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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ite characteristics in fashion social commerce and SNS subjective

norms on the attitude of consumers towards social commerce and their purchase intentions for fashion

products. In addition, this study tests consumer responses through a comparison of a group purchase mall

versus a private mall. Respondents are limited to consumers aged 20 to 39 who have recently purchased fa-

shion products through social commerce over the last month. Four hundred sampl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s alpha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

deling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Product value, convenience and SNS subjective

norms without trust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consumer attitude towards social commerce, and the attitude

of consumers positively influenced the purchase intentions of fashion products. In the group purchase mall,

only convenience affected the attitude of consumers; in the private mall, product value, convenience and

SNS subjective norm had an effect on the attitude of consumers. In addition, the SNS subjective norm po-

sitively influenced purchase intentions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Social commerce ought to offer pro-

duct value and create a simple and convenient design to raise the purchase intentions of fashion products;

in addition, they should use SNS functions to inform consumers of social commerce. It is imperative to im-

plement different marketing strategies according to social commer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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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

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

를 활용한 소셜커머스가 소비자 주도의 새로운 쇼핑몰

형태로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들이 나

타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012년 소셜커머스 시장 규

모가 7천~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Trends

of domestic”, 2011). 이러한 소셜커머스는 인터넷과 모

바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터넷 쇼핑과

유사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

하여 참여하면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소비자 참여 시장

이라는 점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비즈니스 모델들은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터넷 쇼핑과 다르다고 할 수 있

다(Ahn, 2011).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 참여 시장을 가능케 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소비자 개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스스로를 표

현하고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기술의 발전, 즉 SNS의 급

속한 확대라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SNS의 이용

자 수는 연간 47%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 SNS도 급성장하고 있는데(D. J. Kim, 2011), 이

러한 변화와 특성을 이용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새

로운 수익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양한 유형의 소셜커머스 등장과 급속한 성장에도 불

구하고, 소셜커머스의 선행연구들(Ahn, 2011; Kang, 2009;

Sung, 2011)은 공동구매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

다 소셜커머스에서 패션제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패션마케팅 분야에서 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감

률은 17.6%에 달한다(Chung et al., 2010). 또한 최근 조

사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소셜커머스 구매제품이

음식점 이용 할인권 다음으로 패션/잡화(38.5%)인 것으

로 나타난(Trendmoniter, 2010) 점은, 앞으로 소셜커머스

를 통한 패션제품 판매방식이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

보다 국외의 경우, 유명 브랜드 패션제품 판매를 주력으

로 하는 소셜커머스인 길트와 방트 프리베가 단기간 내

엄청난 수익을 올린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소셜커머스에

서의 패션제품 판매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

로 패션산업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소셜커머스에서의 패션제품 관련 연구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특정 제품

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과 일정시간 내에 구매

해야 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파격적인 가격할인

과 시간압박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

는데(Lee et al., 2011),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소셜커머

스의 사이트 특성이 태도나 구매의도와 같은 소비자 반

응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패션제품은 가격적인 요

소만을 중요시하는 상품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소, 예

를 들면 디자인 같은 제품의 특성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소셜커머스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특성인 제

품가치가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시간

압박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돌아다녀야 하는 사이트

의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처럼 사이트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며, 특히 파격적 가격할인이

기 때문에 사이트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소셜커머스의 사이트 특성은 소

비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이며, 이

러한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소셜커머스의 전략적 방

안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소셜커머스는 e-commerce와 SNS의 결합을 통해 활

성화되었으며, SNS 수용여부 및 주변인들의 사용여부

는 소셜커머스 구매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소셜커머스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

며, 특히 패션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패션제품 구매와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

은, 패션 소셜커머스의 웹사이트 특성이 소셜커머스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며, 소셜커머스의 특성상 SNS에 대한 주관적 규범 또한

소셜커머스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고 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 관

계에 있어,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유형에 따

라, 즉 공동구매형인지 프라이빗 쇼핑몰인지에 따른 소

비자 반응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소

셜커머스를 통한 패션제품 유통전략의 효과성을 살펴

보고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소셜커머스 쇼핑환경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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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소셜커머스의 정의 및 유형

소셜커머스란 소셜네트워크나 소셜릴레이션십이 상

품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e-커머스 혹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e-커머스이다(Lee, 2012). 이러한 소셜커머스는

2008년 공동구매형의 한 형태인 미국 그루폰(Groupon)이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는 판매자가 지정

한 기간 내에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구매할 때 차별화

된 할인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방식이다(Shin, 2012).

