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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dimensionality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as well as evaluated

the effects of social commerce characteristics on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was built on Herzberg's motivation-hygiene Theory and the Kano Model. We gathered 519 data

by social commerce users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used SPSS 20.0 for the analysis. The findings sho-

wed that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are two distinct constructs; in addition, nine characteristics of social

commerce were derived from factor analysis. Among the nine factors of social commerce characteristics,

diversi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ly on satisfaction and uncertainty had only a positive impact on dissa-

tisfaction; however, price discount, product quality and transaction safety, influenced both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There were several factors that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both satisfaction and dissatis-

fac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support Herzberg's motivation-hygiene Theory and the Kano Model. The

present study helps social commerce managers establish a plan to maximize factors that influence consumer

satisfaction and minimize the factor influencing dis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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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소셜네트워크(SNS)

의 주요 기능인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소셜미디어를 e-커

머스와 결합시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새로운 유

통구조이다(Kim & No, 2011; Lee et al., 2011). 국내에

서 소셜커머스는 2010년에 등장했으며 현재 다양한 형태

의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하면서 경쟁이 보다 더 치열

해지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시장 규모는 2010년 500억

원에서, 2014년 3조~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괄목

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Jeong, 2014).

국내에서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운영방식은 일정 수의

인원이 모이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큰 할인율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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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형태이다(Kim & No, 2011). 큰 폭의 가격할인

은 소셜커머스의 장점이며(Fang & Seo, 2011), 구매시

간과 수량의 제한은 소비자가 구매를 신속히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J. H. Kim et al., 2011). 그러나, 최근에 소

셜커머스는 인기를 누리는 동시에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

비자의 불만족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신

뢰도가 낮아지고 있으며(Jeong, 2014), 소셜커머스를 통

한 구매 후 제품품질에 대한 불만이 구매행동 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Kim, 2013). 이처럼 소셜

커머스에 대해 증가하는 소비자의 불만족은 소셜커머스

의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된다. 현

재 소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소비자의 불만족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주체로 삼아 만족과 불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커머스의 특성을 연구해 볼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런 연구를 통해 소셜커머스 특

성을 파악함으로써 소셜커머스의 장점을 강조하고 불만

족 부분을 개선하여 소셜커머스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소셜커머스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Fang & Seo, 2011;

S. H. Kim et al., 2011)은 대부분 소셜커머스 사이트 자

체의 특성(e.g., 가격할인, 상호작용성, 거래안정성 등)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커머스를 통

한 구매에서 위조품과 같은 제품품질 문제 및 반품, 배송

지연, 환불 등 고객서비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으

로(Gwon, 2012) 소셜커머스에서 제품품질과 고객서비스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소비자

를 대상으로 한 제품품질과 고객서비스를 고려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의 특성

을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소셜커머스 사이트 특성과 함

께 제품품질과 고객서비스를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소셜커머스 특성과 만족에 대한 연구들(Jin &

Lee, 2012; Jin & Park, 2013)이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소셜커머스 불만족에 대한 연구는 소셜커머스 소비자

의 불평행동(H. S. Kim, 2011), 불만족 사례분석(Jo et al.,

2011), 소셜커머스 불만족 요인(Kim, 2013; Koh et al.,

2013; Soh & Koh, 2012) 등의 연구 이외에는 미흡한 실

정이다. 또한, 소셜커머스 특성과, 만족과 불만족을 동시

에 고려한 연구가 미비하다. 소셜커머스 특성과 만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격할인(Jin & Lee, 2012;

Jo et al., 2012), 지역기반 제공성(Koh et al., 2013; Yao,

2012), 상품다양성(Jin & Lee, 2012; Son & Koh, 2012),

사이트 안정성(A. R. Lee, 2012), 상호작용성(Jin & Park,

2013)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격할인(Koh et al., 2013)과 상호작용성(Son & Koh,

2012)은 소셜커머스 불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가 도출되었다. 이는 소셜커머스의 만족과 불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소셜커머스 특성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중에 가격할인은 만족과 불만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일관되지 않는 연구결과가 나타났으며 가격

할인은 만족과 불만족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을 밝혔다. 한편, 만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만족

이 높으면 불만족이 낮아진다는 일차원적 관점에서 만

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Suh & Son, 2003). 그러나

Herzberg et al.(1959)는 만족과 불만족은 서로 다른 차원

이고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르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Herzberg et al.(1959)의 동기위생이

론을 근거하여 소셜커머스 만족과 불만족의 2차원성을

가정할 수 있으며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

커머스 특성이 다르다고 예상할 수 있다.

개인 특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셜커머스 특성에 대

한 인식뿐만 아니라 소셜커머스 만족과 불만족도 달라

질 수 있다. 관여도는 개인적 특성으로 소비자가 개인

이 가진 요구, 가치와 관심에 따라 특정 대상에 대해 인

지된 관련성을 의미하며(Zaichkowsky, 1985), 관여도에

따라 소비자의 관심 정도와 자극요인이 달라진다(Lock-

shin et al., 2001). 소비자가 소셜커머스에 대한 관여도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커머스의 특

성에 대해 다르게 인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소셜커머스 이용에 관한 조사(Trend Monitor, 2014)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으로는 패션제품

(47.8%)은 식사 ·음료 쿠폰(60.9%)에 이어 2위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셜커머스에서는 패

션제품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고 있으며 향후에 매력

적인 상품군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Woo & Hwang, 2013).

