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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bile market in South Korea is about 4trillion and the social commerce market is also growing. Social 

commerce market was started from small venture company and in nowadays, its status is getting higher enough to 

compete with such as Gmarket and 11st. As social commerce market is rapidly growing, the interest of consumer 

is getting higher and we need to research about how consumers to recognize and make a purchase. 

For the research, I set hypothesis about consumer’s recognition about social commerce, shopping experience, 

purchasing disposition, a trust influence on purchase attitude and we analyzed through actual investigation. I did a 

survey for male and female in 20s. An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recognition about social commerce, shopping 

experience, purchasing disposition and a trust can affect on purchasing satisfaction.

The most popular category in social commerce market was restaurant and fashion and I also found that consumers 

visit social commerce market in case of need rather than regular visits. I expect a rapid growth of social commerce 

market as an advance of smartphones. I hope this research could help for to establish marketing strategy by 

understanding characteristics of social commerce market and consumer pron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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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

피츠버그 출신의 평범한 웹디자이  앤드류 메

이슨은 핸드폰 해지 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

고 같은 고충을 갖는 사람들의 의견을 나 는 사

이트를 운 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아이디어에 착안해 

오 라인 매장과 제휴를 맺고 일정 수  이상의 

모객이 이 지면 격 인 가격으로 서비스와 상

품을 제공하자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루폰’이라는 

이름의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그루폰은 성장하

여 세계로 확장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생기게 되었고 스마트폰의 

화로 모바일 쇼핑 시장이 격히 커지게 되었

다. 재 우리나라 모바일 쇼핑시장이 4조 원 로 

소셜커머스 경쟁력이 커지고 있으며, ․소형 벤

처로 시작했던 소셜커머스가 이제는 G마켓, 11번

가 등 오 마켓과 경쟁할 정도로 상이 높아졌다. 

이 게 소셜커머스 시장이 격히 커짐에 따라 소

비자의 심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

하고 구매하는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소비자

들이 소셜커머스에 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

를 통해 구매하는가, 이런 구매 경험이 태도형성

에는 어떤 향을 주는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효과  연구를 해 기존 연구 자료와 문헌을 

통해 이론  고찰을 하고 실증 조사 분석을 하고

자 한다. 이론  고찰에서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 인식의 변화, 소비자태도에 향을 

주는 요인,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 으며, 이런 

이론  배경을 토 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설

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해 설문조

사를 하 고 자료의 분석과 가설 검증을 해 실

증분석을 하 다. 340명의 학생과 일반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을 해 SPSS 12.0을 사용하 다.

2. 이론  배경

2.1 속한 성장세의 소셜커머스 시장

소셜커머스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

하여 이루어지는 자상거래를 의미한다. 페이스

북, 트 터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So-

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자상거래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격 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매 방식이

다. 소셜 쇼핑(Social shopping)이라고도 한다[2]. 

소셜커머스의 원조는 미국 시카고에 기반을 둔 그

루폰(Groupon)이며, 이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서

비스하는 세계 최 의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회

사다. 그루폰은 2008년 11월 출범해 2년도 되지 않

았지만 기업가치가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셜커머스는 공동

구매형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구매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트 터와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홍보한다. 상품뿐 아니라 스토랑 

이용 쿠폰  콘도 이용권, 공연티켓, 스  이용권 

등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하루 

동안 반값에 할인한 쿠폰을 매한다[4]. 이외에도 

소셜네트워크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만을 게재하

는 소셜링크형, 소비자의 구매ㆍ평가ㆍ리뷰 등 소

비자의 소셜네트워크 활동을 결합한 소셜웹형, 오

라인 공간까지 확  연결시킨 오 라인 연동형 

등이 있다[2]. 그루폰을 시작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소셜커머스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시작되

었을 당시 각 업체별 쇼핑사업 비 이 10% 미만

이었으나 주요 업체의 쇼핑 사업 매출 비 은 매

년 성장세를 지속해 최근 70%를 넘어섰다. 소셜커

머스 업계는 재 오 마켓 시장에서도 유율을 

넓히고 있다. 이처럼 빠른 성장세의 요인에는 모



소셜커머스에 한 인식과 구매경험 등이 구매태도(만족도)에 미치는 향    339

바일 쇼핑 시장의 성장에 있다. 한 기 의 ‘모바일

쇼핑 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쇼핑 랫폼으로 소셜커머스

(60.1%)가 꼽혔다. 

