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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vances in e-commerce enable consumers to shop efficiently for fashion products in global markets in 

addition, the market size of purchasing directly from foreign websites are also increasing. This study investi-

gates the effects of hedonic and utilitarian shopping values on the continuous use intention of online cross-bor-

der shopping. Curiosity and self-efficacy were introduced as mediating variables between shopping values and

user intentions. A web-based survey is conducted on female consumers, who have experiences to buy fashion 

products by online cross-border shopping. A total of 472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a panel of online sur-

vey firms. Data are analyzed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group 

SEM by AMOS 21.0.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est, hedonic value affected 

continuous use intention of online cross-border shopping as mediated by curiosity and self-efficacy; in addi-

tion, utilitarian value influenced self-efficacy, which mediated relations between the utilitarian value and the 

continuous use intention. The research model was also tested to compare heavy users and light users of online 

cross-border shopping. For heavy users, the effect of hedonic value on curiosity was significantly stronger than 

for light users. Sever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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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온라인 해외직접구매(online cross-border shopping) 

즉, 해외직구란 소비자가 해외온라인쇼핑몰이나 구

매대행 사이트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를 말

한다(Hwang, 2017). 이러한 해외직구의 발달로 소비

자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다양한 제품

을 자유롭게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직구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세계시

장의 온라인 쇼핑 매출 중 약 10~15%가 서로 다른 국

가 간의 거래로 발생하며 2025년까지는 글로벌 연간 

해외 전자상거래 수익이 3천 500억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전망한다(van Heel et al., 2014).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온라인 거래 지불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직

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외직구의 규모는 2017년 21억 1천만 달

러, 2018년에는 255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9년에

는 30억 불을 넘어섰다(Korea Customs Service, 2019). 

그 증가율을 보면 2019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건수

기준 42%, 금액기준 20%가 증가하였다. 특히 의류제

품은 건강기능식품 다음으로 해외직구의 건수가 많

으며 전년 대비 상승률이 높다. 2019년 상반기 해외

직구의 의류거래량은 329만 건으로 72% 증가율을 

보였고 의류제품 이외에도 신발, 가방, 화장품 등의 

패션제품에서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해외직구가 증

가하고 있다.

해외직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에 대한 만족 및 재구매의도의 결정요인

으로 소비가치, 동기, 사이트 특성 및 지원 서비스의 

특성에 관해 분석하였다(Jeong & Kim, 2019; Jung et 

al., 2019; Zhao & Kim, 2019). 또한 해외직구의 물류 

및 배송(Peng et al., 2019; Kawa & Zdrenka, 2016; Kim 

et al., 2017), 통관제도(Kim & Kim, 2019), 온라인 수

출 전략(Lee, 2019; Lee & Seo, 2019; Song, 2019)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최근에는 해외 역직구에 대한 연구

도 활발한데 특히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졌다(Yu et al., 2019; Zhang & Hong, 2019). 

해외직구 고객이 점차 확대되면서 해외직구를 이용

하는 소비자의 동기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세분화

된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

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리테일러에게 해외직구 시장의 성장은 새

로운 시장 확장과 성장 가능성의 기회가 되나 동시에 

국내에서 해외까지 경쟁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많은 

글로벌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van 

Heel et al., 2014). 해외직구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재방문을 촉

진하여 충성고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Wagner et al., 

2016). 온라인 해외직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과 구매 영향요

인을 밝혔는데(Jeong & Yeo, 2017), 온라인 해외직구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려면 특정 사이트뿐 아니라 

고객이 해외직구라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

는 이유 혹은 동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에서 지속적 사용의도란 이

전에 사용했던 해외직접구매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려

는 의도를 말한다(Bhattacherjee, 2001). 지속적 사용의

도는 구매과정에서 경험한 만족이나 불만족의 감정

에 의해 발생하는 종합적인 평가이며, 전반적인 태도

에 영향을 받는다(Lee, 2014). 해외직접구매의 지속적 

사용의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특정 구매 사이트

에 대한 선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직접구매 

행위 자체에 대한 태도 및 해외직접구매 서비스의 사

용 이유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해외직접구매의 지속

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해외직접구매 현상에 대한 소비자 이해의 기초가 되

고 향후 해외직접구매 사이트 운영의 전략적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외직구

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해외직구 쇼핑을 통해 경험하는 

쇼핑가치를 이해하며 이들 쇼핑가치가 호기심이나 자

기효능감과 같은 내적반응을 통해 지속적 사용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으로 본 연구에서는 쾌락적, 실용적 가치가 호기심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해외직구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기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쇼핑에서 쾌락적, 실용적 가