소셜커머스와 패션제품을 연결시킨 선행연구들은 주로

소셜커머스 구매자의 특성과 이용동기에 대한 연구들

(Lee & Shin, 2013; Woo & Hwang, 2013), 소셜커머스 사

이트 특성(Cho & Yang, 2012; Lee & Shin, 2013)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패션제품 구매자를 대상

으로 한 사이트 특성의 연구들은 편의성, 신뢰성(Cho &

Yang, 2012)과 가격할인, 희소성 메시지, 사이트의 명성

도(Lee & Shin, 2013) 등의 일부 특성만을 초점으로 연구

하였다. 따라서 보다 통합적인 소셜커머스 특성과 함께

만족과 불만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

다. 패션제품은 소셜커머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품목으로서, 소셜커머스 전반적인 특성의 파악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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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그들이 만족과 불만족와의 영향관계 규명을 통해 패

션업체들과 소셜커머스 업체가 모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Herzberg의 동기

위생이론에 근거하여 소셜커머스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

하는 만족과 불만족의 차원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확장된 소셜커머

스 특성들이 만족과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자 한다. 셋째, 관여도에 따라 소셜커머스 특성들이 만족

과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넷

째,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과 Kano 모델을 적용하여

소셜커머스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커머스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소셜커

머스 관련 업체나 패션업체가 소셜커머스 운영 시, 우선

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불만족 요인과 만족도를 향상시

킬 수 있는 만족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Herzberg et al.(1959)는 직무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동기요인(motivator factors)과 위생요인

(hygiene factors)으로 분류하여, 만족과 불만족과의 관계

를 규명하였다.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라고 하는 대중

들의 일반적인 관점과는 달리 Herzberg et al.(1959)는 만

족(satisfaction)의 반대는 “만족 아닌 것”(no satisfaction)

이며 불만족(dissatisfaction)의 반대는 “불만족 아닌 것”

(no dissatisfaction)이라는 만족과 불만족의 독립적인 차

원을 주장하였다.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따르면 동

기요인이 충족되면 만족이 발생하고, 결핍되면 만족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불만족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위생요인이 결핍되면 불만족이 발생하며, 위생요인들이

충족되더라도 불만족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만족을 일

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직장환경에서 동기요인

은 성취감, 인정감, 책임감, 승진 업무에 대한 관심 등 직

무 자체와 관련된 요인으로, 위생요인은 회사정책 및 관

리, 근무환경, 신분 등의 직무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 분

류하였다. 따라서 불만족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해도 만

족이 발생하지 않고 단지 불만족이 감소할 뿐이라는 관

점이다. 따라서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생요인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준 후에, 동기요인을 지속적으로 향

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T. W. Kim et al.,

2008).

2. Kano 모델

Kano et al.(1984)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품질요소를

5가지 요소로 분류하며, 각 요소에 대한 충족 정도와 만

족 정도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Löfgren et al., 2011). 분

류된 요소들에는 매력적 품질요소(Attractive quality), 당

연적 품질요소(Must-be quality), 일원적 품질요소(One-

dimensional quality), 무관심 품질요소(Indifferent Qua-

lity), 역 품질요소(Reverse quality)의 5가지 요소가 포함

되었다.

Kano 모델에 따르면 매력적 품질요소는 소비자가 기

대하지 않는 요소로서,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족을 유발

하지 않는 요소이지만, 매력적 품질요소의 충족도가 높

아지면 만족감을 주는 요소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매

력적 품질요소들은 소비자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되었다(Matzler & Hinterhuber, 1998). 당

연적 품질요소는 소비자가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고 인

식하는 요소들로서 충족된다 하더라도 만족을 일으키

지 못하나 충족되지 못하면 오히려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소이다. 당연적 품질요소들은 소비자가 제품 혹은 서

비스에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요소로 인식되며

(Löfgren et al., 2011) 이런 요소들이 불충족하게 되면 소

비자의 관심을 잃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규명하였다(Matzler & Hinterhuber, 1998). 일원적 품질

요소가 충족되면 만족을 유발시키나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족을 일으키는 요소이다. 즉, 충족의 정도가 높을수

록 만족도가 높아지며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불만족도가 높아진다. 무관심 품질요소들의 충족 여부

와 정도는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Löf-

gren et al., 2011; Nilsson-Witell & Fundin, 2005). 역 품

질요소는 충족하면 오히려 불만족을 야기시키고 충족하

지 않으면 만족을 일으키는 요소이다(Kang et al., 2009;

Löfgren et al., 2011).

Kano(2001)에 의하면 성공적인 서비스 품질은 라이프

사이클을 따르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요소는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새

로운 요소에 대해서 도입시기에는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

하거나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무관심 품질

요소로 분류될 수 있으나, 시장에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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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

은 점차 만족을 유발하는 매력적 품질요소로 변할 수 있

으며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사용 시 이런 요소들은 당연

적인 요소들로 인식하게 되어, 제공이 안 되면 불만족스

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 후에는 이런 요소들은 점차 일

원적 품질요소, 당연적 품질요소의 순서로 변화될 수 있

다고 하였다(Nilsson-Witell & Fundin, 2005). 따라서 서

비스 제공업자들은 특정 요소가 무관심 품질요소로 판

명되었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이를 매력적 품질

요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Nilsson-Witell & Fundin, 2005). Kano 모델에 근거하여

고객의 요구에 근거한 품질을 분류함으로써 제품 혹은

서비스 개발 시 중점을 두어야 할 품질의 우선순위을 제

안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우선순위는 만족도 향상을

위한 품질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Kang et al., 2009). 소셜커머스는 제품과 서비스

를 모두 제공하는 유통구조로서 소셜커머스의 특성요

소들 중 어떤 특성요소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지, 어

떤 특성요소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할 의

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Herzberg의 동기위

생이론과 Kano 모델을 적용하여 소셜커머스의 특성요

소를 중심으로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

을 분석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운영자들이 중점을 두어

야 할 특성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소셜커머스 특성

본 연구는 제품품질과 고객서비스라는 두 가지 특성

을 소셜커머스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선행연구에서 규

명된 소셜커머스 특성과 함께 소셜커머스의 특성을 연

구하고자 한다.

