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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외식상품 재이용의도의 영향요인

- 지각된 위험과 가격의식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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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focused on social commerce food service consumers, attempted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isk and price consciousness, and suggested that perceived risk and price consciousness, the the 
degree to which price is considered when purchasing goods, affect reuse intention. Through such test results, 
the study aimed to provide useful practical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of companies 
related to food service social commerce, and those looking into behavioral intentions of social commerce using 
food service consumer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male and female residents of Korea over 2-years of age who have had some 
experience purchasing a dining out item through social commerce. The social commerce company selected for 
sampling was Coupang, which was the number 1 shopping App in 2014 based on the number of yearly 
visitors. A questionnaire-based survey was conducted on respondents who had indicated that they had experi-
ence purchasing foodservice goods through Coupang. 

The results revealed that source risk, privacy risk, psychological risk, and time-loss risk had negative influ-
ences on reuse intention. However, social risk and financial risk did not exhibit any influences. Price cons- 
ciousness had positive influences on reuse intention. The study explored perceived risk and price conscious-
ness as elements to affect continuous use of social commerce of foodservice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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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소셜 네트워크
의 확산에 따라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온라인 쇼

핑에 SNS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일컫는 말이다(Hassan AM et al 2006; Jeon HM 
2013; Kang SA․Lee EY 2012). 외식상품의 이용
에 있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새로운 것을 추

구하는소비자들에게쇼핑하는과정에서더저렴

한 제품을 찾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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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즐거움과 공동으로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Kim SH․Park HS 2013). 현재 마켓에서 통용되
고 있는 소셜커머스는 적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모일경우, 할인된가격으로제품을구매할수있
는 공동구매형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
그루폰의사업모델을차용한것이주류를형성하

고 있다(Lee KT․Noh MJ 2011). 국내의 경우, 
2010년 3월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처음 등장하면
서시장을형성하기시작하였고, 1년이지난 2011
년 3월약 232개의업체가 등록되는 등전자상거
래가치열한경쟁속에서빠르게발전하였다(Kim 
SH․Park HS 2013). 2013년매출 4조원을기록하
였으며, 2014년에는 5조 5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소셜커머스는 2015년 8월기준으로위메프, 쿠팡, 
티몬의 3강 구도로급속하게 발전하고있는 추세
이다(Chu SW․Lee MJ 2015). 
근래에들어다양한업종에서소셜커머스를활

용하고 있지만, 외식분야는 그 중 지속적으로 소
비자들의애용을받아온라인마켓에서소비자들

에게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점에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이용의도를 유도하

기위해서는재이용의도에미치는영향요인을규

명하는것은중요하다(Jeon HM 2013; Kang SA․
Lee EY 2012).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외식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구매의도 및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로는 소셜

커머스에대한지각된위험이외식상품구매고객

의신뢰와연관된연구(Kwon KJ 2015), 외식소비
자의 유용적․정서적 동기가 소셜커머스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Kim HC et al 2015), 외식상품
소비자의기술준비도가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

(Jung NH․Song HK 2015), 외식 소셜커머스가
구매동기및구매후만족에미치는영향연구(Na 
YS et al 2012)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다. 또한, 외
식소비자를대상으로재이용에관해진행된연구

로는 Kim YJ․Kim DJ(2015)의 외식소비자가 지

각하는소셜커머스특성, 신뢰, 고객만족및 재구
매 간의 구조적 관계연구, Choi SY․Cho MS 
(2014)의기대불일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소셜커
머스외식상품의만족과재구매의도에관한연구

가진행되었을뿐으로, 앞으로외식시장의소셜커
머스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으로외식상품의재

이용의도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고사료된다. 특히소셜커머스를재이용하는소비
자들에게있어 긍정적인 면과 함께문제점 및지

각된위험에대한부정적면도최근에들어, 많은
연구자들에의해진행되고있는실정으로외식시

장에서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까지 Jeon HM․
Park JH(2015)의 집단주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 지각된 가치가 지각된 유용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가 외식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미용서비스소비자를대상으로한연구
에서는 Chu SW․Lee MJ(2015)의소셜커머스소
비자의 지각된 위험과 관여도가 만족과 재이용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행연구만으로 소셜커머스

