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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소셜커머스의 지각된 위험이 

예상된 후회, 만족 및 

구매 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 

장정윤 

 

최근 인터넷 쇼핑몰업계에서 최대 화두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라 할 수 있다. 낮은 가격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으

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셜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

셜커머스의 수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에서 구매 결정을 내릴 때 많은 위험

을 지각하게 된다.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간 제한 위험과 기회 손실 위

험이 구매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인 예상된 후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본다. 둘째, 소셜커머스의 거래빈도에 따라 지각된 위험이 예상된 후회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예상된 후회가 만족, 재구매의도, 

불평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 설계를 하였고 가상 시나리오가 포함

된 설문지를 무작위로 배부하였다. 소셜커머스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총 

14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산분석과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커머스의 시간 제한 위험이 높을수록 예상된 후회는 더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셜커머스의 기회 손실 위험이 높

을수록 예상된 후회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셜커머스의 기

회 손실 위험이 예상된 후회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자의 소셜커머스 거래

빈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빈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거

래빈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하여 기회 손실 위험이 예상된 후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 제한 위험의 경우 거래빈도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상된 후

회를 많이 느낄수록 만족도와 재구매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예상된 후회를 많이 느낄수록 불평행동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소셜커머스 거래과정에서 구매취소를 하지 

않은 행동의 책임이 자신에게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셜커머스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나오

고 있지만, 초기 연구들의 경우 소셜커머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소비자들이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의 이용자가 

증가한 추세를 반영하여 거래빈도가 다양한 소비자들이 포함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 또한 거래빈도의 조절효과를 규

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간제한위험의 경우 쿠폰의 유효기간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쿠폰

의 유효기간을 늘림으로써 소셜커머스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이것이 만족도나 재구매의도와 연결된다는 것은 소셜커머스 관련 

업체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소셜커머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다. 소셜

커머스가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이고 아직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분

야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가 향후 소셜커머스 관련 연구에 상당한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소셜커머스 관련 업체들이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참고할 만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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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어떤 소비자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과정을 상상해보자. 만

약 이 소비자가 구매시점에서 위험을 지각하고 예상된 후회를 느꼈다면, 

이 소비자는 구매 후에 만족할 것인가 불만족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

해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인가? 

 최근 인터넷 쇼핑몰업계에서 최대 화두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을 통하여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 

시대가 열렸고, 소셜커머스는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기존의 전자상거래와 달리 일정 인원 이상

의 소비자들이 모였을 때에 할인구매가 가능한 커머스를 의미한다. 소셜커

머스는 기존의 전자상거래와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정 인원 이상만 모이면 온라인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

셜네트워크를 통하여 친구나 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후에 제품을 구매하

려고 한다.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는 2010년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루폰 

유사 서비스들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여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400여 

개의 관련 사이트가 오픈하였다.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특정 거래조건의 제약을 통해 관심의 경제(economy of attention)를 극대

화한 수익모델이라 할 수 있다(공영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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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기존 오프라인 기반 상거래 방식과는 달리 구매자와 판매

자간의 직접적인 대면과정 없이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전 거래과정이 이

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소셜커머스 시장참여자들이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관리, 불합리한 환불규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김윤화, 2011). 따라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이용할 때 기존 

전자상거래의 위험 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쿠폰 차별 등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을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위험은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할 요인들 중의 하나이며, 소셜커머스 소비자의 태도 및 미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과정에서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위험을 지각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감

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후회를 예상하게 된다

면 이것이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구매할 

당시 느낄 수 있는 예상된 후회감은 이후의 만족도나 재구매의도, 구매후 

행동의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과 SNS의 보편화로 인해 소셜커머스는 인터넷 쇼핑을 하

던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새로운 소비문화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기존의 소비자 구매행동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위험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오프라인 기반의 제품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지각된 위험에 관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이 인지하게 되는 위험은 기존의 

전자상거래와는 차별화된 요소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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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선행문헌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통해 소셜커머스 환경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구체화시켜 본다.  

둘째, 실증분석 기법을 통해 소셜커머스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유형별

로 예상된 후회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해 본다. 그리고 이 관계가 소비

자의 소셜커머스 거래빈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해 본다.  

셋째, 예상된 후회가 소비자의 만족도, 재구매의도, 불평행동의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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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소셜커머스 

 

소셜커머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소셜커머스에 대해 처음 언급한 

Yahoo의 David Beach는 쇼퍼스피어와 장바구니 공유 서비스가 소셜커머

스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라 하였다. Marsden(2011)은 소셜커머스를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소셜미디

어를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라고 정의하였다.  