그렇지만 소셜커머스는 특정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

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새롭고 다양한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데 공동구매형 이외에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기도

하며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Wang(2012)은

소셜커머스의 유형을 소셜링크형, 소셜웹형, 오프라인 연

동형, 공동구매형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Jang(2012)

은 플래쉬 세일(flash sale), 그룹바이(group-by), 소셜쇼핑

(social shopping), 소셜쇼핑 앱스(social shopping apps), 퍼

체이스 쉐어링(purchase-sharing), 퍼스널 쇼퍼(personal

shopper)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Choi(2012)는 소셜커머

스를 소셜미디어 내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 상

거래 내에 소셜미디어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방식, 상거

래 서비스와 소셜미디어가 각각 독립적으로 연계되는 방

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J. S. Kim(2011)에 따르면 소셜커

머스 유형을 공동구매형, 기존 웹과 연계되는 방식, SNS

내에 직접 입점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셜커머스에 대한 유형 분류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

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셜커머스의 등장 시

기가 얼마 되지 않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주로 공동구매방식을 나타내는 소셜커머

스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셜커머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동구매형에 관한 연구이다(Choi,

2012; Jang, 2012; J. S. Kim, 2011; Lee, 2012; Shin,

2012; Wang, 2012).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패션제품

과 관련된 연구는 아니며,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상

품이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서비스 이용권, 외식상품권,

할인쿠폰 등 다양하기 때문에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패션제품은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

한 제품으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차별적인 특성

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셜커머스에 관한 연구로

는 소셜커머스에서의 패션제품 판매방식을 이해하는 데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패션제품과 관련된 소셜커머스는 크게 공동구매형과

프라이빗 쇼핑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동구매형 소

셜커머스는 앞서 제시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

는 소셜커머스 유형이며, 그루폰 코리아, 쿠팡, 위메이

크 프라이스, 티켓몬스터 등이 있다. 보통 일정 기간 동

안 30~50% 이상 할인된 공산품이나, 할인된 가격에 상

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데, 다만 상품 공

급자가 정해놓은 최소 판매량이 달성되어야 할인 가능

하며, 목표 판매량에 도달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

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과거 공동구매가 공산품 위

주였다면, 그루폰은 공연, 음식 등과 같은 오프라인 서

비스를 온라인 쇼핑영역으로 새로 진입시켰다는 점(오

프라인을 온라인화, O-to-O)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

다(C. H. Kim, 2011). 그리고 이러한 공동구매형 소셜커

머스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 패션/뷰티상품이 점점 확

대되고 있다.

공동구매형이 공동구매와 소셜미디어의 접목이라면,

멤버십과 유명 브랜드 아울렛의 결합인 프라이빗 쇼핑

몰도 소셜커머스의 한 유형이다. 프라이빗 쇼핑은 플레

쉬 세일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며,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만이 판매하는 상품을 볼 수 있다. 1,200여개의 패

션디자이너 브랜드 및 스포츠 장비, 자동차, 여행상품

에 이르기까지 최대 70%의 할인율을 제공하며 특정 상

품의 판매기간은 2~4일 정도로 사이트 회원 간 입소문을

통해 회원의 혜택이 커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Jang,

2012). 주로 유명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데, 수량과 기

간 한정을 통해 할인 판매하게 된다. 가입 자체는 무료

지만, 회원의 초대를 받아 가입 또는 해당 사이트의 승

인을 통해 가입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온라인

쇼핑몰과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프라이빗 쇼

핑몰을 소셜커머스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회원 초대

와 상품 홍보에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페이스북과 연동되는 버튼이 있으며, 이를 클릭하면 회

원계정으로 상품 소개 및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다(C. H. Kim, 2011). 최초의 프라이빗 쇼핑몰은

유럽의 방트 프리베(Vente-Privee)로, 매년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09년 거래액만 10억 달러에 달한다. 미

국에서 프라이빗 쇼핑몰은 2007년에 런칭한 길트(Gilt)

그룹에서 유래되며 그 이후로 Rue La La, Ideeli, Haute-

Look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라이빗 쇼핑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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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패션과 가구에 치중되었으나 현재는 호텔, 여행패

키지까지 확장되고 있다(Martinez & Kim, 2012). 길트 그

룹(Gilt Groupe)은 2010년 6월 기준 600만 명의 회원을

확보, 거래액은 2009년 1억 7000만 달러, 2010년 4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그루폰과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 규모라 할 수 있다(“Opening social shopping”, 2010).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동구매형만큼이나 빠른 성장을 보