치를 추구하는 집단은 모두 쇼핑 경험의 질이 즐거

움을 통해 지속적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받았는

데 특히 쾌락적 가치추구 집단은 자극, 흥분, 긴장과 

같은 자극을 중시하였다(Yoo & Jung, 2002). 한편 온

라인의 실용적 가치 또한 웹사이트 재방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선행연구에서 실용적 가치가 효능

감을 통해 지속적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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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2006; Scarpi, 2012). 이들 연구를 해외직구에 

적용시키면 해외직구에서는 국내 쇼핑몰에 없는 다

양한 상품에 노출되면서 호기심이 자극되고 경제적

인 쇼핑으로 효능감이 높아져 해외직구의 지속적인 

사용의도로 연결될 수 있을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의 구매액 및 구매빈도에 

따른 소비지출의 양에 따라 헤비유저(heavy user)와 

라이트유저(light user)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서 쾌락

적, 실용적 쇼핑가치가 호기심 및 효능감을 매개로 

해외직구의 지속사용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비

교하고자 한다. 오늘날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적 범위의 확대로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직구에서 어떻게 고객의 쇼핑가치를 만족시켜

야 할지는 중요한 이슈다. 본 연구는 해외직구 쇼핑

가치와 해외직구 지속사용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변

수로 호기심과 효능감의 역할을 검증함으로써 해외

직구 사용행동의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에 입각하여 구조방

정식 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해외

직구의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가 해외직구의 지

속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서 호기심과 자기

효능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외직구 소비행

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

가 될 것이다. 또한 실무에서 해외직구의 쇼핑가치

와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역할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해외직구 충성고객 확보를 위한 세분 

집단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것이다.

II. 이론적배경

1.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의 쇼핑가치

쇼핑가치는 소비자들이 쇼핑경험을 통해 지각하

는 가치로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로 구성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려는 목표를 과업으

로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쇼핑으로 보는 

것이 실용적 가치다. 그런데 쇼핑경험의 가치를 제품

의 획득으로만 보는 것은 무형적이고 감정적인 비용

과 혜택을 간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Babin et al.(1994)

은 쇼핑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여 물건을 

사는 목적 외에도 즐거움, 흥미, 재미, 몰입 등을 달성

하기 위해 쇼핑을 하는 쾌락적 가치를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

쇼핑의 실용적 가치는 목표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상품 구입과 관련되어 쇼핑경험을 일 또는 작업의 개

념으로 간주하며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

법으로 제품 혹은 정보를 획득하는 보다 업무 지향적

이며 인지적인 가치다(Overby & Lee, 2006). 쇼핑의 

실용적 가치에서는 가격 대비 품질이나 편의성, 시

간 절약 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시된다. 한편 쇼핑의 

쾌락적 가치는 목적 달성보다는 훨씬 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쇼핑의 잠재적인 즐거움과 감성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를 가진 소비자

는 쇼핑과정 자체를 즐기는 경향이 강하다(Jones et 

al., 2006; Vieira et al., 2018). 쾌락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는 쇼핑에서 과업의 완수보다는 즐거움, 흥미

를 추구하며 보다 개인적인 쇼핑경험의 질을 추구하

여 자유로움, 일탈, 오락, 환상적 욕구의 충족, 현실의 

탈피 등 쇼핑경험에서 오는 감각적이고 환상적이며 

감정적인 측면을 중시한다(Jones et al., 2006; Yoo & 

Jung, 2002).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서로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쇼핑가치를 말

할 때 흔히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를 대비하여 

설명하곤 하지만 이들을 서로 상반되는 동기로 보아

서는 안 된다(Rachman et al., 2017). 쾌락적 쇼퍼도 쇼

핑목적에 의해 동기화될 수 있으며, 실용적 쇼퍼도 즐

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Vieira et al.(2018)

은 1995년에서 2014년까지 출판된 쇼핑가치에 대한 

연구 190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쇼핑의 쾌락적 가

치와 실용적 가치는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쇼핑의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는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개념으로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작용

한다. 쇼핑은 체험적이고 즐거운 쾌락적 경험과 기능

적이고 실용적 경험을 각각 제공하면서 지각된 가치

와 만족을 높이는데 이때 두개의 병행하는 기제가 충

성도와 구전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Vieira et al., 2018). 

