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오늘날 무선통신 기술의 발 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

보 은 격하게 소비트 드를 변화 시키고 있다. 서

울경제[1]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모바일 기기를 활용

한 이용자는 62.2%로 조사되었으며, 이주 [2]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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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최근 새로운 세로 떠오르며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모바일 쇼핑이 요한 유통채 로 부각

되고 있으며, 모바일 구매상황이나 행 에 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가 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모바일 소셜

커머스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쇼핑 가치에 주목하여 모바일 소셜 커머스를 통한 쇼핑 가치와 구매의도에 소셜커머스 특성

요인들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 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해서 SPSS 19.0, AMOS 19.0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과 확인 요인분석 공변형 구조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소셜 커머스 특성 실용 쇼핑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격할인율, 쾌락 쇼핑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호작용성 요인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트 제공자와 매회사들은 소셜 커머스의 특성들도 매우 요하지만 특히, 이용자들의

모바일 구매상황이나 행 에 하여 소비자들의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를 고려한 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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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mergence of the mobile commerce market as a new megatrend, mobile shopping is becoming an 

important distribution channel in the domestic online shopping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shopping values perceived by mobile social commerce users into a utilitarian value and a hedonic value explained 

and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commerce characteristics on the purchase intention and shopping 

values in mobile social commerce. conclusion, this implies that site providers and sellers need to try to supply 

cheaper and more economical products than those offline and provide the most effective and optimum information 

and service so sellers and consumers can exchange messages with each other and create mea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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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쇼핑 시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60.1%로

최근 격 인 가격할인, 모바일 거래의 최 화, 큐 이

션 차별화, 로켓배송 등을 강 으로 내세운 소셜 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있다[3].

이와 같이 모바일 쇼핑이 요한유통채 로써 부각되고

있으나 다수 선행연구들은 PC를 활용한 구매상황에서

의 소셜 커머스에 해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통채

확장의 측면에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

근 모바일 심의 소셜 커머스에 해 다룬 연구들도 일

부 진행되고 있으나[4,5], 소셜커머스의특성, 동기, 만족,

그리고 재구매의도 간 계에 해단선 으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모바일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는 사람

들의 소셜 커머스 특성에 따른 구매행동 변화에 해 체

계 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한 사용자들의 모바

일 구매상황 행 에 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가치

가 요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쇼핑 가치를 통하여 구

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확인한 연구는 미진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소셜 커머스 특성

에 따라 쇼핑 가치에 해 다르게 인지 할 수 있고, 이러

한 가치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어떤 향을 주는지 분

석하여 소셜 커머스 기업들에게 지속 인경쟁우 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론적 경  가

2.1   커  특

인터넷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다시 무선에서모바일로

진화됨에 따라 쇼핑 분야도 그 심이 오 라인에서 온

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2]. 지 까지의 형 인 쇼핑방

식이 매장에 직 방문 후 필요한 제품들을 고르고 구매

하는 것이었다면, 모바일 커머스는 모바일 무선통신 네

트워크를 통하여 수행되는 인 가치가있는 거래행

를 의미한다[6].

모바일 소셜 커머스의 거래 특성은 소비자들이 소셜

커머스에 해 인지하는 반 인 효용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객 으로 다른 쇼핑몰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

능 속성과 소비자들의 주 인 지각과연 된 심리

속성을 모두 포함하며, 소셜 커머스의 거래 특성에 한

요성과 호의 인 지각이 온라인 사이트의 선택, 태도,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7].

인터넷은 정보시스템과 온라인 상거래의 발 을 이해

하기 한 그 필요성을 유기 으로 통합시키는 마

경로이다[8]. Stafford[9]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는 정보

시스템이고 마 경로로 정보시스템은 기술 개발 개념

으로 이해되고, 마 은 서비스 지향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 다. 많은 자상거래 방식 하나인 B2C 즉,

인터넷 쇼핑몰은 기업과 고객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통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실행하는 효과 인 수단

이라고 할 수 있다[10]. B2C 자상거래 활동의 증가는

이용자들이 왜 자상거래에 참여하는지에 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공한다. 웹 사이트의 기본 인 성공요인은

고객 들이 지식과 만족을 획득하는데 있어 마 서비

스의 제공과 최상의 정보시스템 제공이다[11]. 따라서 모

바일 소셜 커머스 이용자들을 상으로 한 즉시 속성,

치기반서비스, 잘 디자인된인터페이스, 다양한 제품정

보, 고객맞춤형 정보,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 반

응성, 공감성, 신뢰성,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같은 다양

한 이 을 제공함으로 구매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셜 커머스의 특성을 소셜 미디어의 속성과 온라인 쇼

핑몰 거래 속성의 두 역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요

인들로 도출하 다.