2.2 소비자 인식의 변화

Engel et al.(1995)의 연구에서 보면 온라인 소비

자행동은 온라인 고노출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웹 라우징을 통해 제품을 비교하고 제품정보를 

탐색하고 구매행동을 한다.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

자는 사이버공간에서 경험하게 되는 과정과 사이

트의 신뢰  공동체의식의 형성정도가 소비자의 

태도에 향을 미친다.

Tauber(1972)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의 쇼핑동기

를 개인  동기와 사회  동기로 구분하 다. 개

인  동기에는 상품 구매 동기, 오락의 동기, 유행

악을 한 동기이며, 가격흥정이나 쇼핑을 통해 

사람들과 화를 나 려는 것을 사회  동기로 보

았다. 한상만, 박승배, 홍재원(2003)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쇼핑행동은 구매시기와 

쇼핑동기에 따라 직 구매, 쾌락  라우징(He-

donic Browsing), 탐색/숙고(Search/Deliberation),

지식추구(Knowledge-Building)으로 분류하 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정보탐색 비용이 오 라인보다 

게 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제품정보 탐색활동

이 활발하며, 정보탐색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3]. Lee et al.(2000)의 연구에서 보면 소비자

들이 쇼핑몰 사이트에 자주 방문할수록 해당 쇼핑

몰에 한 정보와 서비스에 한 학습으로 친숙성

이 증가하여 더 자주 방문한다고 하 다. 따라서 

자주 쇼핑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구매를 하게 

되고 온라인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구매도 증가

한다고 하 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오 라인이 

주를 이뤘던 이 의 소비자 인식과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사회

 커뮤니 이션을 통한 정보탐색 활동이 나타나

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 이션을 통해 정보교환 

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간의 계 구축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새로운 시장의 

신  구매수단으로 신기술에 한 수용이 높게 

나타나는 신 소비자들에 의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 수용자들은 의견선도자가 되어 신제

품의 수용을 주도하며, 신성과 의견선도력은 정

의 상 계가 있다[10]. 소셜커머스는 소셜네트워

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 되기 때문에 의견선도

자의 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Bhatti 

(2007)의 연구에서 신성에 따라 모바일커머스의 

수용에 직 향을 주며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

의 신성이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7].

2.3 태도에 향을 주는 요인

Marsden, Syzygy Group(2011)의 연구에서 보

면 소비자 에서 소셜커머스에 한 태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신뢰, 효용, 재미, 가격, 추천, 

험 요인이라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미와 험

요인을 인식과 구매성향에 포함시켜 소비자 

에서 태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신뢰, 가격, 효용, 

추천으로 보고 연구에 활용하 다. 한 가격 인 

측면과 효용, 추천은 구매성향과 경험  요인으로 

분류하 다. 인식은 어떻게 소비자들이 지각하느

냐에 따라 구매태도에 향을  수 있다. 따라서 

소셜커머스에 한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구매태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신뢰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므로 상거래에 있어 필수  

요소이다[6]. 신뢰는 자상거래에 있어 사회  상

호작용과 사용자의 기여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많은 소비자들이 평가 후기를 남기고 등록함으로

써 그 사이트가 향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 콘텐츠가 마  정보원천의 신뢰를 높이

고 설득력을 갖게 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

도록 만들 수 있다[1]. 효용은 구매과정상에서의 

효용과 제품의 효용, 쇼핑탐방의 효용이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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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과정상에서는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검

