스 상에서 소셜커머스가 이용자 수 측면에서 오

픈마켓에 앞서고 있는 현 상황을 실증분석을 통

해 증명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학술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에

서 주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먼저 학술적인 측면

에서 본 연구는 사용자 리뷰를 통해 두 서비스간

의 이용경험 차이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탐험적

인 연구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두 서

비스간의 이용경험을 분석하는데 설문조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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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모바일 앱 리뷰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사 수가 적으며, 연구

자가 문항을 미리 설계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다

양한 이용경험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 본 연구의 경우 이용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이용후기를 남긴 모바일 앱 리뷰 약 1만건을 수

집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LDA 토픽모델링과 기술수용모형을 결합하

여 이론적인 기준으로 사용자 리뷰를 분류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방대한 사용자 리

뷰를 토픽에 따라 분류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심

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에 대한 감정분

석과 동시출현 단어분석을 통해 이용경험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어 낼 수 있는 연구방법

을 제시하였다. 단순히 사용자 리뷰를 이론적 근

거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넘어 해당 리뷰들이 담

고 있는 숨은 의미와 사용자들의 경험을 실증적

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구법을 제시한 것이

다. 본 연구의 실용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이용경험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특히 소셜커머스가 배송과 쿠폰 및 이벤트를 바

탕으로 서비스 측면에서 오픈마켓에 앞서고 있

다는 점과, 오픈마켓은 아직도 기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사용자 경험을 통해 증명하였

다. 이는 향후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 소셜커머

스와 오픈마켓의 경쟁과 벤치마킹 전략 수립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경우 모바일 앱 리뷰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모바일 앱 

리뷰의 경우 오타와, 불용어, 이모티콘, 띄어쓰기 

오류와 같은 문법적으로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전처리 과정을 통해 명사

와 형용사, 동사들만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문법

적 오류들을 최소화 시키고자 했지만 분석결과

에 있어서 많은 오타들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정
형화 되지 않은 모바일 앱 리뷰의 불가피한 특성

이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한 연구결과 

제시를 위해 전처리 과정의 보완과 단어 원형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연구의 

경우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다양

한 서비스나 상품들을 비교분석 하는 연구로 확

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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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Commerce and 

Open Market Using User Reviews in Korean Mobile 

Commerce
1)

Seung Hoon Chae*ㆍJay Ick Lim*ㆍJuyoung Kang**

Mobile commerce provides a convenient shopping experience in which users can buy products 
without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Mobile commerce has already set off a mega trend in Korea. 
The market size is estimated at approximately 15 trillion won (KRW) for 2015, thus far. In the Korean 
market, social commerce and open market are key components. Social commerce has an overwhelming 
open market in terms of the number of users in the Korean mobile commerce marke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dustry, quick market entry, and content curation are considered to be the major success 
factors, reflecting the rapid growth of social commerce in the market. However, academics' empirical 
research and analysis to prove the success rate of social commerce is still insufficient. Henceforward, it 
is to be expected that social commerce and the open market in the Korean mobile commerce will compete 
intensively. So it is important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prove the differences in user experience 
between social commerce and open market. 

This paper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shows a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commerce and the 
open market regarding user experience, which is based on the mobile users' reviews. Firstly, this study 
includes a collection of approximately 10,000 user reviews of social commerce and open market listed 
Google play. A collection of mobile user reviews were classified into topics, such as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through LDA topic modeling. Then, a sentimental analysis and co-occurrence 
analysis on the topics of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was conducted. The study's results 
demonstrated that social commerce users have a more positive experience in terms of service usefulness 
and convenience versus open market in the mobile commerce market. Social commerce has provided 
positive user experiences to mobile users in terms of service areas, like ‘delivery,’ ‘coupon,’ and ‘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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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open market has been faced with user complaints in terms of technical problems and inconveniences 
like ‘login error,’ ‘view details,’ and ‘stoppage.’ This result has shown that social commerce has a good 
performance in terms of user service experience, since the aggressive marketing campaign conducted and 
there have been investments in building logistics infrastructure. However, the open market still has mobile 
optimization problems, since the open market in mobile commerce still has not resolved user complaints 
and inconveniences from technical problems. 

This study presents an exploratory research method used to analyze user experience by utilizing an 
empirical approach to user reviews.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which conducted surveys to analyze 
user experience, this study was conducted by using empirical analysis that incorporates user reviews for 
reflecting users' vivid and actual experiences. Specifically, by using an LDA topic model and TAM this 
study presents its methodology, which shows an analysis of user reviews that are effective due to the 
method of dividing user reviews into service areas and technical areas from a new perspective.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has not only proven the differences in user experience between social commerce 
and open market, but also has provided a deep understanding of user experience in Korean mobile 
commerc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on social commerce and open 
market by proving that user insights can be utilized in establishing competitive and groundbreaking 
strategies in the market.

The limitations and research direction for follow-up studies are as follows. In a follow-up study, it 
will be required to design a more elaborate technique of the text analysis. This study could not clearly 
refine the user reviews, even though the ones online have inherent typos and mistakes. This study has 
proven that the user reviews are an invaluable source to analyze user experience.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can be expected to further expand comparative research of services using user reviews. Even at this 
moment, users around the world are posting their reviews about service experiences after using the mobile 
game, commerce, and messenger applications.

Key Words : User review, LDA topic modeling, sentimental analysis, Co-occurrence analysis, Social 
commerce, Open market, Mobile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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