소비자들의재이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과긍정

적영향을파악하기에는전반적으로부족한실정

이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불만족의영향요인
중 하나인 지각된 위험과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가격의식성을주요변수로연구를진행하고자한

다. 특히 국내 경기침체 및 외식시장의 장기불황
시기에소비자들은가격에민감할수밖에없으며, 
가격의식성에집중하고 있다(Lee SJ 2012). 소셜
커머스에있어 ‘가격’은아주중요한요소이며, 가
장낮은가격으로쇼핑을할수있기때문에소비

자들은 더 싼 가격을 제공하는 소셜커머스를 탐

색하게된다(Shin JK․Kong HK 2004). 하지만지
금까지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중요

한 결정요인중 하나인 소셜커머스의 가격의식성

에 관련된 연구로는 Lee SJ(2012)의 소셜커머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와

Lee KT․Noh MJ(2011)의 사회적규범과 가격의
식성을 중심으로 소셜커머스 이용의 영향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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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e-서비스스케이프가 대형 브랜드, 저
가격 의식에 따라 인터넷 여행사 선택속성에 미

치는영향이 Lim YW․Yu HK(2010)에의해진행
되었을 뿐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식분야

에서는소셜커머스에대한지각된위험과가격의

식성을 다룬 연구는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이고, 
여러 요인을 다룬 다차원적 지각된 위험을 적용

한연구는더욱부족하다. 또한지각된위험과가
격의식성의 두변수가 각자 다른영향 변수와 연

구는진행되었지만, 두변수를연계하여소셜커머
스를이용하는외식소비자를대상으로진행된연

구는아직미미하기에재이용에미치는영향요인

으로 제시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소셜커머스를이용
하는 외식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재이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위험과 상품구매

시가격을고려하는정도인가격의식성을제시하

여 영향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통해 외식소비자들의 소셜커머스에 대한

행동의도를 파악하여 외식소셜커머스 관련 업체

들의마케팅전략 수립 시활용할수 있는유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각된 위험

소비자 행동에 있어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은 상품구매의사 결정에대한 소비자본인의
결과를예측할수 없을때 스스로느끼는불확실

성을의미하며, 정보탐색에서부터선택과정에 이
르기까지 구매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

이라고 할 수 있겠다(Jarvenpaa S & Todd PA 
1997). 특히 전자상거래인 소셜커머스 상품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전자거래와 오프라인 상에서의

물리적 거래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각각 다른 주체와 이루어지는 경우

가 있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들이 지각하

는 위험도도 증가하고 있다(Kim DT 2013). 
소셜커머스를통한구매에있어지각된위험유

형은제품관련위험과거래관련위험으로크게분

류할 수 있지만, 연구자마다 연구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하위요인으로분류하여진행되고있어일

치하고 있지는 않다(Lee MC 2009). 먼저 Corbitt 
BJ et al(2003)의연구에서지각된위험은, 위험지
각의 유형과 정도는 제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성능적 위험, 재무적 위험, 사회
적 위험, 심리적위험, 시간적 위험으로분류하여
연구하였다. Sandra M et al(2003)은 온라인 쇼핑
행동에 미치는 지각된 위험 영향 요인으로 심리

적위험, 시간적인위험, 재정상의위험, 편익상의
위험, 상품성과 위험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Forsythe SM & Shi B(2003)의 연구에서는
재정적 위험, 성과적 위험, 심리적 위험, 시간/편
리함손실로 4가지유형의지각된위험에대해온
라인 쇼핑 상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Hassan AM et al(2006)은온라인시장에서소비자
가지각하는위험요인을심리적, 재정적, 성과적, 
소스, 시간손실, 물리적, 사회적, 개인 보안과 같
이다차원으로분류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국내
의 연구에서는 Shim ES․Rhee HJ(2013)는 성과, 
심리, 소스의 3가지차원에서지각된위험을소셜
커머스의 소비자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하였다. Lee KT․Noh MJ(2011)의 소셜커머
스의이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연구에서는지각

