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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쇼핑몰의 제품 특성과 소비자 특성이 제품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위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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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첫째, 수입 행쇼핑몰에서 취 하는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변수(제품 특성, 소비자 특성)를 도출하여 향 계를 악하 으며 둘째, 지각된 험을 조 변수로 투입

하여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의도와의 계에서 조 역할을 규명하 다. 셋째, 이상의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시사 을 근거

로 수입 행쇼핑몰 운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변수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126개의 유효응답 자료를 SPSS 23.0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 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 행쇼핑몰에서 취 하는 제품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 이미지와 소비자의 신

성향, 가격지각이었으며, 랜드 이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수입 행쇼핑몰에서 취 하는 제품에 한 태도는 구매의

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셋째 지각된 험(경제  험, 제품성능 험, 라이버시 험)은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의
도와의 계에서 부분 으로 조 변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Abstract  This study, through a review of advanced research, first, examined the attitudes to products traded in import
agency shopping malls and the characteristic variables(product characteristic, customer characteristic) that influence the
purchasing intention to understand influencing relationship. Second, the role of adjus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to the products and the purchasing intention was examined by putting the perceived risk to the moderating
variables. Third, efficient controllable basic data in the characteristic variables capable of influencing the management
of and import agency shopping mall based on the implications was obtained from the above research result.
The 126 responses collected from a questionnaire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3.0 statistics package, and the 
analysis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ain cause that influences the attitude of treated products
in an import agency shopping mall is the country of origin, national image, innovativeness and price perception, not 
the brand image. Second, the attitude of the products influences the purchasing intention of the import agency 
shopping mall. Third, the perceived risk partially plays a role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of products and the purchasing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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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속한 확산에 기인하여 

독특하고 개성 있는 해외 랜드를 찾는 틈새수요가 하나

의 문화  코드를 형성할 정도로 일반화되면서 련 외

국제품 구매업무를 행해 주는 수입 행쇼핑몰이 주목

을 받고 있다[1].
세법상 수입 행쇼핑몰은 자상거래업체가 사이

버몰에 공시한 수입 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 구매자와 

수입 행계약(약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매자의 사
이버몰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행에 따른 수수

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형태이다. 
수입 행쇼핑몰의 주요 업무는 구매 행 업무와 배송

행 업무로 구분된다. 구매 행 업무는 ⅰ) 수입 행 

련 거래정보의 공시  구매의 행, ⅱ) 지 신고(수입
행쇼핑몰은 고객을 신하여 구매를 행해 주고 외국

환거래법상의 제3자 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ⅲ) 
차액정산(합리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구

매자와 차액을 정산해야 함) 등이다. 배송 행 업무는 

ⅰ) 수입통  업무(수입통 과정은 고객 개개인 명의로 

invoice 액에 따른 목록통  는 정식수입통 에 의

해 통 이 진행), ⅱ) 항공운송(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로 
다수의 소량화물을 고객의 화주와 계약을 체결함)  기
타 운송(국제택배) 업무를 행한다. 

2007년 10월 기  세청에 지정 신청 후 업 인 

자상거래 수입 행업체는 2001년 설립된 즈 드를 

시작으로 2004년 4개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91개, 
2006년 343개, 2007년 433개로 증하고 있는 추세이
며 매년 20-30%씩 수직상승 그 시장 규모가 5,000억원
로 추산되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수입 행쇼핑몰들은 수익  시장구

조에 문제 이 노출되면서 사업 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이 실이다. 이는 수입 행쇼핑몰의 구축과 운

을 기존의 유통채  개념 하에 단순히 수단 으로 근

함으로써 수입 행쇼핑몰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 내

지 구매행동에 한 명확한 분석  용의 부재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수입 행쇼핑

몰에 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변수를 제품특성과 소비자 특성 변수로 구분하여 상호간 

향 계를 악하고자 하 으며, 한 지각된 험을 

조 변수로 사용하여 수입 행쇼핑몰에 한 태도가 구

매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고자 하 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략  시사 을 도출함으로써 수

입 행쇼핑몰 운 자들이 마  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2. 선행연구의 고찰

수입 행쇼핑몰에서 어떠한 특성 요인들이 제품에 

한 태도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기 

하여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은 물론 다양한 선행연구에
서 검토되었던 주요 변수들을 고찰하여 수입 행쇼핑몰