색하고 비교하는 것이며, 제품자체의 효용은 어떤 

제품에 특별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쇼핑탐방은 소비자들이 쇼핑탐방을 쉼과 사

교의 기회로 보는지 구매목 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다. 쉼과 사교의 기회로 본다면 특정제품 카

테고리보다 쇼핑환경의 분 기가 더 요할 것이

다.[5] 소셜커머스는 온라인 구매자들이 공동탐색, 

소셜 즐겨찾기, 공동구매 등을 통해 더 명한 쇼

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소비자

들의 체험을 증 시킬 수 있다[1]. 가격은 소셜커

머스의 주된 혜택  하나로 소비자들은 공동구매

를 통해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은 소비자

의 지각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며 구매행동을 진

하는 역할을 한다[9]. 소셜커머스는 사람들의 그들

의 체험과 피드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구매에 향을 다. 이는 소비자

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소셜커머스에 한 정

인 강화를 하게 만든다. 소비자들은 구매결정을 

할 때 구 과 추천, 다른 소비자의 찰  지식 등

에 자주 의존한다[8]. 이런 추천은 구 되어 구매

결정시 참고사항이 된다. 많은 기존 연구에서도 

추천과 구 의 가치가 고객 리에 있어 요한 사

항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의 향

으로 구매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다음 구

매결정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구매태도(만족

도) 형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소셜커머스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소셜커머

스 소비자 구매유형이나 구 에 따른 구매태도 형

성, 재구매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가 인지되

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세를 타고 있는 요즘의 소

비자 인식과 구매경험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향

을 주며 앞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의 망을 살펴보

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모형은 소비자들이 소

셜커머스 시장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구

매경험과 구매성향, 신뢰가 구매태도(만족도)형성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으로 다음

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 다.

 

소셜커머스에 한 인식

소셜커머스에 한 경험

소셜커머스에 한 신뢰

구매

태도

(만족도)
소셜커머스에 한 구매성향

 [그림 1] 연구모형 

앞의 태도에 향을 주는 요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인식, 경험, 구매성향, 신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구매태도, 즉 구매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본다. 

3.2 가설설정

소셜커머스의 인식과 구매경험, 구매성향, 신뢰 

등의 요인들이 구매태도(만족도)에 향을 어떻게 

주는가를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1：소셜커머스에 한 인식은 구매태도(만족

도)에 향을 미친다.

가설 2：소셜커머스에 한 경험은 구매태도(만족

도)에 향을 미친다.

가설 3：소셜커머스에 한 구매성향은 구매태도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

가설 4：소셜커머스에 한 신뢰는 구매태도(만족

도)에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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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의 소셜커머스에 한 인식은 비용, 제품, 

제품정보, 의견공유의 설문내용으로 구성하 다. 

가설 2의 소셜커머스에 한 경험은 필요치 않아

도 할인이나 품 정보로 인한 구매, 친구의 권유, 

친구에게 권유, 많은 사람들의 구매의 설문내용으

로 구성하 다. 가설 3은 구매성향을 할인율, 특가

서비스, 검색을 즐김, 쇼핑 즐김으로 구성하 다. 

가설 4의 신뢰는 기 , 구매에 한 신뢰, 사이트

에 한 신뢰, 잘 알려진 사이트, 이용자정보보호

에 한 신뢰로 구성하 다. 

가설 변수에 한 내용은 <표 1>에 정리하 다.