 위키피디아는 소셜커머스를 ‘온라인상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미디어를 연계하여 소비자의 인맥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형태의 e-커머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더 간단

하게 말하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e-커머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기존에도 소셜커머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카페

나 블로그를 이용한 인터넷 공동구매가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2010년부터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소셜커머스와 이전의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에는 어

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김철환(2010)은 소셜커머스는 SNS와 결합함

으로써 실시간성과 확산성을 띠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e-커머스 

사이트에 국한되지 않고 SNS를 연결고리로 하여 소셜 웹으로 확장된다고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이전의 인터넷 쇼핑을 커머스 

2.0이라고 정의하고, 현재 소셜커머스와의 차이점을 <표 2-1>과 같이 정

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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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커머스 2.0과 소셜커머스의 패러다임 비교 

구분 커머스 2.0 소셜커머스 

핵심 개념 
커머스 플랫폼의 개방과 

공유 

커머스 플랫폼과 SNS의 

결합 

변화 동인 Mash-up, open API 눈, Mobile, AR, LBS 

합리성의 기준 Collective Intelligence Social Intelligence 

커머스 플랫폼 Web 
Social Web, 

통합된 온·오프라인 

화폐 금전 금전, 입소문 

주체 사업자 소비자 

자료: 김철환(2010) 

 

소셜커머스의 일반적인 유형은 소셜링크형, 소셜웹형, 공동구매형, 오프

라인 연동형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각 유형이 

결합되기도 한다. 첫째, 소셜 링크형은 커머스 사이트에서 페이스북, 트위

터 등의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로 이동 가능한 버튼 형식의 링크를 게재하

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관련 웹 링크가 개인의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생

성되거나 게시물 형태로 보여진다. 둘째, 소셜웹형은 커머스 사이트에 소

셜 네트워크를 결합해 커머스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의 구매, 평가, 

리뷰 등의 활동이 소비자의 소셜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친구들과 

공유된다. 셋째, 공동구매형은 온라인 공동구매 사이트가 소셜네트워크와 

결합된 형태로 제품이나 서비스별로 정한 최소 구매 수량이 달성되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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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지인을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오프라인 연동형은 오프라

인 공간을 네트워킹이 가능한 단말기로 소셜 네트워크과 연결시키는 유형

으로 휴대전화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오프라인 상황에

서의 경험을 소셜 네트워크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셜커머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는 일정 인원 

이상이 모여야 할인된다는 식으로 목표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인 

받고 싶으면 같이 살 사람을 데려와서 목표수량을 달성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소셜커머스는 네트워크 효과가 잘 반영될 때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다.  

위키피디아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용이 한 

개인의 소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의 소비에도 영

향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하며, 구매하

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네트워크 효과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와 스놉 효과(snob 

effect)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밴드웨건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사

는 물건이라고 하면 필요여부에 상관없이 따라 사는 소비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며, 스놉 효과는 남들이 많이 사는 것은 구입하기 싫어하는 소비심리

를 이용한 것이다. 네트워크 효과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소셜커머스는 

소셜미디어 상의 입소문을 통해 밴드웨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한

다(윤상진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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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지각된 위험 

 

 소비자 행동이란 본질적으로 선택의 문제이며 그러한 선택에는 필연적으

로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다. 소비자행동 분야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온 위험이란 개념은 객관적인 형태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소비자가 현실적

으로 인식하는 위험이다. 즉,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을 의미하는 것

이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에 대한 유형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먼

저, Jacoby and Kaplan(1972)은 지각된 위험의 유형을 재무적 위험

(financial risk), 상품성능 위험(performance risk), 물리적 위험

(physical risk), 심리적 위험(psychological risk), 사회적 위험(social 

risk), 시간적 위험(time risk)으로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Roselius(1971)는 경제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 시간적 위험

의 네 가지 유형을 지각된 위험 요소로 제안하였다. 