의 특성 변수, 즉 제품특성과 소비자 특성 변수를 도출하
다. 
제품 특성 변수는 Yong & Frank(1996), 황병일·김범

종(2007), Bilkey & Nes(1982), 안종석·정소희(2012), 
하 용·천훼이빈(2011), 박 희· 옥·곽원일(2007), 하
용·김은진(2013), Keller(2003)의 연구에 의거, 제조원
산지와 국가 이미지, 랜드 이미지를 연구변수로 채택

하 다. 소비자 특성 변수로는 Hur,Yoo,and Chung 
(2012), Hoffmann & Soyez(2010), Xie(2008), 
Harrington(2001), 박성규· 외술(2014)의 연구에 의거, 
신성과 가격지각을 연구변수로 채택하 다.  

2.1 제품 특성 요인

2.1.1 제조원산지(country of origin)

통 으로 원산지란 기업이 마  하는 제품이나 

랜드의 본사가 치해 있는 국가로 모국(home 
country)을 의미하며, 제조국은 제품이 처음 생산된 국
가로 정의한다[16]. 원산지효과가 제품이나 랜드 평가
에 미치는 향과 련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비하여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 더 인기가 높은 결과를 보 으며, 소비자들이 갖고 있
는 개별 인 원산지 이미지가 소비자의 해당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의도 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4],[5].

2.1.2 국가 이미지(nation image)

국가이미지란 “그 나라를 연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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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정치, 역사, 문화, 술, 교육, 스포츠 등 그 
나라만의 특징과 연 되는 반 인 이미지”로서,  산
업 분야에 걸쳐 범 한 후 효과를 이끌어 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17],[18]. 경제  측면에서 국가

이미지는 특정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의 풀질에 한 일

반 인 인식으로 소비자들은 외국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 

품질과 속성에 해 구체 인 정보가 없을 경우 국가이

미지가 후 효과로서 작용하고 리지표로 사용하여 제

품을 평가하게 된다. Bilkey and Nes(1982)는 소비자의 
제품에 한 평가는 국가와 련된 다양한 요소에 의해 

향을 받으며 같은 상품 품질이라도 생산국가가 어디

냐에 따라 소비자의 제품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

다. 안종석·정소희(2012)의 연구에서도 소비자가 그 국
가 제품에 해 친숙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이미 형성된 

제품에 한 신념이 제품  랜드에 한 태도 형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 다. 

2.1.3 브랜드이미지(brand image)

랜드이미지는 소비자가 해당 랜드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들 그 자체, 즉 랜드에 해 오
디언스(audience)가 갖는 체 인 인상을 의미한다. 
랜드 이미지는 제품의 품질 특성에 한 충분한 식별력

을 가지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구매동기 내지 제품

의 선택구매와 같은 소비자 행동에 기 가 되는 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정 인 랜

드 이미지 형성을 해 노력한다[9]. Keller(2003)에 의
하면, 정 인 랜드이미지는 소비자의 기억 속에 강

력하고 호의 이며 독특한 연상을 랜드와 연결시킬 때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기억 속에 
호의 이고 정  랜드이미지의 확립은 소비자 반응

(신념, 태도, 구매의지, 구매행동 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2.2. 소비자 특성

2.2.1 혁신성(innovativeness)

소비자의 신성은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 정보와 새

로운 제품 지식을 찾으려는 욕구를 의미하며[19],  개인
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보다 신을 먼  수용,채택 하
는 정도를 뜻한다[20]. Xie(2008), Hoffmann & Soyez 
(2010)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의 신성은 신제품의 채
택여부와 속도를 결정하는데 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향

(novelty-seeking)이 강하기 때문에 새롭고 차별 인 제

품에 해 호의 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 가격지각(price sensitivity)

가격지각이란 소비자가 제품의 가격을 인식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 박성규· 외술(2014)의 연구에 의하면 일
반 으로 소비자는 가격에 의존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경

향이 있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하

다. 즉, 가격에 한 소비자의 반응은 제품의 시장가격
결정 과정에 요한 요인이 되며, 제품에 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주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요하다는 것이

다. Harrington(2001)의 연구에서는 가격에 한 소비자
의 평가는 내재  평가와 외부 탐색의 과정을 거치게 되

는데 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요한 요소로 작용

하게 되며, 가격 탐색 과정에 따라서 제품에 한 소비자
의 태도는 달라지기도 한다고 하 다.