이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에 소셜커머스 열풍이 불면서

명품을 소셜커머스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함께 늘어나면

서 위메프가 인수한 회원제 명품 소셜커머스 ‘프라이빗

라운지(Private Lounge)’의 가입회원 수는 두 달여 만에

10배나 증가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Do you buy Prada”,

2011). 무엇보다 패션업계에서 이러한 프라이빗 쇼핑몰

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현재까지 프라이빗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주요 품목이 패션제품이라는 점이

라 할 수 있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인터넷

할인을 하지 않는 유명 브랜드들도 멤버십으로 운영되

는 방식 때문에 섭외 가능하여,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에

게 모두 매력적인 쇼핑형태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패션제품과 관련한 소셜커머스로는

공동구매형과 프라이빗 쇼핑몰을 제안할 수 있는데 상

품 판매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유

형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이나 영향변수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2. 패션 소셜커머스 웹사이트 특성

소셜커머스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방식에 ‘소셜’적인

측면이 더 부각된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소셜커머

스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셜커머스의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소셜커머스 특성에 관한 연구(J.

S. Kim, 2011), 소셜커머스의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

(Choi, 2012)가 있으며, 소셜커머스에서의 소비자 특성

이 만족이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Ma-

rtinez & Kim, 2012; Wang, 2012) 등이 있다. 패션제품의

새로운 유통경로로 부각된 소셜커머스는 아직 보편화

된 유통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소셜커머스에서의 소비

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

하다. 웹사이트 특성은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들에서 검증되어 왔으며, 소

셜커머스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이

트 특성이 소셜커머스를 통한 패션제품 구매행동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 쇼핑에서의 웹사이트 특성은 오프라인 점포 속

성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hn and Lee

(2002)는 일반 점포이미지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

이트 분위기, 제품구색, 제품가치, 고객서비스, 편의성,

신뢰성을 인터넷 쇼핑몰 점포이미지 구성요인으로 추

출하여 구매의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Suh(2008)

는 인터넷 쇼핑사이트의 판촉성, 이용 및 항해편리성,

구매지원성과 같은 특성을 사용성의 영향요인으로, 의

사소통의 질, 사회적 쇼핑서비스, 안전성과 같은 특성을

신뢰성의 영향요인으로 제안하였다. 인터넷 쇼핑몰 특

성과 패션제품 구매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

들에서는 특성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화면

구성이나 시각정보와 같은 시각적 특성, 제품구색이나

제품정보와 같은 제품 관련 특성, 결제 및 보안이나 쇼

핑몰 명성과 같은 신뢰 관련 특성, 로딩속도나 정보전

달성과 같은 편의성, 도움말이나 고객서비스와 같은 서

비스 특성, 마지막으로 판매촉진 특성 등으로 나타난다

(Hong, 2002; Kim et al., 2003; Park & Kang, 2005; Ryu

& Cho, 2005).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소셜커머스 사이트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기 때문에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트 특성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소셜커머스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만 특정 제품을 판

매하며, 신속한 상품 업데이트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제

품구색의 면보다는 제품가격, 브랜드, 품질과 같은 제품

가치가 중요한 사이트 특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공

동구매방식에서도 제품가치는 중요할 수 있지만, 특히

프라이빗 쇼핑몰의 경우 유명 명품 브랜드를 일정 시간

동안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점에서 가격이나 제

품 자체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가치의 측면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또한 소셜커머스는 한정된 시간 동안의

판매를 특성으로 하므로, 시간 내 신속한 검색과 구매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사이트의 편의성은 고객들의 선호

와 구매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웹사이트 특성일 수 있

다. 사이트 편의성은 물리적 점포 내에서 쇼핑하는 것과

비교할 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소

셜커머스의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제품의 가격 뿐만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편의성이

다(Lee, 2012). 그리고 유명 브랜드임을 보증할 수 있는

지, 좋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지, 또는 안심 거래를 보

증하는지와 같은 신뢰 관련 특성은 일반적인 웹사이트

와 마찬가지로 소셜커머스에서도 중요한 특성이 될 수

있다. 신뢰는 초기 전자상거래 연구분야에서도 수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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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으며(Hoffman et al., 1999), 이

후 신뢰의 선행변수나 결과변수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전

자상거래 연구분야에서 중심을 이뤄오기도 했다(Gefen

et al., 2003).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신뢰의 부족’은 여전

히 온라인 쇼핑몰의 수용과 활성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Suh, 2008) 점에서 볼 때 웹

사이트에 대한 신뢰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 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최근 소셜커머스에 대

한 소비자 불만과 관련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

이며, 소셜커머스의 경우 판매정보에 대한 신뢰가 SNS

에서 입소문을 만들어내고, 그 입소문이 새로운 고객들

을 불러 모으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소셜커머스 특성 즉

제품가치, 사용편의성, 신뢰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패션

제품 구매에 대한 태도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측된다.