 Forsythe & Shi(2003)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

험의 유형으로 상품성능 위험, 재무적 위험, 심리적 위험, 시간 및 편익 위

험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정승렬 등(2006)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 경제적 위험, 제품성능 위험, 사회적 위험, 기술적 위험, 

프라이버시 위험, 시간손실 위험의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노미진 등(2012)은 소셜커머스의 지각된 위험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간주하여 이를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 시간손실 위험, 프

라이버시 위험, 소스 위험, 시간제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지각된 위험과 태

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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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제품을 탐색할 때 소비자가 지각할 수 있는 위

험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지각된 위

험 중에서 소셜커머스가 기존 인터넷 쇼핑몰과 차별화될 수 있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위험을 시간 제한 위험

과 기회 손실 위험으로 보았는데, 각 위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제한 위험(risk of time-limit)은 제한된 시간과 쿠폰 사용 유

효기간으로 인한 위험이다(노미진 등, 2012).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고객

들은 일정 인원 이상의 소비자가 모이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할인

쿠폰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쿠폰은 사용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 

내에 사용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쿠폰의 판매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남은 판매 시간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소셜커머스 소비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쿠폰을 구매해야 하며, 쿠

폰 사용유효기간 내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해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둘째, 기회 손실 위험은 소셜커머스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이다. 소셜커머

스가 기존 인터넷 쇼핑몰과 차별화되는 특징 중 하나는 희소성 메시지다. 

소셜커머스는 수량과 기간을 제한하여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때

문에 소비자는 지금 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구매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는 지각된 위험을 하게 된다. 파격적인 할인가에 제공하는 딜이 언제 다시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구매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매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조기품절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기회 손실 위험은 소셜커머스의 주요한 위험지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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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예상된 후회 

 

 후회는 마케팅 뿐만 아니라 경제학, 심리학, 법학, 의학에 이르기까지 여

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후회에 대한 첫 연구는 Kahneman and 

Tversky(1982)가 선호의 형성과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다. 

그 이후로 후회에 대한 연구는 계속 발전하여 최근 마케팅 분야에 자리잡

기 시작하였다(Inman and McAlister, 1994; Simonson, 1992). 

 후회(regret)는 행동을 취하거나 혹은 행동을 취하지 않은 대상에 대하

여 느끼는 슬픔이나 실망감이며(Landman, 1987), 의사결정의 결과와 지

나가버린 대안의 상태를 비교하는 경우에 야기되는 소비자 감정으로서  

기쁨 혹은 환희(rejoice)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이유재 등, 2005). 또는 

자신이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현재 상황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깨닫거나 

상상할 때 경험하는 부정적인 인지적 감정이다(Zeelenberg, 1996).  

 후회란 소비자가 “만약 다른 소비 결정을 했더라면 현재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깨달음 또는 상상으로서 소비 이전시점

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소비 결정이 만

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주우진 등, 2008). 

 후회는 화(Anger), 실망(Disappointment), 질투(Envy), 죄책감(Guilt), 

슬픔(Sadness), 수치심(Shame) 등의 다른 감정들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특히 후회는 선택이 선행되어야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다(Zeelenberg 

and Pieters, 2007). 

 후회는 의사결정 전에 경험하는 ‘예상된 후회(anticipated regret)’와 

의사결정 후에 경험하는 ‘경험된 후회(experienced regret)’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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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imonson, 1992). 경험된 후회가 실제로 경험하는 후회인 것과 달

리 예상된 후회는 만약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에 아마도 후회할 것 같

은 기분이 드는 것을 말한다(Cooke, Meyvisand Schwartz, 2001; 

Simonson, 1992). 경험된 후회가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대한 피드백에 

의해 발생되듯, 예상된 후회 또한 거부했던 대안에 대한 피드백의 예견이 

예상된 후회를 하게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예상된 후회는 의사결정이 끝난 후 자신이 선택한 대안의 결과가 선택

하지 않은 대안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는 예

상을 함으로써 발생된다(Josephs Larrick, Steele and Nisbett, 1992; 

Larrick and Boles, 1995; Ritov and Baron, 1990; Ritov, 1996; 

Zeelenberg, Beattie, van der Pligt and de Vries, 1996).  

 예상된 후회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공통된 주장은 의사결

정자는 의사결정으로부터 비롯되는 예상된 후회를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

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후회가 예상될수록 이러한 후회를 최

소화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Simonson(1992)은 소비자들은 사

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선택이나 결정에 앞서 자신이 느끼게 될 후회

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며, 구매하기 전에 그 제품을 선택했을 

때에 예상되는 후회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게 되는데, 소비자가 제품을 구

매하기 전에 후회를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즉, 후회라는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대안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Greenleaf and 

Lehmann(1995)의 연구에서도 구매의사결정을 연기하는 이유를 제시하

도록 요구 받은 사람들 중의 일부는 자신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연기한다고 대답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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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의사결정 이후에 경험하게 될 후회를 사전에 피하고자 하는 노력

이 곧 구매연기나 구매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우진 등(2008)은 후회경험이 예상된 후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고 예상후회가 

재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거래경험 변수를 선정한 선

행연구가 있다. 후회경험이 많은 소비자는 예상후회가 많았고, 예상후회가 

많은 소비자는 재구매의도가 낮았다.  