1) 가격할인

선행연구에서 소셜커머스에서의 가격할인은 소셜커

머스에 대한 만족, 재구매의도와 지속적인 사용의도(Jin

& Lee, 2012; Yao, 2012)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

을 규명하였으며 소셜커머스 만족과 이용에 중요한 특

성요소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Son and Koh(2012)의 연

구에서는 가격할인이 높을수록 만족이 증가하는 동시에

불만족도 증가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최근 소셜커

머스 피해유형 중에 가격과 관련한 과장할인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Jeong, 2014). 이는 가격할인

이 만족요인이자 불만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

2) 상호작용성

소셜커머스가 SNS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용경험을 가

족, 지인, 친구 심지어 모르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동시

에, 소비자가 판매자도 될 수 있으며, 또한 판매자와 구

매자가 서로 연결되어(Lee et al., 2011), 이들 간의 상호

작용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소셜커머

스에서의 상호작용성은 신뢰와 구매의도(Cho, 2012)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불만족(Son & Koh, 2012)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되었다. 이는 인터넷 쇼핑의

보편화로 인해 소비자가 상호작용성에 대해 이미 형성한

기대치가 존재하며, 상호작용성이 충족되어도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으나, 충족이 안 될 경우 오히려 불

만족을 유발한다고 지적하였다(Son & Koh, 2012).

3) 다양성 제공

소셜커머스의 다양성 제공은 소셜커머스에서 제공하

는 제품 ·서비스의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소셜커머스는

초기에 요식업종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 상품군은 여

행, 공연, 배송상품 등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중소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소셜커머스 시장에 참여하

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D. H. Lee, 2012). 한편,

다양성 제공은 소셜커머스의 구매의도(Cho, 2012)에 영

향을 미치며 만족도(Jin & Lee, 2012; Son & Koh, 2012)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회와 제품 정보획득의 기회가 보

다 넓어져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기 때문이라고 본다.

4) 희소성 메시지

희소성 메시지(scarcity message)란 제품/서비스에 대

한 시간, 구매조건 등의 제한을 통해 소비자에게 심리

적 압박감을 주어 구매결정을 촉진하는 메시지 이용방

법이다(Lynn, 1989). 소셜커머스는 상품의 판매시간, 구

매가능한 수량, 참여자 수 등 구매기회가 제한되어 있으

며, 이는 소비자의 불안감과 압박감 등 심리를 유발함으

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다 빠르게 구매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J. H. Kim et al., 2011).

5) 불확실성

소셜커머스는 e-커머스와 유사하게 온라인에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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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품질의 불확실성과 거래과정의 불확실성을 가

지고 있다(Kwon, 2001). 불확실성은 소비자에게 부담감

이나 불안감 등의 심리를 유발하며(Lim, 2011), 위험지

각과 후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하였다(Ju et al., 2012). 이외에도

소셜커머스는 일정한 인원수를 채워야 구매가 성사되

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구매성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이 유발될 수 있다(Jo et al., 2012). 또한 쿠폰의 사용기

간 등의 제한조건으로 인한 최종 사용의 불확실성도 유

발될 수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불확실성은

소셜커머스의 지각된 유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Lim, 2011), 구매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Jo

et al., 2012)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6) 지역기반 제공성

지역기반 제공성은 개인의 위치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Son & Koh, 2012;

Yao, 2012). 소셜커머스는 지역별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

공하여, 소비자가 관심이 있는 지역 혹은 생활권과 관련

한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Yao, 2012). 또한, 현재 스

마트폰의 활성화에 따라 소비자가 소셜커머스의 앱을

통해 본인의 위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

으며 모바일 환경 특성을 살릴 수 있다면 지역기반성과

관련된 소셜커머스 이용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Lim, 2011).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셜커머스에서 제공되는 지역에 기

반한 소셜커머스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Lim,

2011), 만족(Son & Koh, 2012; Yao, 2012)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연구되었다.

7) 거래안전성

소셜커머스는 e-커머스와 같이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

루어져 결제 시 안전성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보장

이 매우 중요하다(S. H. Kim et al., 2011). 소셜커머스에

서 거래안전성은 고객만족(A. R. Lee, 2012), 고객충성

도(A. R. Lee, 2012)와 신뢰(S. H. Kim et al., 2011)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밝혀졌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소셜커머스의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제와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더욱 중요하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소셜커머스 이용 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유발

되고 있다(Jeong, 2014). 이는 소비자들이 불안감과 인

지된 위험이 형성되어 소셜커머스의 이용의도와 구매의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o, 2012). 따라서 결제

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거래안전성을 보장해

야 소비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8) 제품품질

Kang and Lee(2009)와 Lee(2010)는 제품품질은 인터

넷 쇼핑몰의 특성으로 간주하여 경쟁을 위해 우선시해

야 하는 특성이며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되

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소셜커머스에서도 온

라인을 통해 결제되며, 배송 시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품품질의 즉각적인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품품

질 특성이 소셜커머스에게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

나, 현재 소셜커머스에서 위조품 및 제품불량 등 제품품

질에 대한 문제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Gwon,

2012; Jeong, 2014).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가 소

셜커머스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셜커머

스에서 제품품질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9) 고객서비스

Kwak(2004)은 소비자가 고객서비스의 제공 정도를 높

게 지각할수록 쇼핑몰에 대한 만족도와 재이용의도가

더 높아진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같이 무형의 서비스와

유형의 제품을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서비

스를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Kwak, 2004). 한편, Cho

and Seo(2012)의 연구에서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제품구

매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고객욕구의 정보제공 등의

측면에서 고객화 효익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고객화 효

익의 영향력은 만족과 신뢰도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오프라인에서 제공

되고 있는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화 서비스의 제공

이 부족하여 SNS 서비스의 이용이 고객의 관심을 끄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

석되었다(Cho & Seo, 2012). 최근에 소셜커머스에서는

반품 및 환불 문제, 배송지연 등과 같은 고객서비스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Gwon, 2012; Jeong, 2014), 이

와 관련된 고객서비스가 소셜커머스 만족과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진행이 미비한 실정이다.