 <표 1> 가설에 한 변수 정의

가설 내용 독립변수 항목 종속변수

소셜커머스에 
한 인식

비용 감, 할인

구매태도
(만족도)

제품(수량제한/다양성)

제품정보

의견공유

소셜커머스에 
한 경험

필요치 않아도 할인, 
품 정보로 인한 구매

구매태도
(만족도)

친구의 권유

친구에게 권유

많은 사람들의 구매

소셜커머스에 
한구매성향

할인율

구매태도
(만족도)

특가서비스

검색을 즐김

쇼핑을 즐김

많은 심

충동구매

구매 계획, 정보체크

소셜커머스에 
한 신뢰

기

구매태도
(만족도)

구매에 한 신뢰

사이트에 한 신뢰

이용자정보보호에 한 신뢰

잘 알려진 사이트

3.3 조사설계

소셜커머스의 인식과 구매경험, 구매행동의 여

러 요인 등이 구매태도에 향을 어떻게 주는가를 

알아보기 해 실증 조사를 실시하 으며, 일반인

과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

문 상은 총 340명이 참여하 으며, 기간은 2013

년 5월 22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설문

구성은 소셜커머스의 인식과 소비자 구매성향, 신

뢰, 구매경험에 한 질문과 만족도,인구통계  사

항으로 구성하 다. 설문은 리커트 5  척도로 측

정하 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340개로 

무응답 자료  불성실한 응답자료 38개를 제외하

고 302개를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

뢰도 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상 계분석을 실

시하 다. 

4. 실증 분석

4.1 기술통계와 신뢰도 분석

표본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이 196명(64.9%), 여

성이 104명(34.4%)이며, 상은 소셜커머스를 잘 

이용하는 20 의 남녀로 한정하 다. 각 설문문항

에 한 빈도분석은 <표 2>와 같다.

빈도분석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주로 문음식

과 패션상품 구입 시 많이 이용하며 쿠팡과 기

타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방문수는 정기 이지 않고 필요할 때 방문하는 것

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타당성 분석을 해 측정항목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히 측정하 는가를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을 하 다.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와 같이 공통성이 모두 0.4 이상으로 

측정문항들이 한 요인들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신뢰도 분석은 소셜커머스 인식에 한 6개항목

의 Cronbach의 알 계수가 .703, 소셜커머스 구매

성향에 한 8개 항목의 Cronbach의 알 계수가 

.873, 소셜커머스 신뢰에 한 5개항목의 Cron-

bach의 알 계수가 .542, 소셜커머스 구매경험에 

한 5개 항목의 Cronbach의 알 계수가 .848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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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항목별 빈도분석 

성별 남 65% 여 34%

소득 100 이하 81% 200 이하 13% 300 이하 4% 500 이하 0.3% 500 이상 2%

구매만족도
 만족하지 
않음 4%

만족하지 
않음 9%

보통 62% 만족함 24.8% 매우 만족함 0.3%

구매경험 있음 54.6% 없음 43.7%

구매
카테고리

문음식  33%
패션상품 
34%

뷰티 5%
공연 시 
이벤트 8%

여행 
10%

생활용품, 
식품 8%

건강헬스용품
0.3%

사용하는 
사이트

티켓몬스터 13% 쿠팡 37% 그루폰 1.7%
메이크 라이스 

7%
기타 40%

사이트 
방문수

하루 한번 5%
2, 3일에 
한번 6%

일주일에 한 
번이상 12%

한 달에 한 번 
이상 12%

필요할 때 21%

<표 3> 측정항목의 요인분석

요인(인식) 공통성 요인(구매성향) 공통성 요인(신뢰) 공통성 요인(구매경험) 공통성

비용 감 .766 할인율이 커 이용 .648
기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함

.749
필요치 않아도 
할인하면 구매

.743

할인된
가격 구입

.738 특가서비스 활용 .672 구매 신뢰함 .695
품  정보로 필요치 
않아도 구매

.751

수량제한
제품구매

.794
제품, 서비스 검색 

즐김
.674

사이트거래 
신뢰함

.761
SNS로 친구가 제품 
좋다고 해 구매

.705

SNS로 제품정보 
쉽게 알수 있음

.694 쇼핑을 즐김 .676
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함

.667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 구매

.596

SNS로 
구매자경험과
의견공유

.737 심이 많음 .739
사이트가 잘 
알려짐

.580
친구들에게 
구매 권유

.531

다양한 종류의 
제품 매

.487 충동 구매를 함 .677

구매  계획 세움 .613

구매  정보체크 .672

타났으며 보통 0.6 이상으로 나타나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신뢰에 한 계수가 .542이나 

크게 차이나지 않고 다른 항목의 계수가 높게 나

타나 항목들이 일반 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뢰도가 사용가능한 수 의 내  일

성을 보여주고 있다.