 이상의 기존 연구의 흐름과 유사하게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의 구매 과

정에서도 예상된 후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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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만족도 

 

 고객만족은 고객만족 인지의 접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만족을 소비경험으로부터 야기

되는 결과로 개념화하는 결과 지향적 접근이고, 둘째는 과정에 초점을 맞

추는 과정 지향적 접근이다. 결과 지향적인 관점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

는데 고객이 경험한 희생에 대해 적절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보상받았다고 

느끼는 인지적 상태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고객만족은 특정제품이나 서비

스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시장 전체 뿐 아니라 소매상, 혹은 쇼핑 및 구매

행동과 같은 개별적 행위에서 유도된 정서적 반응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

리고 기대에 대하여 불일치를 경험하는 경우의 감정과 소비경험에 대해 

사전적으로 고객이 갖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야기되어 나타나는 전체적인 

심리상태라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고객만족을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 

지향적 접근이 있다. 이 견해는 소비경험이 최소한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

았다는 것에 대해 부여하는 평가라는 것과 선택된 대안이 사전에 가지고 

있던 신념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평가라는 것, 사전적 기대와 사용 후 느낀 

제품의 실제성과 사이의 지각된 성과와의 불일치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만족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소비자의 만족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방문하기 전에 갖고 있던 기대와 그 사이트를 방문하여 

얻은 경험의 비교를 통해 형성된다는 기대불일치(expectation-

disconfirmation) 이론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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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마케팅 철학의 핵심개념은 고객에게 제품이 아닌 만족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서 이익을 얻는 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족도는 소셜커머스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 중의 하나이다. 

 

 

 

 제 5 절  재구매의도 

 

 재구매의도(repurchase intention)는 일반적으로 만족경험의 결과로 인

식되고 있다(Oliver, 1996). 만족한 고객은 동일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

하고 경쟁기업의 가격유인에 덜 민감하며 긍정적인 구전효과로 새로운 고

객을 창출하여 기업이익 증대에 큰 역할을 한다(Fornell and Wernerfelt, 

1987). 재구매 의도는 고객이 미래에도 제품을 반복하여 사용할 가능성으

로서 실재적인 재구매 행동과 고객유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한편, 최

근 들어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많아지면서 업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장기

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소셜커머스 업

체에서 소비자의 재구매의도는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구매의도 또는 지속적 구매의도(continuance intention)에 대한 연구는 

ECM 모델(expectancy-confirmation model)로 설명되었다(Lin and Wu,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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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절  불평행동의도 

 소비자들의 불평행동은 소비경험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형태로 표출

된다. 연구자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다. 

 먼저 Landon(1980)은 소비자 불평행동을 ‘불만족을 초래한 책임이 있

는 측에 소비자가 보이는 불만족의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Jacoby와 Jaccard(1988)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기업이나 제 3자(정부, 소비자원, 

소비자 보호단체)에 개인이 의사소통하는 행동 ’ 이라고 정의하였다. 

Singh(1988)는 소비자 불평행동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의 불평행동은 불만족에 대한 감정에 의해 촉발된다. 불만족

에 대한 인식이 없는 소비자의 반응은 불평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불평행동 반응은 일반적으로 행동적 반응과 비행동적인 반응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동적 반응은 불평의 표현을 전달하는 일부 또는 전

체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행동적 반응은 생산자나 판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Richins(1983)와 Day(1984)

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 단체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제3자 기관을 

통한 행동 뿐만 아니라 부정적 구전과 같이 친구나 친척에 대한 행동도 

행동적 범주에 포함된다. 오히려 판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만으로 소비

자의 불평행동을 파악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에 해당될 것이다. Day et 

al.(1981)은 소비자가 불만족한 사건에 대해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

우도 불평행동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불평행동을 구매 경험에 따른 인지적 불만족에 의

하여 촉발되어 소비자가 취하는 일부 혹은 전체의 행동적인 반응에 초점

을 맞추어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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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증연구 

 

 제 1 절 연구의 모형과 가설 

 

1. 연구 모형 

 

 앞서 살펴본 소셜커머스의 지각된 위험, 예상된 후회, 만족도, 그리고 재

구매의도 및 불평행동의도 등 관련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에서는 소셜커머스의 지각된 위험 특성요인과 예상된 후회, 만족도, 재구

매의도 및 불평행동의도에 관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먼저 소셜커머스

의 지각된 위험 요인으로는 여러 요인 중에서 기존 인터넷 쇼핑몰의 위험

과는 달리 소셜커머스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으로 시간 제한 위험과 기회 

손실 위험의 두 가지 요인을 도입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

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시간 제한 위험 

기회 손실 위험 

예상된 후회 재구매의도 

만족도 

불평행동의도 

거래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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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의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수립하였다. 