4. 소셜커머스 이용의 만족과 불만족

만족은 제공된 제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 즐거

움의 충족 정도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며, 불만족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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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의 불쾌”라고 정의하였다(Oliver, 1997, p. 8). 이는

불만족이 만족의 반대라고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와 달리 Herzberg et al.(1959)는 만족과 불만족의

2차원성을 제기하여 만족과 불만족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독립적이고 평행적인 개념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만족과 불만족을 단일

차원으로 간주하여 만족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

며(Ryu & Um, 2008; Suh & Son, 2003), 만족과 불만족

의 차원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부족한 편이다(Suh & Son,

2003). Mackoy and Spreng(1995)는 만족과 불만족의 차

원성 검증을 위하여 교차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 방법

을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만족과 불만족의 2차원성

을 지지하였다. 또한, Suh and Son(2003)는 교차분석 이

외에도, 불만족의 역 전환 값과 만족 값의 평균 비교, 상

관분석 등의 방법으로 만족과 불만족의 2차원성을 검증

하였다. Ryu and Um(2008)과 Seo(2011)도 만족과 불만

족은 단일 차원이 아닌 서로 독립적인 2차원이라는 점

을 규명하였다. Son and Koh(2012)의 연구에서는 소셜커

머스 사이트 특성인 가격할인, 다양성, 지역기반성은 소

셜커머스 사이트 이용만족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

면 가격할인과 상호작용성은 소셜커머스 사이트 이용불

만족에만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소셜커머스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커머스

특성이 다르며 만족과 불만족은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5. 관여도

Zaichkowsky(1985)는 관여도를 내재된 욕구, 가치와 관

심을 기초로 하는 대상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각되는 관

련성으로 정의하였다. 관여도는 소비자의 태도나 행동

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며, 관여도의 정도

는 구매결정과정에서 결정의 중요성 수준에 영향을 미

친다(Russell-Bennett et al., 2007). 즉, 관여도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나 행동이 달라지며 고려하는 속성

과 의사결정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고관여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관여대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더 적

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제품에 대한 대안을 신중하

게 평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저관여의 경우는 관여대상이 개인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인식되며 정보탐색이나 대안평가 시 비교적으로 소극적

이고 적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Mitchell & Ol-

son, 1981).

관여도의 정도에 따른 소비자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

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Lockshin et al.(2001)은 관여도의

정도에 따라 다른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였다. 고관여 집

단의 경우, 이들은 브랜드, 점포신뢰도 및 만족도에 더

관심을 갖고 자극을 받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와 제품다

양성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반면, 저관여 집단은 판매

원 신뢰에 대한 요구, 가격과 거래민감성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판매원의 훈련과 리테일 믹스의

속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Jin and Park

(2013)는 저관여 집단에 비하여 고관여 집단은 소셜커머

스 쇼핑 앱의 제품정보가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고관여 집단에 비해 저관여 집단은 소셜커머스 쇼핑앱

의 디자인, 상호작용성이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셜커머스 특성에 대한 인식뿐

만 아니라 소셜커머스 만족과 불만족은 관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여도는 중요한 개인 특성으로 판단

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셜커머스의 만족과 불만족의 차원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소비자의 소셜커머스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커머스 특성요소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 고관여 집단과 저관여 집단에 따라 소셜

커머스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커머스 특성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소셜커머스 특성에 관한 문항,

관여도에 관한 문항, 만족과 불만족에 관한 문항, 인구

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수정, 보완한

39개의 항목을 사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모든 문

– 360 –



동기위생이론과 Kano 모델을 적용한 소셜커머스의 만족과 불만족 차원 연구 69

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서

10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한 후, 적

합한 문항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마케팅 리서치 전문업체에 의

뢰하여 소셜커머스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만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최종

519의 응답을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회귀분석, 상관분석, t-test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

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의 성별 분포는 남자 53.9%, 여자 46.1%로 나타났으며

평균 나이는 38.6세였다. 대학교 졸업 64.5%으로 가장 많

았으며, 직업으로는 반 사무직 27.0%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월평균 수입은 400~600만 원이 34.1%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방문횟수는

9회 이상의 응답자가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1~3회 미만으로 27.0%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셜

커머스를 통한 상품 구매횟수는 1~2회 미만이 5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주 이용하는 소셜커머

스 사이트로는 쿠팡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티

켓몬스터 73.2%, 위메이크프라이스 43.0%, 그루폰 41.6%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품목으로는 외식(음식점 관련)

71.7%, 그 다음은 패션/잡화 56.1%, 미용(뷰티샵 관련)

25.6%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상품이 소셜커머

스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 중 2위를 차지한다는 조

사결과(Trend Monitor, 2014)와 유사하며, 본 연구의 대

상자들이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패션상품의 구매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과분석 및 논의

1. 만족 ·불만족의 차원 검증

본 연구는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차원을 규명하기 위

해 Mackoy and Spreng(1995), Ryu and Um(2008), Seo

(2011)와 Suh and Son(2003)의 연구의 검증방법을 사용

하였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만족과 불만족

이 2개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추출되었다(Table 2). 둘째,

만족과 불만족 간의 상관관계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Ryu and Um(2008), Suh and Son