된 위험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심리적
위험, 소스위험, 성과적위험의세가지차원으로
분류하여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선
행연구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의지각된위험은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와 상점 혹은 구매방법의

선택에 있어 느낄수 있는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과 불안을 주관적 관점에서 느끼는 것으로 정의

하고자 하며, Hassan AM et al(2006)의 다차원적
지각된 위험을 토대로 소셜커머스 재이용의도와

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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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의식성

가격의식성(price consciousness)이란 소비자에
게 있어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

(Erdem T et al 2001)으로제품에따라비싸기 때
문에 구매를 하기도 하며, 비싸기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기도 하는 이중적인 반응을 보인다(Dick-
son PR & Sawyer AG 1990). 하지만 Lichtenstein 
DR et al(1993)은 심리적 차원에서 가격의식성이
란 구매결정을 하는데 있어 소비자가 낮은 가격

의 지불에만 의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같
은 맥락에서 Lee KT․Noh MJ(2011)의 연구에서
가격의식성은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에 있어 중요

한변수이며, 소비자들은동일제품이라면더낮은
가격을탐색하는데시간을투자하여온라인쇼핑

몰을 비교․구매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격에 민
감한 소비자일수록 가격할인율이 높을수록 구매

의도가증가하며, 높은가격의식을가진소비자들
은 대부분 낮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한다고 Lich-
tenstein DR et al(1988)의연구에서밝혔다. 즉, 가
격의식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저가격으로 쇼핑

하였을경우, 이에따른정서적즐거움을얻는경
향이있다고하였다(Alford BL & Biswas A 2002). 
Shin JK․Kong HK(2004)의 연구에서도 소비자
의교육수준과사회화, 라이프스타일에따라동일
한 소비자라도 인지적 신념과 금전적 절약의 중

요성때문에제품에상관없이자신이지불하려는

가격에 더 의식적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의가격의식성을소

비자가 구매하려는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혹은

서비스에가치를부여하고, 구입시가장먼저고
려하는 부분 중 하나로 동일제품이라면 보다 저

렴한가격에지불하고자하는의지로정의하고자

하며, 소셜커머스의 재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요
인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재이용의도

마케팅및소비자행동에있어재이용의도(reu-
se intention)에관한정의는소비자가제품을구매

하고난 후, 반복적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생각과 태도가 행동

으로옮겨질수있는행위적의도를의미한다. 의

도란 Fishbein M & Ajzen I(1985)의 연구에서 개

인의 태도와 행동 사이의 중간 변수로 인식되는

것으로, 개인의주관적인상태를의미한다고정의

하였다. McDougall GHG & Levesque T(2000)의 

연구에서 재이용의도는 소비자가 이용한 서비스

나제품에대해다시이용하고싶은정도이며, 비

슷한 맥락에서 Sung HJ․Ko JY(2012)의 연구에

서도지속적이용의도를소비자가현재의제품과

서비스를미래에도반복이용할가능성인개인의

신념과태도가행동화될주관적가능성이라고하

였다. Kwon NK․Choi YJ(2014)의 연구에 의하

면, 재이용의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 후 다

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하려는

만족도에 기반하여 긍정적이면서도 호의적인 태

도형성을통홰인지된개인의강화된구매패턴이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재이용의도를 소비자가 서비스나 제

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후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이용하려는의도로특정상표나특정

서비스에대해미래에도개인적으로반복구매를

하거나, 호의적인구전으로타인의구매에도영향

을줄수있는행동으로보여질수있는적극적인

행위로정의하고자하며, 소셜커머스에대한지각

된 위험과 가격의식성과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의 모형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토대로하여소셜커

머스 외식상품에 대한 지각된 위험 및 가격의식

성과 소셜커머스 재이용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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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2. 연구가설