2.1.1 시접   

즉시 속성(instant connectivity)은 장소와 시간에 상

없이 인터넷에 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탐

색하는 것을 말한다[6,12]. 마재호 등[7]의 연구에서는 소

셜 커머스 특성 즉시 속성이 고객의 지각된 가치인

실용 가치와 유희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최수정[13]의 연구에서도 즉시 속성은

모바일 거래의 핵심 특성으로써 지각된 가치(실용 , 유

희 , 시간 가치)에모두 유의한것으로밝 졌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모바일 소셜 커머스의

특성인 즉시 속성이 실용 가치, 쾌락 가치에 미치

는 향을 확인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1 : 즉시 속성은 실용 가치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즉시 속성은 쾌락 가치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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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치 비   

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LBS)란 모

바일 기기에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혹은 이

동통신망 등을 통해 얻게 된 치정보를 활용하여 사용

자의 재 치에 맞는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서

비스로[14], 2012년 4월 리서치 업체 TNS가 발표한

‘Mobile Life 2012'에의하면 국내스마트 폰사용자들

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하는 비 은 55%로 나타나 조사

상국 가운데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15]. 이

게 제공된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맞춤화되어 의사결정을

한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상품의 지각된 가치에 따른

이용의도에 향을미치게 된다[16]. 마재호 등[7]의연구

결과에서는 소셜 커머스의 특성 하나인 치기반서비

스가 고객의 실용 가치와 유희 가치에 모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치를 고려

한 정보 서비스의 제공은 구매를 진시키는 원동력

이 되며 재구매의도를 결정하는 요한 특성이다[17]. 이

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모바일 소셜 커머

스의 특성인 치기반서비스가 실용 가치와쾌락 가

치에 미치는 향에 해 확인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1-2 : 치기반서비스는 실용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치기반서비스는 쾌락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1.3 상호 용   

상호작용성이란 사물 는 사람들이 서로 향을 주

고받는 행 로써 둘 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

어나는 행동 호혜 인 행동과정이다[18].

Snyder-Duch[19]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사물 사람들

이 행하는 모든 행 와 이런 행 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매체를 의미한다고 하 다. 이명수 등[20]은 이용자들이

쇼핑몰 사이트와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고지각할수록 더

오락 이고 정보제공 이라고 느낀다고 하 고, 김 ·

배일 [21]의연구에서는 제품구색, 가격, 서비스품질

상호작용성이 실용 쇼핑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친

다고 하 다. 박철[22]은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특성

사이트 디자인과 가격, 서비스 품질 상호작용성이 쾌

락 쇼핑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모바일소셜 커머스의

특성인 상호작용성이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에 미치

는 향에 해 확인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1-3 : 상호작용성은 실용 가치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 상호작용성은 쾌락 가치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2.1.4 가격할   

가격할인은 마 의 요한 진수단 하나로써

지 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23]. 가격할인율은 제

품 서비스를소셜 커머스 사이트를통해 좀더 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한

어드는 정도를 의미한다[24]. 안 훈 등[25]의 연구에서

는 소비자들이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비용 감

때문이며 이것은 소비자에게 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

인 하나라고 하 다. To et al.[24]은 소비자들이 온라

인에서원하는제품을더 낮은가격으로 구입할 때 더경

제 이고 가치 있는 구매로 인식하게 되며 이러한 이

온라인 쇼핑에 하여 소비자가 인지하는 실용 가치에

보다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편 정수연·박

철[26]은 가격이 쾌락 가치와 부합될 수있다고 주장하

다. 렴한 가격 할인 로모션을 찾아다니는 쇼핑

경험 그 자체가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목

이 구매에 있지 않더라도 렴한 가격 제품을 찾아서

쇼핑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즐거운 놀이 행동으로 인식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바탕

으로 모바일 소셜 커머스의 특성인 가격할인율이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에 미치는 향에 해 확인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4 : 가격할인율은 실용 가치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 가격할인율은 쾌락 가치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2.1.5 규     

지각된 사이즈와 지각된 평 은 매자의 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다[27]. Jarvenpaa &

Todd[28]는 상품구색과 같은 쇼핑몰의 규모가 온라인쇼

핑몰을 선택하는 요한 요소 하나라고 하 고, 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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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의 연구에서는 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해 웹 사