2.3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

개인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해 상표나 포를 선

택하고, 구매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매결정의 
결과를 측할 수 없을 때 소비자는 불확실성에 직면하

게 되어 험을 지각하게 된다. 객 으로 동일한 정도

의 험이라 할지라도 이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

르게 인식되며, 이러한 험에 한 개인의 주 이고 

심리 인 평가를 지각된 험이라고 한다. 손정 (2015)
의 연구에서는 개인마다 지각하는 험의 유형과 정도는 

동일한 제품의 구매와 상황이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

고, 제품의 속성과 시장환경,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하 다. 정승렬·강 신·이춘열(2006)의 연
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수입 행쇼핑몰의 특성을 감

안하여 경제  험, 제품성능 험, 라이버시 험으

로 분류하여 향 계를 확인하 다. 

2.4 태도(attitude)

태도란 어떤 특정한 상이나 객체, 아이디어 등에 
해 개개인이 선호 는 비선호하는 것의 평가로서 감정

이고 행동 인 경향을 내포한다. Fishbein and 
Ajzen(1980)의 연구에 의하면, 태도는 소비자의 구매의
사결정과정  정보처리과정과 의사결정과정에 향을 

주어 자신이 가진 태도와 가장 근 한 마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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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에 호의 인 감정을 갖게 되며, 이는 소비자의 구
매행동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5 구매의도(purchasing intention)

구매의도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

의지이다. Fishbein and Ajzen(1995)은 소비자의 신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계획)
된 미래 행동이자[24], 특정 미래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
지를 표 한 개념으로 보았다.

3. 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 

수입 행쇼핑몰에서 태도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제품특성 변수로 제조원산지, 국
가 이미지와 랜드 이미지를 연구변수로, 소비자특성 
변수로는 신성과 가격지각을 연구변수로 사용하여 

계를 규명하 다. 

Fig. 1. research model

한 수입 행쇼핑몰의 특성상 소비자가 지각하는 

험(경제  험, 제품성능 험, 라이버시 험) 정도
에 따른 제품에 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이 

달라지는지에 한 조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 다. 
연구변수간의 개념  계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3.2 연구가설 

제2장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토 로 다음의 연구가

설을 설정하 다.

H1: 제품 특성은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1-1: 제조원산지는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H1-2: 국가이미지는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H1-3: 랜드 이미지는 제품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H2: 수입 행쇼핑몰에서 소비자 특성은 제품 태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2-1: 신성은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H2-2: 가격지각은 태도에 부(-)의 향을 미친다.
H3: 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H4: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지각된 험 
정도에 따라 다르다.

H4-1: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경제  험 

정도에 따라 다르다.
H4-2: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제품성능 

험 정도에 따라 다르다.
H4-3: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라이버시 

험 정도에 따라 다르다.

3.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2015년 8월 10일부터 2015월 8월 20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해외구매 행매니아, 다음몰테
일스토리” 등 인터넷카페와 커뮤니티에 설문지를 배포
하여 총182부의 응답지를 회수하 으며, 그  수입 행

쇼핑몰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26부의 응답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 다. 실증분석의 툴로는 SPSS 23.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 다.

4. 연구의 결과 

4.1 응답자의 특성

[Table 1]은 설문 응답자들의 주요 특성을 요약한 것
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보다는 여성 응답자가 많았고, 연령 는 20 , 30
,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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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은 2백만원 가 가장 많았고, 1백만원 , 3백
만원 , 4백만원 이상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간 이용횟수는 1-3회가 가장 많았고, 4-6회, 7-8회, 

10회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구입 품목은 의류, 생필품, 식품류, 가방, 화장품, 

신발, 건강보조식품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profile of respondents              (n=126)