1) 지각된 위험과 이용의도와의 관계

Lee MC(2009)는 온라인 뱅킹 수용에 관한 연
구에서 재무적 위험과 보안위험이 온라인 뱅킹

이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
서비스 수용에 관한 Featherman MS & Pavlou 
PA(2003)의 연구와 인터넷 쇼핑행동의 영향요인
에 관한 Crespo AH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지
각된 위험은 이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hee HJ․Shim ES(2013)은대학생과직장인을
대상으로소셜커머스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요

인에 관한연구에서지각된위험을 3가지차원으
로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구매의도에 가장큰 영
향요인은성과적위험, 심리적위험, 소스위험순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위험들은 구매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n ZJ 
(2014)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이 소셜커머스
수용의도와 추천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를지지하였으며, 소셜커
머스 이용에 있어서 지각된 위험 요소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선
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 외

식상품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재이용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소셜커머스 외식상품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가격의식성과 이용의도와의 관계

가격의식소비자는시장에서저가의제품을탐

색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저가 제품 쇼핑으
로부터 정서적 가치와 즐거움을 추구한다(Alford 
BL & Biswas A 2002). 그러므로가격의식성은낮
은 가격 탐색과 같은 소비자행동과 관련성이 있

다(Lechtenstein RD et al 1993). Lee KT․Noh 
MJ(2011)의 연구에서는 가격의식성이 높은 소비
자일수록소셜커머스이용의도가높다는것을규

명하면서가격할인이소셜커머스의가장큰특징

이라고 하였다. Lee SJ(2012)의 소셜커머스 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가

격의식성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가격 비교와 가

격할인에관련한정보탐색과같은활동이가격의

식성이 낮은 소비자에 비해 습관화되어 있을 가

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는소셜커머스서비스를보다쉽게인지할

가능성도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본연구에서는이용후기정보성과이용만

족과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가격의식성은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조사대상은 소셜커머스

에서 외식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20
세 이상 남녀 내국인 거주자로 하였으며, 표본추
출을 위한소셜커머스 업체는 연간방문자 수기

준으로 2014년쇼핑앱순위에서 1위를차지한쿠
팡으로 선정하였다(조선닷컴 앱피타이저 2014). 
조사대상자중에서쿠팡을이용해외식상품을구

매한 경험이 있는 지를 사전질문을 통해 파악한

후 경험이있다고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판

단표본추출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

지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포하여
246부를 회수하였고, 이중에서 신뢰도가 낮거나
부적합하게 작성된 14부를제외하고, 232부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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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Item  N  % Classification Item  N  %

Gender
Male 86 37.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0 8.6

Female 146 62.9 Collage degree 12 5.2

Marital 
status

Single 178 76.7 University degree 173 74.6

Married 54 23.2 Graduate school≤ 27 11.6

Age

20～29 108 46.5

Occupation

Student 96 41.4

30～39 68 29.3 Office workers 40 17.2

40～49 46 19.8 Sales & service 32 13.8

50～59 8 3.4 Government employee 11 4.7

60≤ 2 0.8 Professional 29 12.5

Monthly 
salary

(unit: won)

＜2,000,000 101 43.5 Self-employed 4 1.7

2,000,000～2,990,000 28 12.1 Housewife 17 7.3

3,000,000～3,990,000 35 15.1 Others 3 1.3

4,000,000～4,990,000 29 12.5

5,000,000～5,990,000 16 6.9

6,000,000≤ 13 5.6

<Table 1> Results of the frequency analysis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증분석에 사용하였다. 
           