쇼핑가치의 병행하는 중개 역할에서 쾌락적 쇼핑가

치는 심리적인 회복과 기쁨을 주는 반면 실용적 쇼핑

가치는 혜택과 인지적 경험을 일으킨다. 이들 쇼핑

가치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감정적이고 인지

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고객 충성도와 구전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직구에서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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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가 한 소비자 안에 동시에 

존재함을 전제로 이들이 활성화되는 상황과 기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쇼핑의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

치가 만족, 충성도 및 재방문의도 등과 같은 리테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Vieira et al., 2018). 

또한 소비자의 쾌락적, 효용적 쇼핑가치 지각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서비스 

품질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Kim et al., 2012). 이

들 연구에서 쾌락적 쇼핑가치는 긍정적인 구전, 충

성도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실용적 쇼핑

가치는 충성도,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Jones et al., 2006). 특별히 온라인 쇼핑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실용적 가치는 웹

사이트의 재방문의도의 유의한 영향을 주어 충성도

를 높게 하였다(Scarpi, 2012). 이는 웹사이트에서 실

용적 소비가치를 높게 지각하는 소비자는 브라우징

에 소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에 익숙한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쉽고 또한 과거 검색기록이 남

아 보다 표적화된 제품을 제안해 주기 때문이다. 한

편 쾌락적 가치가 재방문의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van Trijp et al., 1996). 오프라인에서는 

쾌락적 쇼핑환경이 조성된 반면 온라인에서는 쾌락

적 만족을 주는 사이트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온라

인에서 미적으로 어필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이

베이와 같이 진귀한 상품이 매우 다양한 이베이 같은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면 성공적인 감정의 경험이 재

방문의도를 증가시켜 반복구매하게 된다고 하였다.

해외직구에서 소비가치에 대한 연구는 해외직구

의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가 만족도, 해외직구

의도, 만족도 및 위험지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루어졌다(Kim, 2016; Zhang & Hong, 2019). 해외직

구 시장이 날로 확대되어 사이트 간 경쟁이 치열하면

서도 광범위한 현시점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일반적

인 쇼핑가치가 특정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로 이어지

기 위해서는 어떤 기제가 일어나야 하는지 밝힐 필요

가 있다. 소비자들이 쇼핑 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쇼핑경험의 질이 달라지고 쇼핑경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해외

직구의 쇼핑가치가 개별 사이트에서의 인지적, 감정

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매개로 나타나는 리테

일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2. 호기심

사람은 새롭거나 신기한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그 

자극에 대해 알고자 하는 동기로 호기심(curiosity)이 

발생하는데, 호기심은 탐색적 행동의 동기가 되는 새

로운 감각적 경험이며 동시에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다(Litman & Spielberger, 2003). 

호기심을 충동으로 보는 견해와 내적동기로 보는 견

해가 있는데, 내적동기로 보는 견해는 호기심이 외적 

보상을 위해서나 단순한 긴장상태가 유발한 심리적 

고통을 없애기 위한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제 자

체가 주는 즐거움이나 어떤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재

미와 같이 내재된 속성에 의해 자율적으로 유발된다

는 것이다(Sung et al., 2009). 호기심은 새로운 것을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려는 내재적 동기에서 비롯되

어 쇼핑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Shiau & Wu, 

2013). 소비자가 특정 영역에서 진귀한 상황을 마주하

여 자신이 아는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호기심이라는 내재적 욕구가 발생하는데,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들이 브라우징을 하며 상품을 탐색

하는 동안 다른 세상에의 탐구나 모험에 대한 호기

심이 쇼핑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To & Sung, 2014).

온라인 쇼핑에서 호기심은 쾌락적 쇼핑가치라는 

내적동기와 관련이 깊다(Arnold & Reynolds, 2003; To 

& Sung, 2014). 소비자들은 쇼핑에서 새롭거나 흥미

로운 제품 또는 싼 제품을 발견하는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흥분한다(Shiau & Wu, 2013). 온라

인 쇼핑에서 쾌락적 쇼핑가치는 쇼핑과정 중 새롭고 

매력적인 것들을 찾아 탐색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도

록 하는 호기심에 영향을 준다(Close & Kukar-Kinney, 

2010; Ozen & Engizek, 2014). 해외직구에서 쾌락적 

쇼핑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상품 및 쇼

핑환경은 호기심을 유발하고, 호기심은 해외직구라

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

이다. 호기심은 새롭거나 불분명하고 복잡한 상황에

서 쉽게 유발되며 소비자가 새로운 자극에 긍정적으

로 반응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Ju & Koo, 2012). 이같이 호기심