Variables n %

Gender
man 44 34.9
woman 82 65.1

Age

Less than 20 1 0.8
20-29 55 43.7
30-39 42 33.3
40-49 26 20.6
Over 50 2 1.6

Monthly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7 5.5
1 ∼ 1.99 Million Won 36 28.6
2 ∼ 2.99 Million Won 51 40.5
3 ∼ 3.99 Million Won 23 18.3
More than 4 Million Won 9 7.1

Annual 
Number of 
Use

1-3 times 38 30.2
4-6 times 36 28.6
7-9 times 27 21.4
More than 10 times 25 19.8

Purchasing
Item

Cosmetics 12 9.5
Shoes 9 7.1
dietary Supplement 7 5.5
foodstuffs 20 15.9
Clothing 32 25.4
Bag 16 12.7
Daily Necessity 27 21.4
etc. 3 2.4

4.2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정하 으며,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자료의 내
일 성을 확인한 바([Table 2] 참조), 요인 재치와 

Cronbach's α계수는 일반 인 허용치을 상회하 다. 
체 상 계 행렬이 요인분석에 합한지를 나타내는 지

표인 KMO는 0.814로 일반  권장값인 0.5를 상회하
으며, 상 계 행렬상의 모든 상 계 값들의 반  

유의성을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8312.507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함을 확

인하 다. 

Table 2. convergent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Variables Factor 
Loadings Cronbach's α

Country of Origin(CO)

.849
Country of Origin 1 .852
Country of Origin 2 .739
Country of Origin 3 .772
Country of Origin 4 .666

Nation Image(NI)

.873
Nation Image 1 .804
Nation Image 2 .769
Nation Image 3 .841
Nation Image 4 .646

Brand Image(BI)

.793
Brand Image 1 .730
Brand Image 2 .761
Brand Image 3 .767
Brand Image 4 .686

Innovativeness(IN)

.792
Innovativeness 1 .634
Innovativeness 2 .797
Innovativeness 3 .761
Innovativeness 4 .668

Price Perception(PP)

.742
Price Perception 1 .773
Price Perception 2 .777
Price Perception 3 .614

Perceived Risk(PR)

.832Economic Risk 1 .882
Economic Risk 2 .824
Product Performance Risk 1 .885

.763
Product Performance Risk 2 .811
Privacy Risk 1 .906

.910
Privacy Risk 2 .882
Attitude(AT)

.839Attitude 1 .783
Attitude 2 .705
Purchasing Intention(RI)

.786
Purchasing Intention1 .798
Purchasing Intention 2 .791
Purchasing Intention 3 .674
분산율: 78.230, KMO:.814, Bartlett’s x2:8312.507, p:.000 

4.3 상관관계분석

각 변수들간의 선형 계를 알아보기 해 상 계분

석을 실시한 바([Table 3] 참조), 독립변수간의 상 계

는 0.2-0.4까지 체 으로 양호한 상 계를 보 으며, 
종속변수와의 상 계에서도 0.5이상으로 유의하 다.

4.4 가설 검증

4.4.1 H1∼H3의 검증결과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다 공선성 여부를 살펴보았

는데, 제품 특성과 소비자 특성 요인이 수입 행쇼핑몰

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 계(H1∼H2)에서의 VI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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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NI BI IN PP PR At PI
CO 1
NI .531 1
BI .265 .266 1
IN .471 .417 .442 1
PP .377 .379 .377 .377 1
PR .372 .321 .373 .392 .399 1
AT .512 .530 .415 .507 .564 .652 1
PI .512 .530 .415 .503 8.812 .000 .693 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s

1.098∼3.373으로 10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짐으로써 
공선성 문제는 없음을 확인하 다.
연구가설 H1과 H2를 검증하기 하여 제조원산지

(CO), 국가이미지(NI), 랜드이미지(BI), 신성(IN), 
가격지각(PP)을 독립변수로, 태도(AT)를 종속변수로 투
입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간의 향 계에 한 설명지표인 회귀모형식의 설명

력(R2)은 49.1%이고, F값은 34.325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Table 4] 참조).
독립변수의 상  향력을 비교할 수 있는 표 화 

회귀계수인 β값은 국가이미지(.253), 가격지각(.219), 제
조원산지(.198), 신성(.185) 순으로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제조원산지, 국가이미지, 신성은 태도