4.2 가설 검증

가설 1：소셜커머스에 한 인식은 구매 태도(만

족도)에 향을 미친다.

<표 4> 가설 1 검증

R R제곱
수정된
R제곱

표 오차 F
유의
확률

.517 .268 .253 .613 17.977 .000

항목 베타 t 유의확률

비용 감 .249 3.292 .001

할인된 가격구입 .156 1.988 .048

수량제한 제품구매 -.066 -1.235 .218

SNS로 제품정보 쉽게 알수 있음 .181 3.175 .002

SNS로 구매자 경험과의견 공유 -.061 -1.028 .305

다양한 종류의 제품 매 .194 3.45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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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을 검증하기 해 소셜커머스에 한 인

식이 구매만족도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회귀

분석을 하 다. 

소셜커머스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한 6개의 

항목은 기존 연구에서도 활용된 항목으로 <표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설 1에 한 F값 17.977, 

유의확률 .000에서 소셜커머스에 한 인식이 구

매만족도에 향을 다. 각 항목에 해서는 수

량이 제한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구매자와 경험

과 의견공유를 하는 요인은 구매만족도에 부(-)

향을 다. 검증을 통해 소셜커머스에 한 인식

은 구매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가설 2：소셜커머스에 한 경험은 구매태도(만족

도)에 향을 미친다.

<표 5> 가설 2 검증

R R제곱
수정된
R제곱

표 오차 F 유의확률

.432 .186 .173 .645 13.566 .000

항목 베타 t 유의확률

필요치 않아도 할인하면 구매 .181 2.239 .026

품  정보로 필요치 않아도 
구매

-.156 -1.871 .062

SNS로 친구가 제품 좋다고 해 
구매

-.028 -.366 .715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 
구매

.057 .855 .393

친구들에게 구매권유 .383 5.786 .000

<표 5>에서와 같이 F값 13.566, 유의확률 .000

이므로 소셜커머스에 한 구매경험은 구매만족도

에 향을 미친다. 각 항목에 해서는 품 정보

와 친구가 제품을 좋다고 하는 요인이 부(-)의 

향을 다. 

<표 6>에서와 같이 F값 19.384, 유의확률.000이

므로 소셜커머스에 한 구매성향은 구매만족도에 

향을 미친다. 각 항목에 해서는 제품과 서비

스 검색을 즐김과 충동구매, 구매  계획을 세움

은 부(-)의 향을 다. 

가설 3：소셜커머스에 한 구매성향은 구매태도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

<표 6> 가설 3 검증

R R제곱
수정된
R제곱

표 오차 F 유의확률

.588 .346 .328 .581 19.384 .000

항목 베타 t 유의확률

할인율이 커 이용 .259 4.388 .000

특가서비스 활용 .001 .008 .994

제품, 서비스 검색 즐김 -.066 -.838 .403

쇼핑을 즐김 .229 2.956 .003

심이 많음 .231 2.873 .004

충동구매를 함 -.091 -1.513 .131

구매  계획 세움 -.088 -1.273 .204

구매  정보체크 .215 2.841 .005

가설 4：소셜커머스에 한 신뢰는 구매태도(만족

도)에 향을 미친다.