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이 유발되는 과정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쾌락적 쇼핑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는 호기심의 내적동기가 더 크게 유발될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쇼핑에 대한 쾌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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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가치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해외직구 사이트에

서 호기심을 높게 지각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 해외직구의 쾌락적 쇼핑가치는 호기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라인 해외직구의 지속적 사용의도는 이전에 사

용했던 해외직접구매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려는 의

도를 말한다(Bhattacherjee, 2001). 지속적 사용의도

는 구매과정에서 경험한 만족이나 불만족의 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종합적인 평가이며, 전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Lee, 2014).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쇼핑몰의 유용성, 즐거움, 경제적 효익 

및 고객화 효익에 따른 구전효과가 지속적 사용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Lee, 2016). 또한 온

라인 해외직접구매의 경제적 가치, 쇼핑의 즐거움, 

제품구색의 다양성은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태도를 통해 재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Lee, 2014).

온라인 쇼핑에서 호기심은 외재적 동기나 지각된 

유용성이 아니라 개인의 내재적 동기로 작용하여 

몰입 및 지속사용에 영향을 준다(Arnold & Reynolds, 

2003; Park, 2006; Shiau & Wu, 2013). 특히 해외직구

는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 소비자에게 몰입과 

만족을 주며(Jung, 2011), 호기심은 내적 동기화로 작

용하여 해외직구의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소비자는 호기심 때문에 정보 서비스를 이

용한다고 하였는데(Sul et al., 2010), 온라인 해외직

접구매에서 다양한 상품구색 및 새로운 정보 서비스

에 대한 호기심은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의 지속적 사

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호기심은 해외직구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및 자

신감으로 정의된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성

공적인 과업 수행 결과로 생긴 경험이나 타인으로부

터 얻는 인정 등을 통해 커질 수 있는데(Bandura, 1986),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을 추진하려는 동기가 

결합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Gist & Mitchell, 1992; 

Lee et al., 2002). 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

되는 특정한 과업을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자신의 능

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소비자들은 과업 수행 자체를 해결해야 하는 도

전 목표로 인식하며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한다(Ben-Ami et al., 2014).

자기효능감은 기술혁신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

의 수용에 중요한 예측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Ong 

et al., 2004).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준의 역량이 요구되는데, 자

기효능감이 이러한 온라인 쇼핑과 같은 혁신적 행

동을 유도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Faqih, 2013; Hill & 

Beatty, 2011). 최근 소비자들의 온라인 정보탐색과 

쇼핑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여러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자기효능감(online consumer self-efficacy) 개

념을 구분하기도 하였다(Faqih, 2013; Hill & Beatty, 

2011; Macdonald & Uncles, 2007; Wei & Zhang, 2008). 

Faqih(2013)는 온라인 쇼핑맥락에서 자기효능감을 온

라인 쇼핑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보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소비자는 온라

인 쇼핑에 대한 불확실성 지각이 높거나 쇼핑 시 편

안함을 낮게 지각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해외직

구가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에 관련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해외직구 과정에서의 

쇼핑역량에 대한 판단 즉, 자기효능감은 중요하게 인

식될 것이다.

Hill and Beatty(2011)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

인 쇼핑의 가치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는

데 온라인 쇼핑의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는 온

라인 자기효능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영역에서 쾌락적 가치와 실용

적 가치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줌이 증명되

었다. 조직 내에서 쾌락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긍정

적인 기분상태일 때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고, 실용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기분상태일 때 자기효

능감이 감소하였다(Totawar & Nambudiri, 2014). 대학

생의 소비가치를 연구한 Park and Ku(2008)의 연구

에서는 기능적 가치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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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게 나타났다. 또 Huh(2020)의 연구에서는 스토

리텔링 대회 참가동기에서 쾌락적 동기와 성취동기

가 높을 때 모두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Beak and Kim

(2017)의 연구에서는 골프 레슨 프로그램 참가동기

에서 쾌락적 동기와 기술발전 및 성취감 동기가 높을

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쾌락적 가치 및 실용적 가치는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해외직구 쇼핑에

서도 마찬가지로 즐거움, 재미, 흥미 등을 달성하기 

위한 쾌락적 가치와 쇼핑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

적 가치가 높을수록 해외직구 쇼핑능력에 대한 신념 

및 자신감이 높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추진하려는 동

기가 높아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3-1: 해외직구의 쾌락적 쇼핑가치는 자기효