이트의 인지도를 상승시켜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김유리[30]는 소비자들이 소셜 커머

스와 같은 새로운 상거래 형태를 수용하기 해서는 업

체의 규모 명성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으며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명성이 높을수록 구매를 통한 성과에

해 인지하는 실용 가치를 높게 인지한다고 하 다. 한

편 지각된 즐거움 자체는 쇼핑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요한 쾌락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쇼핑을 여가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수 의 쾌락 인 가치를 기

하며 제품의 구매, 비구매와 계없이 그들에게 쇼핑

은 다양한 방법으로 쾌락 인 가치를제공한다[31,32]. 이

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모바일 소셜 커머

스의 특성인 규모 명성이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

에 미치는 향에 해 확인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 1-5 : 규모 명성은 실용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 규모 명성은 쾌락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쇼핑 가치  매 도

2.2.1 실용적 쇼핑 가치  

실용 가치란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효율 이

고 계획 인 구매를 하는 것으로[33,34], 쇼핑의 경험을

진시키는 소비욕구가 얼마나 충족되는가에 따라 좌우

된다[35,36]. 홍병숙 등[37]은 소비자들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때 쓰게 되는 비용과 시간을 효율 이라고 단

함으로써 실용 경험 가치를 인식하므로 실용 쇼핑

가치(utilitarian shopping value)는 소비자의 재구매의도

와 하게 련되어 있다고 하 다. 한 박철[38]은

실용 가치가 소비자의 사이트 방문빈도에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이는 구매의도에 요하게작용한다고 하

다.

2.2.2 락적 쇼핑 가치  

쇼핑의쾌락 가치는 제품의 구매 후 얻게되는 가시

인 결과만이 아니라 쇼핑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감정

인 요소 혹은 혜택이 가치가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실용 쇼핑가치에 비해 보다 개인 이고 주

이며 목 의 성취보다는 즐거움과 재미의 추구를 통

해 가치를 지각하게 된다[33,34]. Dawson et al.[39]의 연

구에서는 쾌락 가치가 소비자들의 구매를 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요소라고 하 고, Childers et al.[40]은 온라

인 쇼핑행동에 한 연구에서 즐거움이 쇼핑태도의 형성

에 향을 미치는 요소임을밝혔다. Overby & Lee[41]는

쾌락 가치의 경우에는 실용 가치와는 다르게 구매경

험이 은 소비자일수록 향력이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따라서 새로운 상거래 형태인 소셜 커머스는 소비

자의 구매경험이 으므로 쾌락 가치의 향력이 상

으로 클 것으로 측할 수 있다.

2.2.3 매 도  

의도(intention)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는 계획

을 의미하며,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란 제품 서

비스에 한 감정, 지각 는 소비행동 과 후에 갖게

되는 느낌, 내 반응 등을 바탕으로 미래 행동을 계획하

고 수정하려는 개인의 의지 는 신념을 뜻한다[42].

Aaker et al.[43]의 연구에서는 구매의도가 소비자의 행

동을 측할 수 있는 요한 변수로서 소비자가 실행하

고자 하는 특정한 행동 성향으로 단하여 측정하 다.

가설 3-1 : 실용 가치는 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쾌락 가치는 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쇼핑 가치  매개효과

소셜 커머스 특성과 구매의도 간 쇼핑 가치의 매개효

과를 검정한 선행연구는 볼 수 없었으나 직 효과를 검

증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쇼핑 가치가 소셜 커머스의

특성과 구매의도 간의 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

라고 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쇼핑 가치

가 소셜 커머스의 특성과 구매의도 간에 매개 역할이 가

능 할 것으로 측하여 다음과 같은 매개효과 가설을 설

정하 다.

가설 4 : 소셜 커머스 특성과구매의도 간에실용 쇼

핑가치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5 : 소셜 커머스 특성과구매의도 간에쾌락 쇼

핑가치가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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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소셜 커머스 이용자들

이 지각하는 소셜 커머스 특성이 구매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지는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 간의 계에

서 쇼핑 가치가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하여

의 이론 배경에 근거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 실

3.1 표본추출과 료 집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해 스마트 폰을 사용자들을

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2017년 4월 24일부

터 5월 6일까지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총 365부의 유

효 응답지를 분석에 사용하 다.