4.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설문지구성에있어서지각된위험의측정항목

은 Hassan AM et al(2006)과 Crespo AH et al 
(2009)의연구에서 18개항목을재인용하였다. 가
격의식성의측정항목은 Lee SJ(2012)의 연구에서
3개 항목을 재인용하였으며, 재이용의도의 측정
항목은 Yang K & Jolly LD(2009)와 Sung HJ․Ko 
JY(2012)의 연구에서 4개 항목을 재인용하였다. 
소셜커머스외식상품이용에대한지각된위험

과 가격의식성, 재이용의도에 관한 측정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명목척도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과 AMOS 7.0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이용하
여,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실시하였으며, 각요인의측정항목에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과신뢰도분석을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위

해 다중회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2. 측정항목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1) 외생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Table 2>는본연구에사용된지각된위험변
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지각된
위험에대한문항의타당성을검증하고, 공통요인
을 찾아내 변수로활용하기위해 총 18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전체모형의적합성을판단하는 K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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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Measurement items
Factor

loadings

Variance
(Eigen 
value)

Cronbach's 
α

Source 
risk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reputation of some restaurants.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reliability and expertise of so-
me restaurants.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by just looking at pictures on the social commerce sit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ocial commerce site is not 
accurate.
I would be concerned that the product does not provide the 
level of benefits advertised on the site.

0.846
0.762

0.663

0.653

0.594

15.539
(2.797)

0.790

Privacy 
risk

If I used social commerce to purchase, I would feel con-
cerned about providing my credit card number.
If I used social commerce to purchase, it would lead to a 
loss of privacy because of the improper use of my personal 
information.
When using social commerce, the payment method seems 
unsafe.

0.929

0.915

0.770

14.401
(2.592)

0.910

Psychological 
risk

The thought of social commerce makes me feel uncomfor-
table.
If I used social commerce to purchase, it would give me 
a feeling of anxiety.
The thought of social commerce causes me to experience 
unnecessary tension.

0.896

0.838

0.723

13.263
(2.387)

0.831

Social 
risk

If I used social commerce to purchase, my friends and rela-
tives would think that I am unwise.
If I used social commerce to purchase, it would negatively 
affect the opinion that my friends or relatives have about 
me.
If I make a wrong choice, I tend to worry about what the 
people around me will think of me.

0.825

0.776

0.734

11.605
(2.089)

0.745

Time-loss 
risk

I would feel concerned about wasting too much time making 
an order.
I have to spend too much time searching for the product.

0.887

0.880

10.077
(1.814)

0.900

Financial 
risk

I would be concerned that I really would not get my mo-
ney’s worth from the product.
I would be worried about financial losses. caused by negli-
gence.

0.850

0.796
9.125

(1.642)
0.782

<Table 2>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analysis on exogenous latent variable

(Kaiser-Meyer-Oklin) 측정값이 0.793로 나타났으
며 Battlet의 구형성 검증을 위한 근사 χ2

값이

2197.395로, 유의확률 p가 0.000 수준에서유의한
모형의적합성을나타내었다. 전체모형의설명력

을나타내는누적된총분산값은 74.011로 74.0%
의 설명력을보였다. 요인분석결과, 지각된 위험
은 총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각의 요인
명을요인 1은정보위험, 요인 2는개인보안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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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Measurement items
Factor

loadings
Variance

(Eigen value)
Cronbach's 
α

Reuse 
intention

I will try to use social commerce in future.
I found social commerce convenient and will keep using it.
Using social commerce continuously is helpful to me.
I will actively recommend social commerce to my acquaintan-
ces.

0.855
0.853
0.818
0.700

65.471
(2.619)

0.821

<Table 4>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analysis on endogenous latent variable

Factor Measurement items
Factor

loadings

Variance
(Eigen 
value)

Cronbach's 
α

Price 
consciousness

I tend to visit multiple sites to find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price for the product.
I generally tend to visit more than one site to find a little 
more affordable price for the product.
I tend to put time and effort to find the lowest price for the 
product.

0.924

0.913

0.863

81.075
(2.432)

0.883

<Table 3>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analysis on endogenous latent variable

요인 3은 심리적 위험, 요인 4는 사회적위험, 요
인 5는 시간손실위험, 요인 6은 재무적 위험으로
명명하였다.