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해외직구의 실용적 쇼핑가치는 자기효

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효능감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지속된 온라인 

활동으로 더 많은 가치를 획득하게 되고 동시에 온라

인 쇼핑활동을 계획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제안하

였는데(Wei & Zhang, 2008), 소비자 학습, 사회화, 자

기효능감 인식의 일련의 과정은 소비자의 동기에 의

해 영향을 받으며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

였다. 온라인 쇼핑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쇼핑환경에 

따라 개인의 역량을 채택하는 과정일 수 있어 동일한 

쇼핑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쇼핑행동

이 달라질 수 있으며(Gist & Mitchell, 1992),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온라인 쇼핑행동이 더 확대된다(Wang 

et al., 2010).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과업의 성공을 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

므로 해외직구에서 획득된 가치는 자기효능감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며 향후 더 많은 해외직구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기효능감은 해외직구

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가 

됨을 예측할 수 있다.

가설 4: 자기효능감은 해외직구의 지속적 사용의

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가 호기심과 자기효능

감을 매개로 해외직구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모델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4.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의 헤비유저와 라이트

유저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지출의 수준에 따라 헤비유

저와 라이트유저를 구분하고, 이들 집단이 각각 브랜

드(Kim et al., 2011) 혹은 리테일러(Chiou & Pan, 2009)

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 커머스 등의 등장과 

다변화로 온라인 쇼핑에서는 소비자들의 사이트 재

방문, 재구매 등의 지속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중

요해지고 있는데(Kim, 2008; Park & Jeon, 2012), 온라

인 거래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소비자들은 온라

인 쇼핑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더 자주 구

매하는 패턴을 보인다(Devaraj et al., 2002). Reichheld 

and Schefter(2000)는 온라인 쇼핑 시 거래전환비용의 

측면에서 이를 설명하였는데, 온라인 쇼핑의 헤비유

저는 쇼핑몰 거래환경이나 특성, 웹사이트 구성 등을 

학습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며 이를 전

환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Chiou and Pan(2009)

Fig. 1. Hypothesis model.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5, 2020

– 1010 –

는 온라인 서점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구매

빈도와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헤비유저와 라이트유

저를 비교한 결과, 헤비유저에 비해 라이트유저는 가

격가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헤비유저는 구매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으며(Alba & Hutchinson, 1987) 

가격과 같은 외재적 단서보다는 사이트의 다른 내재

적 정보 및 자원에 기반한 평가가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Chiou & Pan, 2009). 또한 

Hwang et al.(2004)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구매가 많은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증가

해서 구매경험이 적은 소비자들에 비해 포털 사이트

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원천보다는 특정 제품만을 다

루는 전문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탐색을 더 신중하고 

다양하게 하였다. 즉, 온라인에서의 구매경험이 증

가하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통해 온라인에서 

필요한 정보원천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수

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의 헤비유저와 

라이트유저는 의사결정과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으며,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에서 헤비유

저와 라이트유저의 지속사용의도를 형성하는 기제

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소비자의 해외직접구매 소비

지출 동기 및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에 기반을 두고 다음과 같이 

헤비유저와 라이트유저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을 연

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해외직구의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

치가 호기심 및 자기효능감을 매개

로 해외직구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

는 인과적 경로에서 헤비유저와 라이

트유저의 차이를 밝힌다.

III. 연구방법및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해외직구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패션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행동으로 소비자가 직접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와 결제를 수행한 쇼핑

행동으로 규정하였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

매, 배송 및 통관을 거쳐 상품을 수령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직접구매를 하고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배송 및 통관이 이루어지는 행

동도 포함되었다. 단,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소비자의 

직접구매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온라인 구매대행 행동

은 해외직구에서 제외시켰다.

해외직구의 쾌락적 쇼핑가치와 실용적 쇼핑가치는 

선행연구(Hwang et al., 2012; Kim, 2008; Park & Jeon, 

2012)를 토대로 온라인 해외직접구매 시 경험하는 쇼

핑가치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호기심, 자기효

능감, 지속사용의도는 소비자의 최근 해외직구 구매

경험을 회상하도록 하고 회상된 해외직구 사이트 사

용경험을 토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호기심은 해외

직구 사이트 쇼핑 시 경험하는 인지된 호기심으로 선

행연구(Litman & Spielberger, 2003)를 토대로 2문항

을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성공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선행연구(Lee et al., 2002)를 토대로 연구자

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3문항을 측정하였다. 또한 

해외직구 지속사용의도는 해외직구 사이트의 지속

적인 이용과 구전에 대한 행동의도로 3문항을 측정

하였다. 모든 다문항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되었다.