3.2 통계적 특

분석 상 표본들의 인구통계 인 특성에 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152명(41.6%), 여성

213명(58.4%)으로 확인되었고, 연령은 21～29세가 184명

(50.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

(원)생이 167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회

사원 161명(44.1%)이었다. 학력은 학/ 문 재학이

160명(43.8%)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가구

소득에 한 응답은 200∼300만원이 106명(26.8%), 30

1～400만원이 92명(23.2%) 순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

로 모바일 소셜 커머스 구매경험은 있다 312명(85.5%)과

없다 53명(14.5%)으로 나타나 구매경험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변  타당   신뢰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수인 소셜 커머스 특성(즉시

속성, 치기반서비스, 상호작용성, 가격할인율과 규모

명성), 쇼핑 가치(실용 가치, 쾌락 가치), 구매의도

를 측정하기 하여 사용한 측정 문항들의 내 일 성

(internal consistency) 확인을 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 으며, SPSS 19.0을 분석에 활용하 다. 한 다

항목(multi-item)을 사용한 각 차원들의 단일차원성

(unidimmesionality)을 검증하기 하여 AMOS 19.0을

활용하여 구성개념에 한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각 구성개념의 Cronbach’s α 값이 0.801～

0.918로 나타남에 따라 각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은 확보

된 것으로 단하 고,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개념신

뢰도(C.R.)가 0.851∼0.937로 모두 제안된 값 0.7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 한 0.5 이

상으로 타당도를 확보하 다. 소셜 커머스 특성인 즉시

속성, 치기반서비스, 상호작용성 가격할인율, 규

모 명성과 쇼핑 가치인 실용 가치, 쾌락 가치, 그

리고 구매의도의 잠재요인들 간 상 계수 가격할인율

과 실용 가치가 가장높게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 간제

곱의 합은 0.46이다. Table 1의 평균분산추출지수가모두

0.46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Categories AVE C.R
Cronbach‘s

α

Instant Connectivity 0.708 0.923 0.905

Location-Based Service 0.677 0.912 0.882

Interactivity 0.585 0.849 0.801

Price Discount Rate 0.750 0.937 0.918

Scale and Reputation 0.669 0.907 0.873

Utilitarian Shopping Value 0.614 0.888 0.848

Hedonic Shopping Value 0.583 0.874 0.883

Purchase Intention 0.623 0.868 0.830

Table 1. Results of CFA and Reliability Analysis 

3.4 연 가  검

3.4.1 직접효과 가 검   

연구모형에 한 분석결과는 Fig. 2, Table 2와 같다.

첫째, 소셜 커머스 특성 즉시 속성(β=0.138, t=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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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용 가치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게(p<.01) 나타

나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즉시 속성(β

=0.053, t=1.094)이 쾌락 가치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

지 않게(p=0.274) 나타나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둘째,

소셜 커머스 특성 치기반서비스(β=0.171, t=4.228)

는 실용 가치에 유의한(p<.01) 향을 미치고, 한

치기반서비스(β=0.225, t=4.611)는 쾌락 가치에도 유의

한(p<.01)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과

<가설 2-2>는채택되었다. 셋째, 소셜 커머스특성 상

호작용성(β=0.358, t=8.841)이 실용 가치에 미치는

향은 유의한(p<.01)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은 채택

되었다. 한 상호작용성(β=0.173, t=3.538)이 쾌락 가

치에 미치는 향도 유의하게(p<.01) 나타나 <가설

2-3>도채택되었다. 넷째, 소셜 커머스 특성 가격할인

율(β=0.473, t=11.704)이 실용 가치에 미치는 향은 유

의하게(p<.01) 나타나 <가설 1-4>은 채택되었다. 한

가격할인율(β=0.166, t=3.390)이 쾌락 가치에 미치는

향도 유의하게(p<.01) 나타나 <가설 2-4>도 채택되었

다. 다섯째, 소셜 커머스 특성 규모 명성(β=-0.064,

t=-1.573)이 실용 가치에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않게

(p=0.116) 나타나 <가설 1-5>는 기각되었고, 규모 명

성(β=0.145, t=2.975)이 쾌락 가치에 미치는 향은 유

의하게(p<.01) 나타나 <가설 2-5>는 채택되었다. 여섯

째, 쇼핑 가치 실용 가치(β=0.373, t=8.462)가 구매의

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게(p<.01) 나타나 <가설

3-1>은 채택 되었으며, 쾌락 가치(β=0.358, t=8.111)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한 유의하게(p<.01) 나타나

<가설 3-2>도 채택되었다.