 

   

 (1) 소셜커머스의 지각된 위험과 예상된 후회에 관한 가설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려 변수이다. 

하동현(2008)은 호텔이용객의 호텔서비스 이용 시 지각된 위험이 감정, 

만족 및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지각된 위험이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위험이 예

상된 후회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 구매 시 예상된 후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서 시간 제한 위험, 기회 손실 위험의 두 가지 

지각된 위험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들 지각된 위험요인들이 소비자의 예상

된 후회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1: 소셜커머스의 시간 제한 위험이 높으면 예상된 후회가 더 커질 

것이다. 

 

가설2: 소셜커머스의 기회 손실 위험이 높으면 예상된 후회가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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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빈도의 조절변수 역할에 관한 가설 

 소셜커머스가 최근 들어 급성장함에 따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를 적게 이용하는 소비자와 

소셜커머스를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 사이에 소셜커머스의 위험을 지각하

는 데 있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주우진 등(2008)은 예상후회가 재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고자 거래경험 변수를 거래기간, 거래빈도 2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그

리고 예상후회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2가지 거래경험변수

의 조절역할이 검증되었다. 즉, 소비자와 기업의 거래기간이 길고 거래빈

도가 많을수록 예상후회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과 예상된 후회 

사이에서 거래빈도가 조절변수 역할을 한다고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 1-1: 소셜커머스의 시간 제한 위험과 예상된 후회 간의 관계는 소

비자의 소셜커머스 거래빈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소셜커머스 거래빈

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시간 제한 위험이 예상된 후회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클 것이다. 

 

가설 2-1: 소셜커머스의 기회 손실 위험과 예상된 후회 간의 관계는 소

비자의 소셜커머스 거래빈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소셜커머스 거래빈

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기회 손실 위험이 예상된 후회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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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된 후회와 만족, 재구매의도, 불평행동의도에 관한 가설 

 예상된 후회감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공통된 가정은 소비

자는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느끼는 후회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구매결정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후회감을 예상할수록, 

이 소비자는 이러한 후회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Anderson, 

2003). 

 만약 소비자들이 특정 상황에서 하는 구매결정이 구매시점 이후에 큰 후

회감을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후회감을 사전에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이러한 구매상황이나 구매결정을 회피하고자 할 것

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소비자들이 특정 상황에서 느끼게 될 후

회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상된 후회감을 피하려고 한다

는 사실도 밝혀냈다(Cooke et al., 2001; Inman, Dyer, and Jia, 1997; 

Schwartz, 2004; Zeelenberg and Beattie, 1997). 이처럼 구매시점 이후

에 경험하게 될 후회감을 사전에 피하고자 하는 노력은 곧 구매연기나 구

매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Taylor(1997)는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가 선택한 

대안에 대해 느끼는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러한 효과는 소비자가 선택한 대안이 자신의 기대와 불일치하다고 느낄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chwartz(2004)는 이러한 후회감이 예상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

이 구매결정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런 후회감 때문에 구매 후에 느끼는 

만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Tsiro and Mittal(2000)의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험된 후회감은 만족과 재구매의도 등에 영향



19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된 후회의 증가가 재구매의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가 있다. 소비자는 예상후회에 

근거하여 현재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될 미래의 기회나 다른 

대안도 고려하는데, 현재 구매를 선택함으로써 더 좋은 기회를 상실하게 

되리라는 예상후회를 하게 되면 구매를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우진 등, 2008). 또한 예상된 후회가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낮다는 선

행연구 결과가 있다(하환호, 2007). 

 만약 어떤 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구매시점 이후에 경험하게 될 후회감

을 예상하였다고 할지라도 시간제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소비자는 

구매시점에서 느낀 후회감으로 인해 구매 후에 만족도가 낮거나 불만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구매시점에서 후회감을 많이 느낄수록 고객

의 재구매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반면에 예상된 후회가 높을수록 이에 대

해 불만족한 경우, 불평하려고 하는 행동의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3 : 예상된 후회를 많이 느낄수록 만족도는 낮을 것이다. 

 

가설4 : 예상된 후회를 많이 느낄수록 재구매의도는 낮을 것이다. 