(2003)와 Seo(2011)가 제시된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상관계수는 만족과 불만족이 2개의 개

념으로 판별되었다. 셋째, 만족과 불만족 간의 평균차이

를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만족과 불만족이 단일

차원이라면 측정된 만족의 평균값은 불만족의 평균값을

역으로 전환시킨 값(즉, 7-불만족의 평균값)과 같거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Suh & Son, 2003). 본

연구에서 t-test 실시한 결과, 만족 값과 불만족의 역 전

환 값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r=−25.79, p<.001)<Table

4>, 만족과 불만족의 2요인 개념화를 입증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소셜커머스의 만족과

불만족 차원이 서로 반대의 개념이 아닌 독립적이라는

Table 1. Instruments used in the study

Constructs Items References

Price discount 3 Cho (2012); Fang and Seo (2011); Sun et al. (2012)

Interactivity 4 Lee and Koo (2001); Lee (2002); A. R. Lee (2012)

Scarcity message 2 Jo (2011); Moon and Park (2007)

Product quality 3 Kang and Lee (2009); Kim and Lee (1999); Zeithaml (1988)

Diversity 4 Cho (2012); Jin and Park (2006); Jin and Lee (2012)

Customer service 4 Kwak (2004)

Transaction safety 3 D. J. Kim et al. (2008); Lee (2002)

Uncertainty 3 Dowling (1986); Jo (2011)

Information and service based on community 4 Figge (2004); Lim (2011); Yao (2012)

Involvement 3 Zaichkowsky (1985)

Satisfaction 3 Oliver and Swan (1989)

Dissatisfaction 3 Oliver and Swa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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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도출하여, Mackoy and Spreng (1995), Ryu and

Um(2008), Suh and Son(2003), Seo(2011)와 Herzberg et

al.(1959)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2. 소셜커머스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소셜커머스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30개의 문항에 대

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었다.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의 요인이 9개

를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9개 요인의 전체 누적분산 설

명력은 74.39%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α값은 .68에서

.90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의 항목들이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Table 5>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소셜커머스 특성요소는 가격할인, 상호작용성,

희소성 메시지, 다양성 제공, 거래안전성, 불확실성, 지

역기반 제공성 등 사이트 특성차원 이외에 제품품질이

라는 제품특성차원과 고객서비스라는 서비스 특성차원

도 도출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소셜커머스

특성의 차원을 더 확장하였다고 본다.

3. 만족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커머스 특

성요소

1) 모집단에서 만족 ·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커

머스 특성요소

모집단에서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커머

스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모집단에서는 소셜커머스 특성요소 중 다양성 제공

(β만족=.23***)은 소셜커머스에 대한 만족에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on and Koh(2012)의 연

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소비자에게 더 폭넓은 품목의 제

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을 일으킬 수 있으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불만족을 초래하지 않

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확실성(β만족=.17***)은 불만족에만 부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며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o et al.(2012)의 연구에서 불

확실성은 구매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같다. 가격할인(β만족=.13**, β불만족 

=−.10*), 제

품품질(β만족=.35***, β불만족=−.27***), 거래안전성(β만족

=.22***, β불만족=−.15**)은 모두 소셜커머스 만족과 불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셜커머스에서 가격할인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며 만족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도출해

낸 Jin and Lee(2012), Yao(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Table 2. Factor analysis: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Factor Measurement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α

Satisfaction

I am very pleased with social commerce. .89

2.65 44.23 .93I am very content with social commerce. .90

I am very satisfied with social commerce. .91

Dissatisfaction

I am very displeased with social commerce. .90

2.64 43.96 .94I am very disgusted with social commerce. .91

I am very dissatisfied with social commerce. .89

Total variance (%)  88.19

Table 4. Mean difference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Satisfaction II
†

S.D. t-value

Mean 4.43 2.57 3.44 .87 −25.79***

***p<.001
†
Reversed score of dissatisfaction measurement (=7-dissatisfaction).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Satisfaction and dissa-

tisfaction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Satisfaction −1.000*** 0−.56***0

Dissatisfaction 0−.56***0 −1.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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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factor analysis: Characteristics of social commerce

Factor Measurement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α

Price discount

The product what I want to buy is cheap. .78

3.39 10.95 .85

It has a significant discount. .85

It is possible to buy cheaper products in social commerce rather

than offline shopping centers.
.79

There are more chances to buy cut-price products. .76

Interactivity

It provides plenty of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etween buyers and sellers in social commerce.
.74

3.29 10.62 .88

It is possible to communicate and exchange information between

users through Community, Forms or SNS.
.83

It provides plenty of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etween sellers and operators through customer counseling.
.75

It provides plenty of methods for social commerce users to supply

opinions and complaints.
.72

Scarcity

message

The time is limited to buy products or receive service. .90
3.11 10.04 .84

The opportunity to buy products or receive service is limited. .88

Diversity

It offers various items, line of goods and price range of the products

or service.
.74

2.38 07.67 .78

It provides a variety of information about the image or characteris-

tics of the products or service.
.75

It is possible to do comparison shopping about various products. .58

The products or service are updated regularly and new items are

offered frequently.
.54

Uncertainty

I have once given up on the purchase of products or service be-

cause the purchase is uncertain.
.76

1.79 05.77 .68When buying products or service, I am afraid that there are differ-

ences between the expected ones and purchased ones.
.82

I am afraid that I cannot get the products or service used in time. .72

Information

and service

based on

community

It offers appropriate products or services by regional groups. .85

1.67 05.37 .90

It offers various products or services by regional groups. .86

It offers products or services associated with the place where I am

living.
.81

It is designed products or services associated with the place where I

am living.
.74

Transaction

safety

The social commerce site system is stably operated. .62

1.91 06.15 .72The personal information is protected. .60

The payment service is run smoothly. .67

Product

quality

The overall product quality of purchased products is excellent. .81

2.98 09.61 .86The function of the purchased products is excellent. .86

The quality compared with price of the purchased products is good. .66

Customer

service

It deals with the customers' complaints or questions promptly. .77

2.33 07.51 .90

The solver process of customers' complaints or requirement is spe-

cified.
.82

A/S receipt or management service is performed well. .80

It operates window for customer feedback. .76

Total variance (%) 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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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큰 폭의 가격할인이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Jin & Park, 2013), 제품의 정상가로 인하여