note) ** p<.01, *** p<.001, n.s : non-significant

Fig. 2.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Path t-value p-value Results

IC → USV(H1-1)
LBS → USV(H1-2)
I → USV(H1-3)
PDR → USV(H1-4)
SR → USV(H1-5)

3.420
4.228
8.841
11.704
-1.573

0.000
0.000
0.000
0.000
0.116

○
○
○
○
×

IC → HSV(H2-1)
LBS → HSV(H2-2)
I → HSV(H2-3)
PDR → HSV(H2-4)
SR → HSV(H2-5)

1.094
4.611
3.538
3.390
2.975

0.274
0.000
0.000
0.000
0.003

×
○
○
○
○

USV → PI(H3-1)
HSV → PI(H3-2)

8.462
8.111

0.000
0.000

○
○

Model Fit
○ : Adopted
× : Not Adopted

χ2=64.7, d.f = 6, p = 0.000
GFI=0.957, AGFI=0.745,
CFI=0.956, RMR=0.027

Table 2. Analysis result of Research model

3.4.2 매개효과 가 검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구조 계의 악과 함

께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매개효과의 검증을 해 최종

구조모형의 표 화경로계수를 활용하여 효과분해를 하

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를 사용하여 간

효과와 총효과의 통계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 다. 본

연구모형은평행다 매개모형으로 AMOS에서는 총간

효과만 제시되므로 특정간 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의 도출 후, 각각의 간 효과를 분리하여 이를

Sobel검증을 통해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 다. <가설

5-1>의 경우를 로들면 ‘즉시 속성→실용 가치→

구매의도’의 간 효과는 ‘즉시 속성 → 실용 가치’의

비표 화계수와 ‘실용 가치 → 구매의도’의 곱으로 도

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두 경로의 비표 화계수와

표 오차를 quant psy.org가 제공한 SOBEL TEST 계산

기(http://quantpsy.org/sobel/sobel.htm)에 입하여 얻

은 z값의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 다.

H D.E C.I.E˚ T.E
Sobel
test

4-1 .059 .101×.227=.022 .081 2.054*

4-2 -.029 .136×.227=.030 .001 2.545*

4-3 .041 .302×.227=.068 .109 3.271**

4-4 .177 .354×.227=.080 .257 3.391***

4-5 .123 -.052×.227=.011 .134 -1.126n.s

5-1 .059 .053×.254=.013 .072 0.774n.s

5-2 -.029 .246×.254=.062 .033 3.314***

5-3 .041 .201×.254=.051 .092 2.555*

5-4 .177 .170×.254=.043 .220 2.260*

5-5 .123 .164×.254=.041 .164 2.135*

note) * p<.05, ** p<.01, *** p<.001, n.s : non-significant

Table 3. Mediated effect of Structural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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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 결과 소셜 커머스의 특성인 즉시 속

성, 치기반서비스, 상호작용성과구매의도 간에 실용

가치는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격할인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 명성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5>를 제외하고

<가설 4-1>, <가설 4-2>, <가설 4-3>, <가설 4-4>는

매개효과가있음이 확인되었다. 한 치기반서비스, 상

호작용성과 구매의도 간에 쾌락 가치는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격할인율과 규모 명성은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즉시 속성은 매개효과가 없었다. 따

라서 <가설 5-1>을 제외하고 <가설 5-2>, <가설 5-3>,

<가설 5-4>, <가설 5-5>도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

었다.

note) * p<.05, ** p<.01, *** p<.001, n.s : non-significant

Fig. 3. Path Analysis

4. 결론

4.1 연 결과  시사점

본 연구는 모바일 소셜 커머스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쇼핑 가치에 주목하여 Babin et al.[44]이 제시한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로 선정하여 모바일 소셜 커머스를

통한 구매의도와 쇼핑 가치에 소셜 커머스 특성 요인들

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즉시 속성이 실용 가치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만 쾌락 가치에는 유의하지 않게나타난 결과의

이유는, 실용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즉시 속성은

시간 장소의 제약없이필요로하는 것을 구매가능하

게 하며, 모바일 기기의 발 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실시간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에 한 정보를 탐색

하고 구입함으로서 편리함을 수 있으나, 소셜 커머스

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재미, 즐거움 등

감정 인 요소를 시하는 쾌락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들에게 즉시 속성은 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치기반서비스가 실용 가치, 쾌락 가치 모

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의 이유

는, 치기반서비스가 소비자 개인의 치를 기반으로

구매성향과 심분야에 알맞은 가장 효과 이고 최 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16,17,45-47]이기 때문