3. SNS 주관적 규범

기존의 e-commerce는 웹 2.0 플랫폼을 기반으로 e-

commerce 사이트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e-commerce는 SNS와 결합한 소셜웹으로 확장

되고 있다(Gu & Jang, 2012). 소셜커머스가 SNS를 결

합한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이라는 점에서 볼 때, SNS

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 또는 다른 이들이나 사회가 소

셜네크워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관련된 주관적 규

범은 소셜커머스 구매행동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주

관적 규범은 합리적 행위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 나온 개념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준거인이 자신의 특정 행위를 지지할 것인

가에 대한 인식정도이다(Fishbein & Ajzen, 1975). 합리

적 행위이론의 주관적 규범 고려는 여타의 소비자 태도

설명 모형과 차이를 보여주는 점으로, 주관적 규범은 태

도와 함께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집단 혹은 준거인

의 관점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규범적 신념과 이러한 준

거집단에 따르려는 개인적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은 기술수용의도를 설명하는 연

구들에서 이미 입증되어 왔다(Bhatti, 2007; H. S. Shin,

2010; Venkatesh & Morris, 2000). Nysveen et al.(2005)

은 모바일커머스 상황에서 기술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압

력요인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는데, 사회적 압력은

주관적 규범의 규범적 신념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

다. Venkatesh and Davis(2000)는 기술수용모델인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의 외부변수들을 확장

한 TAM2 모형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기

존의 TAM의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이용 용이성, 의도,

행동 외에 주관적 규범, 자발성, 이미지의 사회적 영향 프

로세스와 직무관련성, 출력품질, 결과실연성의 인지적

도구 프로세스를 외부변수로 추가하였다. 즉, TAM2에

서 주관적 규범은 인지된 유용성과 행위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예측되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새로운 기

술을 수용하는 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주관적 규범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규범에서 다뤄지

는 준거인의 영향력을 좀 더 확장해 볼 수도 있을 것으

로 판단되며, 이에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의 핵심적 특성

인 SNS에 주목하고 SNS 주관적 규범이 소셜커머스를

통한 패션제품 구매행동에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연결이 중요한 소셜커머스

의 방식상 다른 온라인 상거래에 비해서 친구, 지인 등

준거집단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에 영향 받

을 가능성이 더 크며, 이러한 과정에서 SNS를 적극 이용

한다는 점에서 SNS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SNS

라는 새로운 방식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준거집단의

생각과 같은 주관적 규범에 영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태도와 패션

제품 구매의도에 SNS 주관적 규범이 영향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소셜커머스가 SNS와 결합

되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태도와 구매의도

태도는 대안에 대해 총체적으로 갖게 되는 평가이며

(Blackwell et al., 2005), 태도는 구매의도 등과 함께 미

래의 소비자 구매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Bagozzi(1992)에 따르면 선호는 의도와는 다른데,

설령 선호가 있다고 할지라도 구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태도는 구매행동의 예측적 변인이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정적인 행동을 예측해 준다

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태도와 구매의도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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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편,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있어, 통제 불가

능한 요인들이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구매의도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 행위이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행위이론에

서는 여전히 실제 구매행동이 행동하려는 의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본다. 본 연구도 구매의도가 실제 구매

의 직접적인 결정요소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구매행동으

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와 구매

의도는 소셜커머스 웹사이트 특성과 SNS 주관적 규범

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비자 의사결정

의 인과관계에서 태도의 매개역할을 검증해 봄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점포에 대한 태도 내지 인터넷 쇼

핑몰이나 쇼핑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소셜머커스 사이트 특성, SNS 주관적 규

범이 소셜커머스를 통한 패션제품 구매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안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으며 소셜커머

스 유형에 따라 이러한 영향관계의 차이가 있을 것으

로 예측된다. 따라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1. 소셜커머스의 특성인 제품가치는 소셜커머스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소셜커머스의 특성인 편의성은 소셜커머스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소셜커머스의 특성인 신뢰성은 소셜커머스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SNS 주관적 규범은 소셜커머스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SNS 주관적 규범은 소셜커머스에서의 패션제