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침으로써 수입 행쇼핑몰의 

취 제품 제조원산지와 국가이미지가 좋고 신성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제품태도에 호의 인 결과를 보 다. 
그리고 가격지각은 태도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쳤
는데, 가격에 한 민감도가 낮은 소비자일수록 수입
행쇼핑몰에서 취 하는 제품 태도에 호의 인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랜드 이미지는 수입 행쇼핑몰에 한 

태도와 정(+)의 계를 보 으나 유의한 향을 미치지

는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H1-1, H1-2, H2-1, H2-2는 
채택되었고, H1-3는 기각되었다.
연구가설 H3을 검증하기 하여 제품에 한 태도

(AT)를 독립변수로, 구매의도(PI)을 종속변수로 투입하
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4] 참조), R2는 

0.261, F값은 78.669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 표 화 

회귀계수인 β값은 0.514로 태도와 구매의도와는 유의한 
정(+)의 계를 보임으로써 제품에 한 태도가 호의
일수록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 따라서 연
구가설 H3는 채택되었다.

Table 4. results of hypothesis(H1∼H3)
R2 F β t p hyp.

H1-1
(CO=>AT)

.491 34.325

.198 3.243 .002 acc

H1-2
(NI=>AT) .253 4.214 .000 acc

H1-3
(BI=>AT) .103 1.833 .104 rej

H2-1
(IN=>AT) .185 3.069 .004 acc

H2-2
(PP=>AT) .219 3.843 .000 acc

H3
(AT=>RI) .261 78.669 .514 8.823 .037 acc

Note 1) * p<.05, ** p<.01, *** p<.001

4.4.1 H4의 검증결과 

수입 행쇼핑몰에 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서 지각된 험(경제  험, 제품성능 험, 
라이버시 험)을 조 변수로 투입하여 태도와 구매의도 

사이에 조 역할 여부를 검증하고자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5]는 수입 행쇼핑몰에 한 태도와 경제  

험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 효과  조 효과를 요

약한 내용이다.

β t p R2 (p) F
(p) hyp.

Step 1(A)
(AT) .514 8.823 .037 .261

(.000)
78.669
(.000)

acc
Step 2(B)

(ER)
.488 8.180 .000 .270

(.054)
42.188
(.000).124 1.950 .049

Step 3
(A*B)

1.168 3.394 .000
.280

(.045)
30.189
(.000).688 2.383 .014

-.997 -2.029 .040
Note 1) * p<.05, ** p<.01, *** p<.001

Table 5. results of economic risk(H4-1)

먼  단계 1에서는 연구가설 H3과 동일한 유의한 결
과를 보 다. 단계 2에서 태도가 고려된 경우에도 경제
 험은 p값과 t값이 유의수  .051수 에서 유의 인 

결과를 보 다. 단계 3에서는 경제  험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태도에 해 경제  험 변수를 곱하여 

상호작용 변수를 구성한 후 이를 회귀분석 모형에 각각 

투입하여 설명력의 변화량이 유의하게 변화 하는지를 분

석하 다. 분석결과, 태도와 구매의도와의 향 계에서 

상호작용항(β=-.997)은 구매의도에 부(-)의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29, p=.040). 3단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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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t p R2 
(p)

F
(p) hyp.

Step 1(A)
(AT) .514 8.823 .037 .261

(.000)
78.669
(.000)

rej
Step 2(B)

(PR)
.475 7.970 .000 .287

(.008)
44.505
(.000).168 2.698 .003

Step 3
(A*B)

.844 2.740 .002
.292

(.219)
30.580
(.000).472 1.829 .065

-.551 -1.245 .214
Note 1) * p<.05, ** p<.01, *** p<.001

Table 7. results of privacy risk(H4-3)

귀식에서 R²의 값(.280)은 통계 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

고 있고, R²의 증가분이 .019로 유의수  .05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의도와의 

계에서 경제  험이 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

인하 다. 따라서 제품에 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
는 향 계는 경제  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

에 연구가설 H4-1은 채택되었다.
[Table 6]은 제품성능 험에 한 조 효과를 요약

한 내용이다. 단계 2에서 태도가 고려된 경우에 제품성
능 험은  t값이 2.847, p값이 .000dm로 구매의도와 유
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3의 상호작용항(β=-.215)
에서는 제품성능 험이 구매의도에 부(-)의 향 계를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586, 
p=.561). 따라서 제품성능 험은 태도와 구매의도와의 
계에서 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H4-2는 기각되었다. 