구매의도가 저하될 수도 있고(Jin & Lee, 2012),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Jin & Park, 2013). 또한,

최근에 과장할인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며 소비자의 불

만족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 한편, 소비자가 소셜커머스

의 이용경험과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가격할인만이 이

용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며, 가격할인

이 충족되면 소셜커머스에 대한 만족이 증가하나, 충족

이 안 되면 불만족이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품질

의 특성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는 Lee(2010)의 연구에

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품질은 만족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제품품질은 e-커머스에서

도 중요한 특성요소로 규명되었듯이(Kang & Lee, 2009;

Lee, 2010), 소셜커머스에서 만족과 불만족에 모두 영향

을 미치며 충족시켜야 하는 중요한 특성임을 입증하였

다. 거래안전성에 있어서 본 연구는 사이트의 안정성이

소셜커머스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와 유사하였다(S. H. Kim et al., 2011; A. R. Lee, 2012).

본 연구의 결과, 상호작용성, 희소성 메시지, 고객서비

스와 지역기반 제공성은 만족과 불만족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는

소비자와의 원활한 상호소통을 위한 SNS 활용이 미비

한 것으로 나타났다(H. K. Kim, 2011). 이런 상황에서 소

비자가 역시 소셜커머스 업체와의 소통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상호작용성이 만족과 불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희소성 메

시지는 단기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신속한 구매결정을

내리게 하지만, 구매 후에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했다고

판단하면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장기

적 측면으로는 긍정적인 결과가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

다고 하였다(J. H. Kim et al., 2011). 반면에 소비자가 한

정된 제품을 본인만이 구매할 수 있는 희소성 측면에서

의 만족감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희소성 메시지가 무관심 특성요소로 도출되었으

며, 이는 현시점에서는 소셜커머스에서 사용하는 희소

Table 6. The effect of social commerce characteristics on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Total sample (n=519) Low involvement (n=240) High involvement (n=279)

β F Adj. R
2

β F Adj. R
2

β F Adj. R
2

Satis-

faction

Price discount .13***

53.42*** .48

.02***

15.04*** .35

.14***

21.94*** .40

Interactivity −.01*** −.02*** −.02***

Scarcity message −.05*** −.06*** −.04***

Product quality  .35***  .38*** .30***

Diversity  .23***  .21*** .25***

Customer service −.05*** .04*** −.09***

Transaction safety  .22***  .14*** .26***

Uncertainty −.03*** −.05*** −.02***

Information and service

based on community
.02*** .02*** −.00***

Dissatis-

faction

Price discount −.10***

15.25*** .20

.00***

05.93*** .16

−.12***

06.54*** .15

Interactivity .06*** .10*** .03***

Scarcity message .06*** .10*** .03***

Product quality −.27*** −.34*** −.15***

Diversity −.11*** −.03*** −.15***

Customer service .05*** −.06*** .11***

Transaction safety −.15*** −.01*** −.20***

Uncertainty  .17*** .17*** .17***

Information and service

based on community
−.02*** −.08*** .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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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메시지는 소비자의 만족감과 불만족감에 영향을 미

칠 정도로 인식이 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된다.

고객서비스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결과는 Cho and Seo

(2012)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Cho and Seo

(2012)의 연구에서 고객화 효익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개인화 서비스의

제공이 부족한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현재 많은 소셜커

머스 업체가 제품 ·서비스의 판매만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어, 고객불만족의 응답, 신속한 배달 등 고객서

비스에 대해서는 미숙한 실정이다(Jin & Lee, 2012). 또

한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역시 고객서비스에 대한 낮은 기대

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고객서비스가 만족

과 불만족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지역기반 제공성에 있어서는 생활권과

가까운 곳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먼거리의 경우

시간과 비용을 쓸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Jo et al.,

2011).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

역기반 제공성은 위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운영자들이 현재 소셜커머스의 이

런 특성에 대한 홍보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

의 긍정적인 인식형성에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지

역기반 제공성이 유의하지 않은 요인으로 도출된 것으

로 판단된다.

2) 저관여 집단과 고관여 집단에서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커머스 특성요소의 차이 비교

관여도의 평균값으로 고관여 집단(n=279)과 저관여 집

단(n=240)으로 분류하여, 두 집단에서 소셜커머스 만족

과 불만족에 미치는 특성요소의 차이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었다.