 

가설5 : 예상된 후회를 많이 느낄수록 불평행동의도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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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소셜커머스의 지각된 위험, 예상된 후회, 만족 및 구매 후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모델에 도입된 각 변수별 측정항목은 

다음 <표 3-1>와 같다. 각 변수들은 기존 관련문헌의 지표들을 참고하여 

소셜커머스 거래상황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연구단위별 측정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되었

다.  

 

<표 3-1> 연구변수의 측정항목 

연구변수 측정항목 

시간 제한 위험 

소셜커머스에서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결정을 내릴 때, 

한정된 시간 때문에 충분한 정보탐색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함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의 유효기간 내에 

할인쿠폰을 사용하지 못할까봐 걱정됨 

기회 손실 위험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지금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다시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

됨 

소설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조기품

절로 인해 구매 기회를 잃을까 불안함 

예상된 후회 
제품을 지금 구입한다면 나중에 ‘좀 더 알아보고 살 

걸’ 하는 생각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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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지금 구입한다면 나중에 ‘다른 제품을 살 

걸’ 하는 생각이 듬 

제품을 지금 구입한다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듬 

만족도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한 것에 만족함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이용한 것에 만족함  

재구매의도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재구매 의향이 있음 

재구매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임 

지인에게 추천할 것임 

불평행동의도 
상품평에 불만 내용을 댓글로 남길 것임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한 구매경험을 이야기할 것임 

관련연구 

Cronin et al.(2000); Harris and Goode(2004); 

Mittal and Kamakura(2001); Simonson(1992);  

노미진 등(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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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조사설계 및 자료의 수집 

 

1. 실험설계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의 지각된 위험이 소비자의 거래빈도에 따라 예상

된 후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해 실험설계(factorial design)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설계 구조

는 2(시간제한위험:고/저) * 2(기회손실위험:고/저) * 2(거래빈도:고/저)를 

적용하였다. 시간 제한 위험과 기회 손실 위험은 집단간(between subject) 

설계를 하였으며, 조절 변수인 거래빈도는 집단내(within subject) 설계를 

활용하였다. 소비자의 거래빈도는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였고, 소셜커머스

의 시간제한위험과 기회손실위험은 실험물에 의해 조작하였다. 종속변수로

는 예상된 후회가 측정되었다.  

 

(1) 실험 자극물 및 실험절차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한위험, 기회손실위험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실

험에 사용될 제품군은 기존 소셜커머스에서 대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제

품군 중 하나인 운동화를 설정하였다. 광고물은 시간제한위험과 기회손실

위험의 수준에 따라 4종류로 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시간제한위험의 조작은 기존의 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가 느

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전조사 결과

를 통해 시간제한위험이 낮은 정보는 남은 시간을 6일로 설정하였으며, 쿠

폰사용기간은 2012. 12. 1. ~ 2013. 2. 28(3달)로 설정하였다. 반면에 시

간제한위험이 높은 정보는 남은 시간을 0일 5분으로 쿠폰사용기간은 

2012. 12. 1. ~ 2012. 12. 7(일주일)로 설정하였다. 기회손실위험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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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매수량과 광고문구의 차별화를 통해 하였다. 기회손실위험이 낮은 정

보는 최대수량 200매 중 현재 50명 구매로 설정하였다. 반면에 기회손실

위험이 높은 정보는 최대수량 200매 중 현재 190명 구매로 설정하고 ‘올

해 마지막 할인찬스!’라는 문구를 넣었다. 

 본 실험은 우선 시간제한위험과 기회손실위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작

된 4개 유형의 설문지를 무작위로 배부하였다. 피험자들은 먼저 실험광고

를 자세히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난 후 피험자들에게 종속변수인 예상된 

후회에 대한 질문항목을 답하도록 하였다. 

 

2. 본 조사 

본 연구는 운동화를 구매하는 가상 시나리오가 포함된 설문지를 사용하

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 총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불성

실하게 대답한 응답자와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40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의 통

계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인구통

계학적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연구모형에 제시된 측정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집단간 차이를 분석

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실험 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3-2>에 제

시된 바와 같다.  