해외직구 행동의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해외직구

로 패션제품을 구매한 빈도와 패션제품의 월평균 해

외직구 구매금액을 측정하였다. 또한 해외직구 수준

으로 구분된 헤비유저와 라이트유저 간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마켓메이븐경향(market mavenism)을 선행

연구(Baek, 2007; Feick & Price, 1987)를 토대로 측정

하였다. ‘주변사람들이 나에게 제품에 관한 정보를 

자주 묻는 편이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제품을 어디

서 사는 것이 제일 좋은지 물으면 대답해 줄 수 있다’, 

‘주변사람들은 내가 신제품이나 세일정보에 대한 좋

은 정보제공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새로운 브랜드

나 신제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의 5문항(Cron-

bach's α=.876)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2.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는 온라인 해외직접구매를 통해 패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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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매경험이 있는 20~4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패션제품은 성인 의류와 유아동 의류, 가

방, 신발, 액세서리를 포함하였으며, 직접 해외 사이

트를 통해 상품을 고르고 구매, 결제, 통관의 절차를 

거친 쇼핑행동의 경험자에 한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전문 리서치 기관인 엠브레인

(embrain.com)의 20~40대 여성 패널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추출에 의해 일주일 간 온라인으로 수집하였으

며,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최종 472명의 응답치를 분

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AMOS 21.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공분산구조모형분석, 다모집단분

석이 실시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20대 36.7%, 30대 37.3%, 40대 26.1%로 

고루 분포되었으며, 기혼 48.9%, 미혼 51.1%였다. 학

력은 대졸 이상이 75.4%, 대학 재학이 13.3%, 고졸이 

8.3%로 나타났으며, 직업의 분포는 사무직이 38.1%, 

전업주부 20.6%, 학생 15.9%, 전문기술직 및 전문직이 

16.1%를 차지하였다. 또한 월평균 가계소득은 400만 

원 미만이 29.9%, 4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34.7%, 

6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이 23.3%, 800만 원 이상

이 12.1%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IV. 결과및논의

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1.0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는 χ2=106.107(df=55, p=.000), Normed χ2=1.929,GFI= 

.966, CFI=.983, RMSEA=.044로 확인되었다(Table 1).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743~.941로 모두 유의하

였으며, 각 변수의 Cronbach's α값은 .809~.856, AVE

값은 .580~.748, CR값은 .860~.900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와 내적일관성이 확인되었다. 판별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각 변수의 AVE값이 두 변수 간 상관관

계 제곱값보다 높아 만족되었다(Table 2).

2.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공분산구조모형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Fig. 2>,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132.139(df=58, p=.000), Normed χ2=2.278, GFI= 

.958, CFI=.976, RMSEA=.052) 측정되었다. 분석결과, 

쾌락적 쇼핑가치는 호기심과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실용적 가치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가설 경로에 포함되지 

않은 실용적 가치가 호기심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

지 않았다. 또한 호기심과 자기효능감은 모두 해외직

구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가설 1, 

가설 2, 가설 3-1, 가설 3-2,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해외 온라인 직접구매 시 경험하는 쾌

락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자기효능감을 높여 해외직구

의 사용의도를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

외직구 시 경험하는 실용적 가치가 높을수록 자기효

능감을 높여 해외직접구매 사용의도를 높이는 자기

효능감 경로가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3. 조절효과 검증

해외직구의 쾌락적, 실용적 가치가 지속사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해외직구 수준 즉, 헤비유저

와 라이트유저 간 차이가 있는지 연구문제 1을 검증

하기 위하여, 먼저 해외직구 금액과 구매빈도에 따라 

소비자를 헤비유저와 라이트유저로 구분하였다. 온

라인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패션제품의 월평균 구매

액의 중위수(median=125,000)와 해외직구 구매빈도

의 중위수(median=3.000)을 기준으로 구매액도 높고, 

구매빈도도 높은 소비자는 헤비유저(n=123)로, 구매

액도 낮고, 구매빈도도 낮은 소비자는 라이트유저(n

=126)로 분류되었다.

해외직구 헤비유저와 라이트유저 간 차이를 비교

한 결과<Table 3>, 헤비유저는 해외직구를 통한 월평

균 패션제품 구매액이 248,862원이었으며, 패션제품

의 해외직구 구매횟수가 16.5회로 매우 높게 나타났

다. 라이트유저는 월평균 구매액이 67,302원이었으며, 

구매횟수는 2.1회로 나타났다. 또한 마켓메이븐경향

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헤비유저(mean=3.699)가 라이

트유저(mean=3.432)에 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

였다(t=–2.925, p<.01).