품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소셜커머스 태도는 소셜커머스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프라이빗 쇼핑몰에서

소셜커머스의 특성, SNS 주관적 규범, 소셜커머

스 태도 및 패션제품 구매의도 간의 소비자 반응

은 차이가 날 것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설문은 인터넷 전문 설문업체에 의뢰하였으며, 최

근 1개월 이내에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프라이빗 쇼

핑몰을 통해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6월 7~14일이었

으며, 조사기관의 패널 중 20~30대 패널들에게 무작위

로 이메일 발송을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공동구매형

의 경우 메일 발송 4,721명, 수신 확인이 된 1,927명 중

242명이 응답 완료하여 5.1%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프

라이빗 쇼핑몰의 경우 메일 발송 14,702명, 수신 확인이

된 6,054명 중 256명이 응답 완료하여 1.7%의 응답률을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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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 중 불성실한 데이터를 제외, 조사업체로부터

유형별로 각 200명의 데이터를 받았으며, 이를 최종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공동구매형에 비해 프라이빗 쇼핑몰

의 응답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내에 아직

프라이빗 쇼핑몰이 공동구매형에 비해 확대가 되지 않

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소셜커머스 웹사이트 특성, SNS

주관적 규범, 태도, 구매의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설

문을 구성하였다. 패션 소셜커머스 특성은 제품가치, 편

의성, 신뢰성으로 구성되며, Ahn and Lee(2002)의 연구

를 참고하여, 소셜커머스에 맞게 수정하여 11문항을 사

용하였다. SNS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D. J. Kim(2011)의

문항을 수정하여 4문항을 사용하였다. 소셜커머스에 대

한 태도와 구매의도는 SNS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를

측정한 선행연구(D. H. Shin, 2010)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를 측정한 선행연구들(Overby &

Lee, 2006; To et al., 2007)을 수정하여 각 4문항을 사용

하였다.

최종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18.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3. 표본특성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자들 400명 가운데 남성 50%, 여성 50%였으며, 연령은

20대가 50%, 30대가 50%였다. 조사대상자들의 71.3%가

미혼이었으며, 학력은 대졸이 54.3%, 고등학교 졸업이

20.5%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이 40.0%, 학생이 24.0%,

전문기술직이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수입은

500~600만원 미만이 18.0%, 300~400만원 미만이 17.8%,

200~300만원 미만이 14.0%의 분포를 보였다.

소셜커머스 관련 구매행동을 살펴보면 소셜커머스에

서 구매한 제품은 실제제품이 81.5%(326명), 쿠폰이 18.5%

(74명)로 나타났다. 구매한 제품의 할인율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 가운

데 30~50% 미만이 62.5%(125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0% 미만이 27.0%(54명)를 차

지하였다. 반면에 프라이빗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본 경험

이 있는 소비자 200명 가운데 할인율 30% 미만이 54.0%

(10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0~50% 미만이 37.5%(75명)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에

서 패션제품 구매빈도를 살펴보면 공동구매형 소셜커머

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33.5%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주일에 한 번 정도가

22.5%로 나타났다. 프라이빗 소셜커머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2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개월에 한 번 정도가 17.5%를 차지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주요 변인들의 신뢰도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 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될 각 구

성개념에 대한 측정항목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

하였다.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값을 산

출하였으며,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 네 개를 제거하

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

항목들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0.7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

적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여주었다(Hair et al., 2010).

구성개념의 수렴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델의 적

합도를 판정하는 기준은 절대 적합도 지수, 증분 적합도

지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지수들을 종합

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모델을 평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χ
2
 통계량은 표본의 크

기와 측정변수들의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p값이 유의

(p<.05)하더라도 적합도가 낮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지표들과 함께 적합도를 판단해야 한다(Lee & Im, 2011).