<Table 3>은 본 연구에 사용된 가격의식성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지각된 위험
에 대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내변수로활용하기위해총 3개항목에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전체 모형의 적
합성을판단하는 KMO(Kaiser-Meyer-Oklin) 측정
값이 0.723로 나타났으며, Battlet의 구형성 검증
을 위한 근사 χ2

값이 395.588로 유의확률 p가
0.000수준에서유의한 모형의 적합성을나타내었
다. 전체모형의설명력을나타내는누적된총분
산값은 81.075로 81.0%의설명력을보였다. 요인
분석결과, 지각된위험은 1개의요인이추출되었
으며, 요인 명을 가격의식성으로 명명하였다.

2) 내생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Table 4>는 본 연구에 사용된 재이용의도의 타

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

뢰도분석을실시한결과이다. 내생변수인이용만족
과행동의도에대한측정항목의타당성을검증하기

위하여총 4개항목에대한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전체모형의적합성을판단하는 KMO(Kai-
ser-Meyer-Oklin) 측정값이 0.742로나타났으며, Batt-
let의구형성검증을위한근사χ2값이 356.929로유
의확률 p가 0.000 수준에서유의한모형의적합성을
나타내었다. 전체모형의설명력을나타내는누적된
총분산값은 65.471로 65.5%의설명력을보였다. 요
인분석결과, 지각된위험은 1개의요인이추출되었
으며, 요인 명을 재이용의도로 명명하였다.

3. 가설검증

1) 지각된 위험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 1을검증하기위해요인분석을통해추출
된 지각된 위험의 5개요인들을독립변수로사용
하고, 재이용의도를 종속변수로하여다중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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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value p-value

Price consciousness 0.253  3.960** 0.000

R2=0.064,  Adjusted  R2=0.060,  F=15.681,  p=0.000

** p<0.01

<Table 6>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on price consciousness for reuse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value p-value Tolerance VIF

Source risk —0.159  —2.403* 0.017 0.724 1.380

Privacy risk —0.135  —2.048* 0.042 0.725 1.380

Psychological risk —0.486  —7.442** 0.000 0.741 1.349

Social risk  0.074  1.168 0.244 0.791 1.265

Time-loss risk  0.145  2.193* 0.029 0.719 1.391

Financial risk —0.018 —0.270 0.787 0.707 1.414

R2=0.289,  Adjusted R2=0.270, F=15.213, p=0.000

* p<0.05, ** p<0.01

<Table 5>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on perceived risk for reuse intention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종속변수
인재이용의도에대한표준회귀선을설명하는결

정계수 R2값은 0.289로나타났고분산분석에대한
p값은 0.000, F값은 15.213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다중공선성통계량의공
차한계가모두 1보다작고 VIF도 10 미만으로독
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요인 중에서 정보위험(p=0.017, t =—2.403)

과개인보안위험(p=0.042, t =—2.048), 시간손실위
험(p=0.029, t=2.193)이 재이용의도에 p<0.05에서
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 심리적
위험(p=0.000, t =—7.442)은 재이용의도에 p<0.01
에서유의적인부(—)의영향이있는것으로나타
났다. 사회적 위험(p=0.244, t=1.168)와 재무적 위
험(p=0.787, t =—0.270)은 재이용의도에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

의크기는 Beta값을기준으로심리적위험(—0.486), 
정보위험(—0.159), 시간손실위험(0.145), 개인보
안위험(—0.135)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2) 가격의식성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 2를검증하기위해요인분석을통해추출
된 가격의식성의 1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
고, 재이용의도를종속변수로하여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종속변수인
이용만족에 대한 표준회귀선을 설명하는 결정계

수 R2값은 0.064로 나타났고, 분산분석에 대한 p
값은 0.000, F값은 15.681으로모형은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의식성(p=0.000, t= 
3.960)은 재이용의도에 p<0.01에서 유의적인 정
(+)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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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외식소비자

들을대상으로지각된위험이재이용의도에미치

는영향과가격의식성이재이용의도에미치는영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외식소셜커머스 관련

업체들의 마케팅전략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유

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 외식소비자들

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요구

되는지를실증적으로규명하였다. 이와같은연구
목적을달성하기위해선행연구와문헌연구를참

고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모형과연구가설을도출하였고, 제변수들간
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신