해외직구 헤비유저와 라이트유저의 구조모형의 

인과적 경로의 차이를 분석하기 전, 다모집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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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델의 등가성 검증을(mea-

surement invariance test) 실시하였다. 제안된 측정모

델(measurement model)의 적합도 지수는 χ2=186.754 

(df=110, p=.000), Normed χ2=1.698, GFI=.902, CFI=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loading (λ)
Cronbach's α CR

Hedonic value

It is fun to visit online cross-border site. .886

.841 .900Online cross-border shopping is interesting. .802

I don't know how time goes by online cross-border shopping. .747

Utilitarian value
It is practical to use online cross-border shopping. .909

.856 .860
It is efficient to use online cross-border shopping .819

Curiosity
This site makes me curious. .941

.835 .884
When shopping on this site, I feel my imagination stimulate. .743

Self-efficacy

I am competent at fashion shopping on this site. .780

.809 .898I can shop in the environment I want via this site. .765

Purchasing fashion products on this site is what I can do well. .740

Continuous

use intention

I would use this site more often. .807

.827 .882I would recommend people around me to use this site. .792

I would continue to use this site. .759

All estimat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1

χ2=106.107(df=55, p=.000), Normed χ2=1.929, GFI=.966, CFI=.983, RMSEA=.044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s

Hedonic value Utilitarian value Curiosity Self-efficacy Continuous use intention

Hedonic value .662a

Utilitarian value .222b .748

Curiosity .252 .073 .718

Self-efficacy .397 .324 .221 .580

Continuous use intention .391 .391 .267 .529 .618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Table 2. AVE and squared correlation

Fig. 2. SEM results of the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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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RMSEA=.053으로 적합하였으며, 측정변수의 요

인부하량의 값이 .648~.98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측정구조의 형태동일성

(confiigural invariance)이 만족되었다. 또한 두 집단의 

요인부하량 매트릭스에 대한 제약모델(full metric in-

variance)을 비제약모델(nonrestricted model)과 비교한 

결과<Table 4>, 카이제곱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아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구조

모델 검증은 완전동일 측정모델(full measurement in-

variance model)을 토대로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헤비유

저와 라이트유저 간 다모집단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실용적 가치가 호기심에 미치는 

인과적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정적 영

향이 확인되었다(Fig. 3).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 완전동일 측정모델을 토대로 잠

재변수 간 경로계수를 모두 제약하지 않은 비제약모

델을 기준으로 변수 간 경로를 하나씩 제약한 모델

의 카이제곱값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Table 5>, 쾌

락적 가치와 호기심 간의 경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Δχ2=7.379, Δdf=1, p<.01). 해외직구 헤비

유저는 라이트 유저에 비해 쾌락적 가치가 호기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

비유저는 해외직구에서 경험하는 쾌락적 가치가 해

외직구의 호기심 유발을 강하게 하며 이를 매개로 

해외직구 지속사용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직구를 통한 만족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헤비유저는 지속적으로 해외직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데(Devaraj et al., 2002), 특히 

해외직구로 경험한 흥미, 재미 등의 동인에 의해 특

χ2 df Δχ2 Δdf p

Non-restricted model 186.754 110

Full metric invariance 192.474 118 5.721 8 .679

Table 4. Measurement invariance

Online cross-border shopping
t-value

Light user (n=126) Heavy user (n=123)

Average monthly expenditure of online cross-border purchasing (KRW) 67,302 248,862 –17.715***

Frequency of online cross-border purchasing 2.1 16.5 0–7.961***

Market mavenism 3.432 3.699 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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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onsumer groups by online cross-border expenditure

Fig. 3. Comparison of multi-group struct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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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해외직구 사이트에 호기심을 더 크게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 쇼

핑가치와 해외직구의 지속적 사용의도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사용행동의 기제로서 해외직

구의 가치, 해외직구 쇼핑을 통해 지각하는 호기심과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규명하고, 해외직구 사용수준

에 따른 유저들 간의 역할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해

외직구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이해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토

대로 마케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직구 쇼핑 시 소비자들은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지각을 통해 지속사용의도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쇼핑에 있어서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가치는 쇼핑의 핵심적인 동기가 

되는데, 여러 선행연구에서 해외직구가 가지는 쇼핑

장벽에도 불구하고 실용성이 해외직구의 사용을 유

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밝히고 있다(Kim, 2016; 

Lee et al., 2015; Zhang & Hong, 2019). 그러나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해외직구의 쾌락적 가치가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다. 쾌락적 특성이 강한 패션제품의 해외직구에 있어

서는 소비자의 쾌락적 가치추구는 간과될 수 없다. 