<표 3-2> 실험 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표본수 비율(%) 합계 

성별 
남 63 45 140 

(100%) 여 77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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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20~29세 117 83.6  

 

 

 

 

 

 

 

 

 

140 

(100%) 

30~39세 23 16.4 

직업 

학생 92 65.7 

회사원 37 26.4 

무직 2 1.4 

전문직 3 2.1 

주부 2 1.4 

기타 4 2.9 

수입(월) 

100만원 미만 99 70.7 

100~200만원 미만 20 14.3 

200~300만원 미만 18 12.9 

300만원 이상 3 2.1 

소셜커머스 

평균구매금액 

1만원 미만 10 7.1 

1만원~5만원 미만 78 55.7 

5만원~10만원 미만 43 30.7 

10만원 이상 9 6.4 

소셜커머스 

이용품목 

실물 상품 75 53.6 

생활 서비스 65 46.4 

소셜커머스 

이용경로 

인터넷 86 61.4 

스마트폰 9 6.4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45 32.1 

소셜커머스 

구매결정방식 

충동구매 75 53.6 

계획적 구매 65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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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구매 환경에서 지각된 위험이 예상된 후회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으로서 거래빈도를 조절 변수로 도입하였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설문지의 통계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1. 실험 조작적 점검과 신뢰도 분석 

 

 조작적 점검에 있어서, 우선 시간 제한 위험 정보가 잘 조작되었는지 검

증하기 위해 ‘위에서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결정을 내릴 때, 한정된 시간 

때문에 충분한 정보탐색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위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의 유효기간 내에 할인쿠폰을 사용하지 못

할까봐 걱정된다’라는 항목이 사용되었다. T-test를 통해 시간제한위험

에 대한 조작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간제한위험이 높은 정보(M=5.21, 

S.D=0.89)와 시간제한위험이 낮은 정보(M=2.92, S.D=0.77)의 조작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16.165, p<.01). 

 기회 손실 위험 정보의 조작은 ‘위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하고 싶

은 제품이 조기품절로 인해 구매 기회를 잃을까 불안하다.’와 ‘위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지금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다시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된다.’를 포함한 7점 척도의 2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T-test 분석 결과, 기회 손실 위험이 높은 정보(M=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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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0.78)와 기회 손실 위험이 낮은 정보(M=3.00, S.D=0.86)의 조작

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14.484, p<.01). 

 거래빈도에서 거래빈도가 높은 피험자와 거래빈도가 낮은 피험자에 대한 

구분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거래빈도가 잘 구분되었는지 알아

보기 위해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거래빈도가 높은 피험자

(M=6.36, S.D=2.69)와 거래 빈도가 낮은 피험자(M=1.065, S.D=0.74)

는 잘 구분된 것으로 나타났다(t=13.291, p<.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들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α)값을 기준으로 한다. Nunnally(1978)의 기준으로 

Cronbach’s Alpha(α)값이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뢰도 측정 결과 모든 항목의 Cronbach’s Alpha(α) 값이 0.7 

이상으로서 본 설문지가 적정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

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측정 변수 문항수 Cronbach’s Alpha(α) 

시간 제한 위험 2 0.778 

기회 손실 위험 2 0.742 

예상된 후회 3 0.876 

만족도 2 0.829 

재구매의도 3 0.873 

불평행동의도 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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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검증 

 (1) 지각된 위험이 예상된 후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가설1>과 <가설2>는 소셜커머스의 시간 제한 위험과 기회 손실 위험

이 예상된 후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가설1>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 <그림 3-2>와 <표 3-4>를 보면, 예상된 후회의 평

균이 시간 제한 위험이 낮은 경우(M=3.52)보다 시간 제한 위험이 높은 

경우(M=4.78)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따라서 

소셜커머스의 시간 제한 위험이 높으면 예상된 후회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1>은 채택되었다.  

<표 3-4> 시간 제한 위험에 따른 예상된 후회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F Sig 

시간제한위험 고 4.7810 1.00704 67.691 .000 

시간제한위험 저 3.5238 1.09965   

<그림 3-2> 시간 제한 위험에 따른 예상된 후회의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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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는 소셜커머스의 기회 손실 위험이 높을수록 예상된 후회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림 3-3>과 <표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상된 후회의 평균이 기회 손실 위험이 낮은 경우(M=3.67)보다 기회 손

실 위험이 높은 경우(M=4.64)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했으며, 따라서 소셜커머스의 기회 손실 위험이 높으면 예상된 후회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2>는 채택되었다.  