따라서 χ
2
 통계량을 자유도로 나누어 5보다 작으면 적합

도가 높다는 기준을 이용하였고(Park & Lee, 2009), GFI,

RMSEA의 절대 적합도 지수, NFI, CFI 등의 증분 적합

도 지수를 이용하여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측정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χ
2
=281.221,

df=137, χ
2
/df=2.053, GFI=.932, AGFI=.906, RMR=.025,

RMSEA=.051, NFI=.933, CFI=.964로 나타나 대체로 적

합도 검증 기준에 부합하였다(Table 1).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하나의 잠재요인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크기와 평균분

산추출값(AVE)의 크기, 개념신뢰도(CR)로 측정할 수 있

다(Lee & Im, 2011). Bagozzi and Yi(1988)에 따르면 표

준화 요인부하량이 0.7 이상이고, AVE값이 0.5 이상, CR

값이 0.6 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결과를 살펴보면 개념신뢰도값이 0.619~0.77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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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값이 0.548~0.723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수렴타당

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1).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한 잠재변인이 실제

로 다른 잠재변인과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것으로, 잠재

변인 각각의 AVE와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제곱을 비교

하여 판단하는데 AVE가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크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Lee & Im, 2011). <Table 2>

을 살펴보면 태도와 구매의도와의 상관관계의 제곱을

제외하고 모두 AVE값이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태도와 구매의도는 독립적 요인이라기보다

Table 1.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value

Cronbach's

α
CR AVE

Product

value

X1. The quality of fashion products sold in social com-

merce is excellent.
.788 -

a

.753 .710 .606
X2. Fashion brand products sold in social commerce are

genuine.
.769 12.910

Convenience

X3. The process of purchasing fashion products in this

social commerce is easy.
.779 11.441

.831 .715 .723
X4. The process of purchasing fashion products in this

social commerce is convenient.
.913 -

Trust

X5. This social commerce is guaranteed by reliable peo-

ple.
.723 13.681

.817 .677 .603
X6. Fashion products offered in this social commerce

are trusted.
.842 15.340

X7. I can trust and want to deal with this social com-

merce.
.760 -

SNS
Subjective

norm

X8. People who influence my behavior think I have to

use SNS.
.710 14.395

.860 .619 .611
X9.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 use SNS. .800 -

X10. I naturally accept the use of SNS by other people. .832 17.035

X11. When I see media such as newspapers, television

networks, and the Internet, I think I have to use SNS.
.779 15.988

Attitude

Y1. It is good to use social commerce in order to pur-

chase fashion products.
.711 -

.830 .677 .548

Y2. I benefit from purchasing fashion products in social

commerce.
.686 12.809

Y3. I think positively about purchasing fashion products

through social commerce.
.782 14.520

Y4. I like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using social com-

merce.
.777 14.427

Purchase

intention 

Y5. I will buy fashion products using social commerce

in the future.
.867 21.771

.888 .771 .671

Y6. I intend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from social

commerce.
.819 19.922

Y7. I will recommend that people purchase fashion pro-

ducts from social commerce.
.733 16.849

Y8. I intend to continue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using social commerce.
.851 -

χ
2
=281.221, df=137 (χ

2
/df=2.053)

GFI=.932, AGFI=.906, RMR=.025, RMSEA=.051, NFI=.933, CFI=.964

a
Fixed at 1 to standard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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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과관계의 변수이기 때문에 두 요인이 판별타당성

을 갖지 못하더라고 추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설검증

먼저 가설 H1-1, H1-2, H1-3, H2-1, H2-2, H3을 검증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구조 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χ
2
=283.043, df=140, χ

2
/df=

2.022, RMR=0.025, GFI=0.932, AGFI=0.907, CFI=0.964,

NFI=0.932, TLI=0.956, RMSEA=0.051을 나타내어 비

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Fig. 2).

<Table 3>에 제시된 전체 모델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t값을 살펴보면 패션 소셜커머스의 제품가치(β=.318, t=

3.218)와 편의성(β=.363, t=6.162)은 패션 소셜커머스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과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즉, 소셜커머스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패션제품의 품질이 좋고 브랜드를 정품이라

고 생각할수록 또한 구매과정이 편리하며, 사이트를 이

용하기 편리하다고 여길수록 패션 소셜커머스에 대한

태도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셜커머스의 사

이트 특성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쳐 재구매의도를 높인

다는 Lee(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패션 소셜커머스에 대한 신뢰성은 태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가설 1-3은 기각

되었다. 이는 신뢰가 소셜커머스의 태도를 형성한다는

J. S. Kim(2011)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초창기에는 소비자의 태도를 형성

하는데 신뢰의 역할이 중요하였지만 인터넷 쇼핑몰이

보편화되면서 사이트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확보되

Table 2.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constructs

Product value Convenience Trust
SNS

subjective norm
Attitude

Purchase

intention

Product value .606
a

Convenience .065
b

.723

Trust .353 .072 .603

SNS
subjective norm

.033 .065 .036 .611

Attitude .193 .204 .164 .104 .548

Purchase intention .152 .181 .151 .112 .585 .671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s) for each construct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th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between the two constructs.