특히 해외직구의 쾌락적 가치는 친근하지 않은 해외 

사이트에 대한 호기심에 영향을 미치고 순차적으로 

해외직구의 사용의도를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선행연구에서(Arnold & Reynolds, 2003; Park, 

2006; Shiau & Wu, 2013) 온라인 쇼핑 시 호기심이 구

매 및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

임을 확인한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직구의 실용적 가치보다 쾌락적 가치가 직구 사용의 

지속성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외직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

내 사이트나 해외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추구하

는 국내 패션기업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쾌락적 요

소의 설계나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의 도입, 제품 다

양성 추구를 통해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중간상을 대체하는 해외직구 행동에 있어

서 소비자의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의 실용적 가치뿐 아니

라 쾌락적 가치도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지속사용의

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

은 해외직구 사용의도 형성에 중요한 변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친숙하지 않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쇼핑할 때 소비자는 스스로 쇼핑과업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해외직구 쇼핑

을 목표로 인식하고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

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것이다(Ben-Ami et al., 

2014; Wang et al., 2010). 따라서 해외직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소비자

의 자기효능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언어 지원, 해외

직구 사용정보, 상품정보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가 이

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중간상의 기능

Path coefficient (β)
χ2 df Δχ2 Δdf

Light user Heavy user

Measurement weight model 207.380 124

Constraint

Hedonic → Curiosity .313*** .639*** 214.759 125 7.379** 1

Hedonic → Self-efficacy .491*** .494*** 207.462 125 0.081** 1

Utilitarian → Curiosity .162*** .055*** 207.993 125 0.612** 1

Utilitarian → Self-efficacy .463*** .376*** 208.739 125 1.359** 1

Curiosity → Use .255*** .276*** 207.402 125 0.022** 1

Self-efficacy → Use .655*** .663*** 207.579 125 0.1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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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Comparison of path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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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호기심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해외직구

의 쇼핑가치와 해외직구 지속사용의도의 인과적 관

계는 해외직구 소비지출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 헤비유저가 라

이트유저에 비해 쾌락적 가치가 호기심에 미치는 영

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사용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 구매경험이 

많은 헤비유저일수록 해외직구의 즐거움, 흥미 등을 

통해 유발되는 호기심의 역할이 중요해짐을 의미한

다. 해외직구 역시 단순히 제품의 획득 만을 위한 쇼

핑행동이 아니라 직구를 통한 구매나 사용이 주는 오

락적, 감정적 가치를 주는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으

며(Babin et al., 1994; Bellenger & Korgaonkar, 1980; 

Lee et al., 2015), 이러한 축적된 소비경험이 지속적인 

해외직구 사용을 유도함에 있어 새롭고 다변화된 온

라인 사이트의 접근은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소비경험이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패션기업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해외직구 구매가 높은 소비자를 충성고객으로 유지

하기 위해 이들 소비자를 위한 특화된 제품이나 서

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 쇼핑 

시 사이트에 대한 호기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온라

인 쇼핑 구매경험이 많은 소비자들이 더 특정 정보 

및 제품을 다루는 전문화된 사이트의 이용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감안할 때(Hwang et al., 2004), 희

소성이 높은 패션제품을 한정적으로 해외직구 헤비

유저를 위해 제공하는 마케팅 등은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해외직구의 지속적인 사용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행동의 기제를 살펴보고 설명

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해외직구 사용행동에 있어 호기심과 자기효능감의 

변수를 도입하여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와의 인

과적 관계를 추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국내 소비

자의 해외직구 사용행동 이외에도 국내 해외직구 사

이트를 이용하는 해외 소비자들의 사용행동을 추가 

검정하는데 본 연구의 제안모델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소비자들의 국내 직구 사이

트의 지속적인 사용에 차이를 일으키는 소비자 특성 

변수를 통해 이들 관련성의 차이를 검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 여성 소비자만을 대

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해외직구 소비가 활발한 남성 소비자를 

포함한 적극적인 해외직구 경험 소비자를 포괄하여 

해외직구의 지속적인 사용행동의 차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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