에 실용 는 쾌락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이러한 맞춤 서비스가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핵심변수로

작용[16]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상호작용성이 실용 가치, 쾌락 가치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의 이유는, 실

용 가치를 추구하는 이용자들은 소셜 커머스 사이트가

그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보제공성이 높다

고 지각하기 때문에 이용자들 간에 자유롭게 의견 교환

이 가능한 소셜 커머스 사이트의 경우 즐겁고 재미있는

정 인 감정을 이용자들이 경험하게 됨에 따라 상호작

용성은 쾌락 가치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가격할인율이 실용 가치, 쾌락 가치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의 이유는, 모

바일 소셜 커머스가다른 e-커머스 사이트들에서제공하

는 가격보다 더크고 격 인할인 혜택으로제품 서

비스를 취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소셜 커머스

쇼핑이 실용 으로 가치가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한 소비자들은 렴한 가격과 가격 할인 로모션을 찾

아다니는 쇼핑경험 자체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쇼핑의 목 이 구매가 아닌 렴한 제품과 렴한 가격

을 찾아다니며 쇼핑하는 자체가 즐거운 놀이행동으로 인

식 될 수 있으므로 쾌락 으로 가치가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다섯째, 규모 명성은 실용 가치에는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으나 쾌락 가치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의이유는, 상품의획득 혹은 과업

수행과 같은 실용 인 편익에 더 큰 가치를 느끼는 소비

자들에게 규모 명성은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쇼핑

에 한기쁨과즐거움등 감정 인 부분에 더많은비

을 두는 쾌락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값싼 물건

을 찾아낼 때 흥분을 느끼는데[48,49], 규모와 명성이 있

는 쇼핑몰의 경우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상품검색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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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하기 때문에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실용 가치, 쾌락 가치 모두 구매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의 이유는, 모바

일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며 소비자들은경제 이고 편리

한 실용 인요소를고려 할뿐 아니라 쇼핑 과정에서 즐

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며 쇼핑 그 자체를 즐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마 략 차원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

되는 기능 인 혜택 뿐 아니라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즐거움과 재미 등의 감정 요

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째, 매개효과 검증결과 즉시 속성, 치기반서비

스와 상호작용성은 구매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실용 가치에 의해서만 구매의도와 련된 동

기를 발 시키는것으로 나타났다. 한 치기반서비스,

상호작용성은 구매의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

으며 쾌락 가치에 의해서만 구매의도와 련된 동기를

발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쇼핑 가치의 매개효과

결과, 모바일 소셜 커머스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들의 쇼

핑 가치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가치가 구매의

도에 어떠한 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문 인 측면에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소

셜 커머스 특성을 실증 분석하여 밝혔다는 과 소비자

가 지각하는 쇼핑 가치가 소셜커머스특성과 구매의도간

의 계에서 매개역할을 함을 실증분석한데에학술 의

미가 있다고 하겠다. 실무 인 측면에서는 시장의 확

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는 계속 으로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을 이용한 쇼핑은 인터넷 쇼핑의 반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기 해서는,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나 가격경쟁, 그리

고 손안의 편리한 모바일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

이트 제공자와 매회사들은 소셜 커머스의특성들도 매

우 요하지만 특히, 이용자들의 모바일 구매상황과 행

에 해 소비자들의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를 고

려한 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2 연  한계점  제언

본 연구는 다양한 시사 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 이있다. 첫째, 본연구에서 이용한샘 의

80%가 20～30 로 구성되었으나, 모바일 소셜 커머스를

통하여 추구하는 가치는 성별 혹은 연령별에 따라 차이

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한 시

에서 동시에 다수의 응답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횡단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다. 셋째, 본 연구

에서제시한모바일 소셜 커머스 5가지특성외에모바일

소셜커머스특성이더다양하게존재할수있다는 이다.

에서 보고한 한계 에 따른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소셜 커머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로 다른 가치의 차이를 성별 혹은 연령 별로 반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설문지를 이용한 일회성

측정은 다양한 편의(bias)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에는 다양한 연구기법이 추가되어 좀 더 실 인 정보

획득과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연구를 발 시켜야 할 것이

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의개발이필

요하다. 나아가 구매의도뿐 아니라 충성도나 만족등 모

바일 소셜 커머스 특성이 미치는 향에 한 더욱 폭넓

고 심도깊은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모바일 쇼핑환

경은 기술의 발 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 이후에도 지속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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