Fig. 2.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standardized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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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커머스의

신뢰성은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품의 품질과 같은 제품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한정된 시간 내에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과

정의 신속성, 편리함이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SNS의 주관적 규범(β=.173, t=3.317)은 태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채

택되었다. 그렇지만 구매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아 가설 2-2는 기각되었으며 SNS의 주관적 규범은

태도를 통한 간접경로로만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

들의 SNS 이용은 패션 소셜커머스의 태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NS의 특

성이 소셜커머스에서의 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Wang(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

다.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들

을 확보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소셜커머스상의 SNS 링크를 통해 구

전을 형성하게 된다(J. S. Kim, 2011). 따라서 SNS의 활

용은 소셜커머스를 활성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드러났으며, SNS 주관적 규범은 소셜커머스

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다. 소셜커머

스는 SNS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인터넷 쇼

핑몰과 차별점을 보이는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준

거인들의 SNS 이용여부나 SNS 사용 압박은 결국 소셜

커머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 패션제품의 구매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패션 소셜커머스의 태도(β=.873, t=13.550)

는 소셜커머스의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즉, 소셜커머

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소셜커머스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성의 표

준화 경로계수(β=.363)가 가장 크게 나타나 소셜커머스

의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제품가치(β=.313), SNS의 주관적 규범(β=.173)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셜커머스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 소셜커머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형성을 위해서 편리한 구매과정을 구축하며 신속

한 구매를 위해 깔끔한 메뉴구성이나 구매과정까지의

웹페이지 단계를 줄이는 것이 패션 소셜커머스의 성공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는 <Fig. 2>, <Table 3>에 나타나 있다.

패션 소셜커머스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 반응의 차이

가 있을 거라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공동구매형 소

셜커머스와 프라이빗 쇼핑몰 각각 구조방정식을 실시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공동

구매형 소셜커머스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살펴보면 소셜

커머스의 편의성만(β=.414, t=4.698)이 태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

서는 구매과정과 쇼핑과정을 편리하게 여기는 편의성만

이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패션제품의 구매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구매형은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최소 판매량이 달성되면 30% 이상의 할인된 가격

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로 요즘 가장 많이 부

각되고 있는 소셜커머스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

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서는 무엇보다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전략과

구매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편리한 메뉴구

성, 쉬운 검색 기능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프라이빗 쇼핑몰에서는 제품가치(β=.291, t=

2.498)와 편의성(β=.346, t=3.911)이 태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의 주관적 규범(β=

.260, t=3.131)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SNS 주관적 규범(β=.171, t=2.395)은 구매

Table 3. Model estimation

H Path between variables
Path coefficient

S.E t-value Result
Non stand. coeff. Stand. coeff.

H1-1 Product value → Attitude .269 .318 .084 3.218 accepted

H1-2 Convenience → Attitude .271 .363 .044 6.162 accepted

H1-3 Trust → Attitude .088 .101 .081 1.096 rejected

H2-1 SNS Subjective norm → Attitude .112 .173 .034 3.317 accepted

H2-2 SNS Subjective norm → Purchase intention .036 .042 .035 1.014 rejected

H3 Attitude → Purchase intention 1.154 .873 .085 13.550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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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프라

이빗 쇼핑몰에서는 SNS 주관적 규범이 구매의도에 간

접적 경로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반응의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4는 채

택되었다. 공동구매형에서는 편의성만이 태도를 거쳐 유

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프라이빗 쇼핑몰에서는 제품

가치, 편의성은 태도를 통해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SNS 주관적 규범은 태도를 통한 경로와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관련변수들

의 정확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총효과를 계산하였

으며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

면 소셜커머스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은 SNS의 주관적 규범(총효과=.373)으로 드

러났으며, 이는 태도를 통한 간접경로와 직접경로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와 총효과의 값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프라이빗 쇼핑클럽은 상거래 서비스 내에 소셜미디어적

인 요소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하려면 기존 회원

의 초대를 받아야 하고 상품 페이지마다 SNS와 연동되

는 버튼이 존재해 상품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회원가입과 홍보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Choi, 2012). 이러한 특징 때문에 SNS 주관적 규범

이 태도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프라이빗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는 제품가치와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SNS