저관여 집단에서는 다양성 제공(β=.21**)과 거래안전성

(β=.14*)이 소셜커머스 만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불확실성(β=.17*)은 불만족에만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품질(β만족=

.38***, β불만족=−.34***)은 소셜커머스 만족과 불만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가

격할인, 상호작용성, 희소성 메시지, 기역기반 제공성과

고객서비스는 만족과 불만족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관여 집단에서는 가격할인(β=

.14*)은 소셜커머스 만족에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반면 불확실성(β=.17**)은 불만족에만 부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품질(β

만족=.30***, β불만족=−.15*), 다양성 제공(β만족=.25***, β

불만족=−.15*), 거래안전성(β만족=.26***, β불만족=−.20**)은

소셜커머스 만족과 불만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상호작용성, 희소성 메시지,

지역기반 제공성과 고객서비스는 만족과 불만족에 모

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과 Kano 모델에 따른

특성분류

고 ·저관여 집단에서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커머스 특성요소를 비교한 결과<Table 7>, 두 집단

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

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두 집단에서 제품품질은 만족과

불만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일원적 특성요소로 나타

났다. 이는 e-커머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셜커머스에서

는 제품품질은 중요한 요소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불확

실성은 불만족에만 영향을 미치는 당연적 특성요소(위

생요인)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불만

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당연적 특성요

소로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불만족도가 낮아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개선해도 만족도를 향

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개선에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여 자원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두 집단에서 상호작용성, 희소성 메시지, 지역기반 제공

성, 고객서비스는 모두 무관심 특성요소로 나타났다. 이

는 소비자가 아직 이런 특성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커머스의 초기 발전단

계에서, 현재 소셜커머스 운영자들이 무관심 특성요소로

나타나는 특성들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노력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이런 특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Kano(2001)의 성공적인 서비스 품질의 라

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이런 특성들이 본 연구에서 무관

심으로 나타났지만 잠재요인으로 향후에 소비자 요구의

증가함과 소셜커머스의 발전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이런 무관심 특

성요소를 방심하지 않아야 하고 이들을 매력적 특성요

소로 바꾸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두 집단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다양성 제공과 거

래안전성은 저관여 집단에서는 매력적 특성요소(동기요

인)로 나타났지만 고관여 집단에서는 일원적 특성요소

로 나타났다. 이는 저관여 집단은 소셜커머스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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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적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소

극적인 정보탐색과 대안평가를 한다(Russell-Bennett et

al., 2007). 이에 저관여 집단에서는 다양성 제공과 거래

안전성이 충족되면 만족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본다. 반면에 고관여 집단은 소셜커머스가 중요하고

자기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적극적으

로 정보탐색하고 신중하게 대안평가를 한다(Russell-Be-

nnett et al., 2007). 고관여 집단은 소셜커머스에 대한 관

심이 많고 가진 지식도 많으며(Lee & Lee, 2012) 요구도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이에 다양성 제공과 거래안전

성은 만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만족에도 영향

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저관여 집단에게는 다양

성 제공과 거래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소셜커머스의

만족도를 높아지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반면, 고

관여 집단에서는 이런 특성들이 일원적 특성요소로 전환

하며 이런 특성요소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만족도의

극대화와 불만족도의 최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가격할인은 저관여 집단에서는 무관

심 특성요소로 나타났지만 고관여 집단에서는 매력적 특

성요소(동기요인)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할인이 저관여

집단에 비해 고관여 집단에서만 만족에 영향을 끼치며

고관여 집단에게는 가격할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런 측면에서 고관여 집단에게는 가격할인에 대해

보다많이 노력함으로써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더욱 효

과적이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Herzberg

의 동기위생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를 했으며, 동기위

생이론에서 유출된 Kano 모델의 관점에서도 뒷받침된다.

V. 결 론

소셜네트워크와 모바일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소

셜커머스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추출된 소셜커

머스 특성들이 만족과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다. 또한, 고관여 집단과 저관여 집단에서 만족과 불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커머스 특성요소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족과

불만족의 차원성 검증한 결과, 만족과 불만족은 단일차

원이 아닌 2차원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요인분석 결과

소셜커머스 특성들이 가격할인, 상호작용성, 희소성 메

시지, 다양성 제공, 거래안전성, 불확실성, 지역기반 제

공성이라는 소셜커머스 사이트 특성차원, 제품품질이라

는 제품 특성차원과 고객서비스라는 서비스 특성차원

등 3가지 차원이 추출되었다. 셋째, Herzberg의 동기위생

이론과 Kano 모델에 의하면 모집단에서는 다양성 제공

이 소셜커머스 만족에만 영향을 미치는 매력적 특성요

소(동기요인)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은 소셜커머스 불

만족에만 영향을 미치는 당연적 특성요소(위생요인)로

나타났다. 가격할인, 제품품질, 거래안전성은 소셜커머

스 만족과 불만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일원적 특성요

소로 나타났다. 또한, 희소성 메시지, 지역기반 제공성,

상호작용성, 고객서비스는 만족과 불만족에 모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무관심 품질요소로 나타났다. 넷째, 고

관여 집단과 저관여 집단에서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Table 7. The results analysis based on Motivation-hygiene Theory and the Kano Model

Factor Total sample Low involvement High involvement

Motivator factor/Attractive quality

(the factors which effect satisfaction only)
Diversity

Diversity

Transaction safety
Price discount

Hygiene factor/Must-be quality

(the factors which effect on dissatisfaction only)
Uncertainty Uncertainty Uncertainty

One-dimensional quality

(the factors which effect on

both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Price discount

Product quality

Transaction safety

Product quality

Product quality

Diversity

Transaction safety

Indifferent quality

(the factors which have no influence

on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Interactivity

Scarcity message

Information and service

based on community

Customer service

Price discount

Interactivity

Scarcity message

Information and service

based on community

Customer service

Interactivity

Scarcity message

Information and service

based on community

Customer service

Reverse quality

(the factors that are more highly fulfilled

result in increased, dissatisfaction)

None Non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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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소셜커머스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는 것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관여도 정도에 따라 소셜

커머스 특성별로 차별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학문적 관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족과 불만족의 차원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

황에서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2차원성을 규명하였다는데 학문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

다. 둘째, Kano 모델을 적용하여 Herzberg의 동기위생이

론을 보완하며 소셜커머스 특성충족의 우선순위를 규명

함으로써 향후 소셜커머스 특성의 효율적인 이용에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셋째, 소셜커머스 불만족에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특성, 만