뢰, 구매의도, 만족과함께연구 진행되었던지각
된위험과이용의향, 사회적규범, 인터넷여행사
선택속성과연계하여 진행되었던가격의식성, 두
변수를본연구에서는소셜커머스외식상품재이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제시하여

외식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통해 나타난 결과, 요약

과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위험의 6가지하위요인(정보위험, 

보안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손실위
험, 재무적 위험)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 중 정보위험과 개인
보안위험, 심리적 위험이 재이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사회적위험과
재무적위험은재이용의도에아무런영향이없는

것으로 나타나 Rhee HJ․Shim ES(2013)의 연구
를지지하였다. 이와같은결과로외식소비자들의
재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정보이지만, 외식소비자들이 외식상품
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

분까지정보 제공을 할수 있도록하여 신뢰감을

얻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정확

한정보제공과함께외식상품을이용했던고객들

의 이용후기와 평판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업 로드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것이다. 그리고외식상품을이용하는고객들의
개인적인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장치에 신경을 써야할것이며, 대금지불방식
에있어서도안전하다는인식을통해소셜커머스

에 대한지각된 위험 요소들을 줄일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정보제공에대한신뢰와개인보안
에 대한 위험요소들이 개선될 때 소비자들의 지

각된 위험에 대한 불안과 불편함은 개선될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시간손실위험은 재이용의도에
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
외식상품을탐색하거나구매하는데할애되는시

간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도 갖고 있으나, 충분한 탐색 및 구매 시간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한 필요 과정이

라는긍정적인인식도있기에재이용의도에부정

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격의식성이재이용의도에미치는 영향

을실증적으로검증한결과, 가격의식성은재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Lee SJ(2012)의연구를지지하였다. 이와같은결
과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여
러 사이트를 방문하여 더 저렴하고더 좋은 조건

을 제시하는 소셜커머스를 찾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할것이며, 이를통해만족하면좋은구전
효과와 더불어 학습된 효과로 인해 지속적인 이

용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격의식성이 높
은소비자일수록전반적으로저렴한가격의외식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가의 가

격이면서도좋은품질의외식상품을찾았을때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희열을 느낄 것이며, 충성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무적으

로 소셜커머스 관계자들은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유효한지각된위험과가격의식성에대한

정보를알수있고, 이를토대로향후소셜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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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이용 전략수립과 경영계획 수립 시에 반영

할수있을것이다. 또한지각된위험과가격의식
성을바탕으로재이용을통한경영성과를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점에 기반을 둔 집중화 전

략과차별화전략을바탕으로시장세분화에집중

해야 할 것이다. 
앞서제시한연구의결과와시사점에도불구하

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양한 사이트를 동
시에조사대상으로진행하지못하고 2014년쇼핑
앱순위에서 1위를차지한쿠팡만을 이용한 대상
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는것이다. 향
후연구에서는소셜커머스의재이용에필요한변

수로 지각된 위험과 가격의식성 외에 다양한 변

수를 활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조사대상 사이트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
다.

한글 초록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외식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위험과 상품구매 시 가격을 고

려하는 정도인 가격의식성을 제시하여 영향관계

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증결과를 통해
외식소비자들의 소셜커머스에 대한 행동의도를

파악하여 외식소셜커머스 관련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수립시활용할수있는유용한실무적시사

점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조사대상은 소셜커머스

에서 외식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20
세 이상 남녀 내국인 거주자로 하였으며, 표본추
출을위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연간 방문자수 기

준으로 2014년쇼핑앱순위에서 1위를차지한쿠
팡으로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중에서쿠팡을이
용해 외식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를 사전

질문을통해 파악한 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

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보위험과 개인보안위험, 심리적
위험, 시간손실위험은 재이용의도에부정적인 영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위험과 재

무적 위험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의식성은 재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외식소비자들의
지속적인소셜커머스이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

으로지각된위험과가격의식성의중요성을규명

하였다.
 
주제어: 소셜커머스, 외식상품, 지각된위험, 가

격의식성, 재이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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