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연동이

되도록 웹페이지를 개발해야 하며, SNS를 활용하여 주

변인들을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에서의

소비자들의 패션제품 구매행동을 밝히려는 연구로 소

셜커머스의 사이트 특성과 SNS 주관적 규범이 태도 및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소셜커머스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

펴보기 위해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프라이빗 쇼핑

몰 각각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패션제품은 공

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

며, 프라이빗 쇼핑몰에서도 유명 명품 브랜드 제품을 포

함하여 패션제품이 주요 판매품목이기 때문에 패션제

품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에서의 소비자들의 태도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 향후 소셜

커머스의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소셜커머스에서 사이트 특성인 제품가치,

Table 4. The comparison of group purchase mall and private mall

Path between variables

Group purchase mall Private mall

Non stand. 

coeff.
Stand. coeff. t-value

Non stand. 

coeff.
Stand. coeff. t-value

Product value → Attitude .392 .391 1.924 .225 .291 2.498**

Convenience → Attitude .325 .414 4.698*** .258 .346 3.911***

Trust → Attitude −.025 −.029 −.150 .083 .100 .913

SNS Subjective norm → Attitude .064 .100 1.268 .164 .260 3.131**

SNS Subjective norm →

 Purchase intention
−.015 −.017 −.344 .135 .172 2.395*

Attitude → Purchase intention 1.248 .901 10.888*** .969 .778 7.704***

χ
2
=256.816, df=140, χ

2
/df=1.834, RMR=0.034,

GFI=0.878, AGFI=0.834, CFI=0.949, NFI=0.895,

TLI=0.937, RMSEA=0.060

χ
2
=241,941, df=140, χ

2
/df=1.728, RMR=0.033,

GFI=0.890, AGFI=0.851, CFI=0.943, NFI=0.876,

TLI=0.930, RMSEA=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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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rele-

vant variables on the purchase intention at a

private mall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roduct value →

Purchase intention
- .226 .226

Convenience →

Purchase intention
- .269 .269

Trust → Purchase intention - - -

SNS Subjective norm →

Purchase intention
.172 .202 .373

– 1158 –



패션 소셜커머스의 사이트 특성과 SNS 주관적 규범이 소셜커머스 태도 및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23

편의성, 그리고 SNS 주관적 규범이 소셜커머스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구매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

트의 편의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구매의도에 대한 태도의 매

개효과가 입증되었다.

둘째,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의 유형에 따

라 태도 및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

르게 나타났는데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서는 사이트

특성인 편의성만이 태도를 거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에서는 구매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리한 사이

트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회원제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프라이빗 쇼

핑몰에서는 사이트 특성인 제품가치, 편의성, SNS 주관

적 규범이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구매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SNS 주관

적 규범은 구매의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SNS 주관적 규범은 태도를 통해 간접

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쳐 가

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소셜커머스에서 패션제품의 구

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판매해야 하

며,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도록 노력하여 제

품가치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소셜커머스는 입점 브랜

드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 등의

사전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제품을 판매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친

숙한 브랜드를 구성해야 하며, 보증할 수 있는 정품을 제

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으로 한정된 시간에 한정

된 수량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의 특성상 구매과정의

편리함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사이트의 디자인적인 측

면을 편리하고 깔끔하게 구성해야 하며, 결제까지 소요

되는 클릭수를 줄일 수 있는 단계구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 뿐만 아니

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어디서든 쉽게 구매할 수 있도

록 편리한 앱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라

이빗 쇼핑몰에서는 사이트 특성인 제품가치, 편의성 이

외에 SNS 주관적 규범이 태도 및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SNS를 적극 활용하여

회원초대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프라이빗 쇼핑몰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빗 쇼핑

몰에서 패션제품의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SNS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의 연계를 높일 수 있는 메뉴구

성이 중요하고 회원초대나 추천을 하면 추가할인이나 포

인트 적립을 할 수 있는 프로모션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SNS를 이용하여 추천한 회원들이 할인된 가격으

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전략도 회원들의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SNS의 확산과 더불어 급성장하

고 있는 소셜커머스를 패션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본 연구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패션제품과 관련해서 소셜커머스

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이고 기존의 연구들은 상품

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패션제품

과 관련한 소셜커머스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소셜커머스가 SNS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본 연구에

서는 SNS와 관련된 주관적 규범을 연구의 변수로 도입

하여 소셜커머스를 통한 패션제품 구매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의 호의적

인 태도와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는 가격민감도 등 다양

한 변수를 도입해야 하며, 실제 구매한 패션제품의 만

족도와 같은 변수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보

다 폭넓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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