<표 7> 가설 4 검증

R R제곱
수정된
R제곱

표 오차 F 유의확률

.501 .251 .239 .603 19.734 .000

항목 베타 t 유의확률

기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함 -.274 -5.314 .000

구매 신뢰함 .076 1.198 .232

사이트 거래 신뢰함 .096 1.343 .180

이용자 개인 정보보호함 .032 .512 .609

사이트가 잘 알려짐 .303 5.510 .000

<표 7>과 같이 F값 19.734, 유의확률.000 이므

로 소셜커머스에 한 신뢰는 구매만족도에 향

을 미친다. 각 항목에 해서는 기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함이 부(-)의 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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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셜커머스 인식과 구매경험과의 상  

계분석

가설의 검증 외에 구매태도(만족도)에 향을 주

는 요인들 간의 상 계를 살펴 으로써 각 요인

들이 구매태도(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간 연

성을 알 수 있다. 먼 , 소셜커머스에 한 인식

과 구매경험과의 향 계를 분석하기 해 상

계분석을 하 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소셜커머스 인식과 구매경험과의 상 계

항목(인식/구매경험)
Pearson
상 계수

유의
확률

비용 감/필요치 않아도 할인하면 
구매

.174
**

.002

비용 감/친구들에게 구매권유 .146
*

.011

할인된 가격구입/필요치 않아도 
할인하면 구매

.173
**

.003

할인된 가격구입/친구들에게 
구매권유

.166** .004

SNS로 제품 정보 쉽게 알 수 
있음/친구들에게 구매권유

.113
*

.050

SNS로 구매자 경험과 의견 공유/ 
필요치 않아도 할인하면 구매

.160
**

.005

SNS로 구매자 경험과 의견 공유/ 
품 정보로 필요치 않아도 구매

.173** .002

SNS로 구매자 경험과 의견 공유/ 
SNS로 친구가 제품 좋다고 해 구매

.241
**

.000

SNS로 구매자 경험과 의견 
공유/친구들에게 구매권유

.151
**

.008

다양한 종류의 제품 매/SNS로 
친구가 제품 좋다고 해 구매

.127* .027

다양한 종류의 제품 
매/친구들에게 구매권유

.160
**

.005

주)
**
 상 계수는 0.01수 에서 유의합니다.

*
 상 계수는 0.05수 에서 유의합니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셜커머스 인

식과 구매경험과는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식과 구매경험은 정(+) 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4 소셜커머스 구매성향과 구매경험과의 상

계분석

   <표 9> 소셜커머스 구매성향과 구매경험과의 
상 계

항목(구매성향/구매경험)
Pearson

상 계수

유의

확률

할인율이 커 이용/필요치 않아도 

할인하면 구매
.152

**
.008

할인율이 커 이용/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구매
.229

**
.000

할인율이 커 이용/친구들에게 

구매권유
.193** .001

특가서비스 활용/필요치 않아도 

할인하면 구매
.258

**
.000

특가서비스 활용/품 정보로 필요치 

않아도 구매
.202

**
.000

특가서비스 활용/SNS로 친구가 제품 

좋다고 해 구매
.196** .001

특가서비스 활용/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구매
.363

**
.000

특가서비스 활용/친구들에게 

구매권유
.392

**
.000

제품, 서비스 검색 즐김/필요치 

않아도 할인하면 구매
.306** .000

제품, 서비스 검색 즐김/품 정보로 

필요치 않아도 구매
.294

**
.000

제품, 서비스 검색 즐김/SNS로 

친구가 제품 좋다고 해 구매
.343

**
.000

제품, 서비스 검색 즐김/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구매
.320** .000

제품, 서비스 검색 즐김/친구들에게 

구매권유
.488

**
.000

쇼핑을 즐김/필요치 않아도 할인하면 

구매
.315

**
.000

쇼핑을 즐김/품 정보로 필요치 

않아도 구매
.267** .000

쇼핑을 즐김/SNS로 친구가 제품 

좋다고 해 구매
.275

**
.000

쇼핑을 즐김/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 구매
.335

**
.000

쇼핑을 즐김/친구들에게 구매권유 .49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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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많음/필요치 않아도 할인하면 