족과 불만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의 만족중심의 연구와 그에 따

른 마케팅 전략 제시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불만족 차원

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패

션 관련 소셜커머스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이트

특성만을 중심으로 연구한 경향이 있는 반면에, 본 연

구는 소셜커머스 특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특성

을 참고로 제품특성과 서비스 특성을 포함하여 소셜커

머스 특성을 더욱 확장하였으며 제품품질과 고객서비

스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실무적 관점에서는 최근에 소셜커머스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동시에 불만족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 비추어 소셜커머스 운영자와 패션업

체들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셜커머스 특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첫째, 우선 불만족에만 영

향을 미치는 당연적 특성요소들을 어느 정도를 개선하

고 불만족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T. W. Kim et al.,

2008). 따라서, 불확실성은 불만족에만 영향을 미치는 특

성으로 규명되었는데, 소셜커머스를 통한 구매 후, 사용

기한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

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셜커머스 상품권이나 이용권

사용을 상기시키거나, 양도나 환불 등의 제도를 확보하

여, 소비자가 소셜커머스의 사용기한 등 사용조건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대로 낮춤으로써 불만족도를 최소

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그 이후에는 만족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즉 차별적인 포인트가 있는, 매력

적 특성요소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만족도 향상

에 효과적이라고 본다(T. W. Kim et al., 2008). 다양한

품목의 제품제공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만족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일원적 특성요소

들은 만족과 불만족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

소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고 중요시해야 만

족도를 제고하며 불만족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것

이다(T. W. Kim et al., 2008). 따라서 가격할인에 대해서

소비자의 할인요구를 충족시켜 소셜커머스에서만 제품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

을 제안한다. 또한, 제품품질, 거래안전성에 대해서는 더

좋은 품질의 제품 ·서비스와 안정적인 거래환경의 제공

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야 만족도의 향상과 불만족도의

저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

에서 나타난 무관심 특성요소들이 현재는 소셜커머스의

초기단계로 만족과 불만족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잠재요인으로서 소

셜커머스가 발전하고 진화함에 따라 영향력이 변화할

수 있어 소셜커머스 운영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을

매력적 특성요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본다. 예를 들어 SNS를 통해 초대하는 친구, 지인들

이 구매를 하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

천자에게 주거나, SNS로 친구나 지인들과 공유하면 포

인트를 추천자에게 주는 형식으로 소셜커머스의 상호작

용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외에도 온 ·오프

라인 상의 고객서비스를 소비자 개인의 특성에 맞게 제

공하거나, 제한된 시간과 수량의 상품판매와 관련한 희

소성 메시지의 명확한 전달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심리

를 충분히 자극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의 활용 등과 관련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관여 집단에게는 가격할

인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평소에 구매하기가 비싼 명품도 큰 폭의 할

인율로 판매한다면 고관여 집단의 요구를 더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저관여 집단에게는 다양한 제

품과 안정된 거래환경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외에도 저관여 집단

은 소셜커머스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적어 주로 외부를

통한 정보탐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SNS를 통

해 주변 친구의 추천이 중요하며 지인 간 SNS의 활용

이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된 제품 ·서비스의 목표 시장 소비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시장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제

시한다. 특히, 패션업체가 소셜커머스의 특성을 잘 파

악하고 있어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패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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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경우, 트렌드 변화가 빠르며, 다양한 정보나 아이

템을 제공해야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를 충족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고품질의 제품제

공을 보증한다면, 판매된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

다고 판단되며 안정된 거래환경을 제공해야 고객의 만

족도를 높이고 불만족도를 줄이며 고객을 유지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된 무관

심 특성요소인 상호작용성, 희소성 메시지는 특히 패션

관련 소셜커머스 업체가 향후의 중요한 매력적인 특성

이 전이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대학생

들은 동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SNS를 많이 활용하는 집

단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면, 이들의 방문량과 구매의

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한정판 제품이나 명

품브랜드의 희소성을 강조하여 소비자가 기회손실 위험

을 느껴 구매심리를 자극한다면 소비자의 관심도와 구

매의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패션업체들은

이런 소셜커머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활용하여 소셜

커머스 업체와의 협력이 잘 될 수 있다면 경쟁력이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

호작용성, 희소성 메시지, 지역기반 제공성, 고객서비스

라는 특성들은 무관심 특성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소셜

커머스의 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소셜커머스 대상상품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후

속연구에서 이런 점을 보완할 것이다. 또한, 소셜커머스

와 관련된 특성요인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

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상품군에 따라 소

비자가 인식된 중요도나 관심 정도가 다르고 만족과 불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한 지각도 다르기 때문

에 후속연구에서 상품군별 서비스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

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에서 소비자들은 상품

군에 따라 상호작용성, 희소성 메시지, 고객서비스와 지

역기반 제공성과 관련한 만족과 불만족에 대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사료되지만, 본 연구는 이런 점을 고

려하지 않았으며, 소셜커머스의 유형을 규정짓지 않았

다. 특히, 패션제품은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품목 중에 매

우 큰 비중을 차지고 있으며 패션제품은 타 제품보다 감

성소구하는 상품군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패션제

품으로 제한하여 그와 관련된 제품권과 소비자 특성과

소셜커머스 특성과 연결하여 연구할 의미가 있다고 본

다. 이를 통해 패션업체들은 패션제품의 특성을 더 심층

적으로 고려하여 소셜커머스 특성 중에 패션제품의 특

성을 잘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연

구할 의미가 있다고 본다. 셋째, 현재, 소셜커머스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현시점에서 피해 사례 발생 후 소

셜커머스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구전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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