Table 6. results of product performance risk(H4-2)

β t p R2 
(p)

F
(p) hyp.

Step 1(A)
(AT) .514 8.823 .037 .261

(.000)
78.669
(.000)

rej
Step 2(B)

(PPR)
.473 7.972 .000 .280

(.005)
45.057
(.000).176 2.847 .000

Step 3
(A*B)

.588 2.793 .001
.291

(.566)
30.399
(.000).316 1.228 .220

-.215 -.586 .561

Note 1) * p<.05, ** p<.01, *** p<.001

[Table 7]은 라이버시 험에 한 조 효과를 요

약한 내용이다. 단계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태도가 
고려된 경우에 제품성능 험은 t값이 2.698, p값이 .003
으로 구매의도와 유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
계 3의 상호작용항(β=-.551)의 t와 p값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t=-1.245, p=.214). 따라서 라이버시 

험은 태도와 구매의도와의 계에서 조  역할을 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4-3은 기각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각된 험을 조 변수로 사용하여 수입

행쇼핑몰에서의 제품특성과 소비자특성이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실증분석 함으

로써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시사 을 근거로 수입 행쇼

핑몰 운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변수를 효율 으

로 리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 행쇼핑몰에서 취 하는 제품특성(제조원

산지, 국가이미지, 랜드이미지)과 소비자특성( 신성, 
가격지각)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 계에서는 

제조원산지, 국가이미지, 신성, 가격지각이 유의한 
향을 미쳤다. 둘째, 제품에 한 태도는 구매의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이러한 계
에서 지각된 험(경제  험, 제품성능 험, 라이버
시 험)을 조 변수로 사용하여 태도와 구매의도와의 

계를 규명한 결과 경제  험만이 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마  시사 을 도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원산지 이미지가 좋을수록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한 태도에 호의 인 결과를 보

인 바, 동일 랜드의 제품이라도 제조되는 국가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 행쇼핑몰 운

자는 소비자의 원산지효과에 한 반응을 악하여 마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가 제품을 구
매함에 있어 특정 국가에 한 좋은 국가 이미지는 해당 

국가의 제품에 정 인 태도를 갖게 해 구매의도를 높

이는 결과를 보 다. 따라서 수입 행쇼핑몰은 소비자가 

친숙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을 취 해야 하는 경우 국가

이미지의 후 효과를 이용하는 략이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의 신성은 수입 행쇼핑몰에서 취 되는 제품

태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인 바, 지속 인 

시장조사와 상품개발을 통해 독특하고 개성 있는 해외

랜드를 찾아 해당 욕구를 충족시켜  필요가 있다. 넷째, 
수입 행쇼핑몰에서 취 하는 제품에 한 가격이 비

수록 소비자는 부정 인 태도를 보인 바, 합리 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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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을 통한 가격 공정성을 확보하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의 경우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가격에 민감한 

틈새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각된 험의 
유형  경제  험은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와의 계에

서 조  역할을 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바, 특히 경
제  험과 련이 깊은 반품, 교환, 환불 련 험요
소를 일 수 있는 품질확보 노력(ex., 매하고 있는 제
품의 진 성 확보를 한 제품검사)과 험감소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입 행쇼핑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 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특성

요인과 소비자 특성 요인, 지각된 험의 유형을 제시하
고,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함으로써 수입 행쇼핑몰의 마 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  내지 

방법론 인 취약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표본이 20
∼30  여성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

과를 일반화 하는데 있어 조심스런 해석이 요구된다. 둘
째, 주로 인터넷쇼핑몰에서의 특성변수를 근거로 연구변
수를 도출하 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수입 행쇼핑몰에

서만의 특성이 반 된 다양한 변수들의 추가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반 인 수

입 행쇼핑몰을 상으로 연구하 지만 국가별 는 제

품별 소비자의 태도나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면 새로운 시사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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