구매
.339

**
.000

심이 많음/품 정보로 필요치 

않아도 구매
.307

**
.000

심이 많음/SNS로 친구가 제품 

좋다고 해 구매
.319** .000

심이 많음/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 구매
.380

**
.000

심이 많음/친구들에게 구매권유 .508
**

.000

충동구매를 함/필요치 않아도 

할인하면 구매
.551

**
.000

충동구매를 함/품 정보로 필요치 

않아도 구매
.478

**
.000

충동구매를 함/SNS로 친구가 제품 

좋다고 해 구매
.476** .000

충동구매를 함/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 구매
.408

**
.000

충동구매를 함/친구들에게 구매권유 .467
**

.000

구매  계획 세움/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 구매
.224

**
.000

구매  계획 세움/친구들에게 

구매권유
.265

**
.000

구매  정보체크/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 구매
.235** .000

구매  정보체크/친구들에게 

구매권유
.241

**
.000

주) ** 상 계수는 0.01수 에서 유의합니다.
* 상 계수는 0.05수 에서 유의합니다.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셜커머스 구매

성향과 구매경험과는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매성향과 구매경험과는 정

(+)의 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5 소셜커머스에 한 신뢰와 구매경험과의 

상 계분석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셜커머스 신

뢰와 구매경험과는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셜커머스 신뢰와 구매경험과는 정(+)

의 계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표 10> 소셜커머스에 한 신뢰와 구매경험과의 
상 계

항목(신뢰/구매경험)
Pearson

상 계수

유의

확률

기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함/친구들에게 

구매권유
-.123

*
.033

구매 신뢰함/SNS로 친구가 제품 

좋다고 해 구매
.116* .045

구매 신뢰함/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 구매
.137

**
.017

구매 신뢰함/친구들에게 구매권유 .189** .001

사이트 거래 신뢰함/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 구매
.189

**
.001

사이트 거래 신뢰함/친구들에게 

구매권유
.233** .000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함/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 구매
.151

**
.009

이용자 개인 정보보호 함/친구들에게 

구매권유
.188

**
.001

사이트가 잘 알려짐/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 구매
.157** .007

사이트가 잘 알려짐/친구들에게 

구매권유
.212

**
.000

주) ** 상 계수는 0.01수 에서 유의합니다.
* 상 계수는 0.05수 에서 유의합니다.

5. 결  론

소셜커머스 시장의 빠른 성장과 소비자들의 구

매성향 변화에 따라 마  략이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에 한 인

식과 구매경험, 구매성향, 신뢰가 구매태도에 향

을 미치는가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구매태도

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  구매 만족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해 연구하 으며, 이를 해 4

가지 가설을 설정하 다. 그 결과 소셜커머스에 

한 인식, 구매경험, 구매성향, 신뢰가 구매태도 

즉, 구매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인식과 구매경험, 구매성향과 구매경험, 신뢰

와 구매경험도 항목별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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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았던 인식에서부터 구매성향, 구매경험, 

신뢰까지 만족도에 어떤 향을 주는가를 살펴보

았으므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바일 시

장이 확 되고 SNS가 지속 으로 활용됨에 따라 

소셜커머스의 시장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 시 에

서 소셜커머스의 여러 요인이 소비자 구매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는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구매의도에 한 연구이므로 소셜

커머스 시장의 경험을 통한 만족도에 한 향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구매태도 

즉,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실제  요인을 검증

한 연구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은 구매태도 요소  구매 만족도에 해 

한정하여 조사하 으며, 4가지의 요인들에 한 

향에 한 연구이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구

매태도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연구가 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시장이 커짐에 따

라 소셜커머스 구매도 다양하게 이 질 수 있으므

로 소비자 특성과 소셜커머스 시장의 특징을 잘 

악해 마  략을 세우고 효율  실행을 해야 

한다. 본 연구가 미약하나마 소셜커머스 시장의 

마  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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