 

<표 3-5> 기회 손실 위험에 따른 예상된 후회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F Sig 

기회손실위험 고 4.6381 .98088 33.749 .000 

기회손실위험 저 3.6667 .99758   

 

<그림 3-3> 기회 손실 위험에 따른 예상된 후회의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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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위험이 예상된 후회에 미치는 영향을 거래빈도가 

조절한다는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과 예상된 후회 간의 관계에서 거래빈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하였다. <가설 1-1>은 소셜커머스 거래빈도가 높

고 낮음에 따라 시간 제한 위험이 높은 소비자와 낮은 소비자 사이에 예

상된 후회를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 

<표 3-6>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 제한 위험과 예상된 후회 사이에서 거

래빈도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셜커머스의 시간 제한 위험과 예상된 후회 간의 관계는 소비자의 소셜

커머스 거래빈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1-1>은 기각되었

다.  

 

<표 3-6> 거래빈도의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시간 제한 위험 

1) 기술통계량 

 시간 제한 위험 고 시간 제한 위험 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거래빈도 고 4.7167 1.15102 3.2927 .78243 

거래빈도 저 4.8067 .95497 3.8506 .68189 

2) 개체-간 효과 검정 

소스 자유도 평균 제곱 F Sig 

시간 제한 위험(A) 1 43.956 55.679 .000 

거래빈도(B) 1 3.257 4.126 .044 

A*B 1 1.699 2.152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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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은 소셜커머스 거래빈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기회 손실 위

험이 높은 소비자와 낮은 소비자 사이에 예상된 후회를 느끼는 정도가 다

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거래빈도의 조절 변수에 대한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회 

손실 위험과 거래빈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3-4>를 통해 살펴보면, 거래빈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거래빈도가 낮

은 소비자에 비하여 기회 손실 위험이 예상된 후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셜커머스의 기회 손실 위험과 예상된 후회 

간의 관계는 소비자의 소셜커머스 거래빈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

한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표 3-7> 거래빈도의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기회 손실 위험 

1) 기술통계량 

 기회 손실 위험 고 기회 손실 위험 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거래빈도 고 4.5909 1.13124 3.2906 .83133 

거래빈도 저 4.6597 .91608 4.1398 .99916 

2) 개체-간 효과 검정 

소스 자유도 평균 제곱 F Sig 

기회 손실 위험 (A) 1 26.680 29.613 .000 

거래빈도(B) 1 6.786 7.532 .007 

A*B 1 4.904 5.44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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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거래빈도의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기회 손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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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된 후회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가설3>은 예상된 후회를 많이 느낄수록 만족도는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

였다. 예상된 후회를 독립변수로 하고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3-8>, <표 3-9>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0.498로 예상된 후회의 총 변화량 중 49.8%

를 설명하고 있으며, 분산분석결과 F값은 136.77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0). 즉, 예상된 후회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된 후회는 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B=-.797, t=-11.695, p=.000). 따라서 예상된 후회를 많이 느

낄수록 만족도는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3-8> 회귀분석 결과 1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F 유의확률 

1 .706 .498 .494 .88402 136.777 .000 

 

<표 3-9> 회귀분석 결과 2 

모형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7.501 .293  

-.706 

25.614 .000 

예상된 후회 -.797 .068 -11.695 .000 

 



33 

 

(4) 예상된 후회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가설4>는 예상된 후회를 많이 느낄수록 재구매의도는 낮을 것이라고 가

정하였다. 예상된 후회를 독립변수로 하고 재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10>, <표 3-11>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0.450으로 예상된 후회의 총 변화량 중 45.0%

를 설명하고 있으며, 분산분석결과 F값은 112.7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 즉, 예상된 후회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예상된 후회는 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B=-.681, t=-10.620, p=.000). 따라서 예상된 후회를 많이 느

낄수록 재구매의도는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3-10> 회귀분석 결과 1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F 유의확률 

1 .671 .450 .446 .83076 112.788 .000 

 

<표 3-11> 회귀분석 결과 2 

모형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7.078 .275  

-.671 

25.721 .000 

예상된 후회 -.681 .064 -10.62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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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상된 후회가 불평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가설5>는 예상된 후회를 많이 느낄수록 불평행동의도는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예상된 후회를 독립변수로 하고 불평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12>, <표 3-13>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0.067로 예상된 후회의 총 변화량 중 6.7%를 

설명하고 있으며, 분산분석결과 F값은 9.96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p=.002). 즉, 예상된 후회가 불평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과 달리, 예상된 후회는 불평행동의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215, t=-3.156, p=.002). 예상된 후회

가 불평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결과가 반대로 나

타난 것이다. 소셜커머스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과 달리 결제한 직후 바

로 배송이 시작되지 않고, 딜이 종료된 후 일괄적으로 배송이 시작되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다

시 한 번 생각해보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보다 

취소 가능한 시간이 많다. 따라서 구매과정에서 후회감을 예상했는데도 불

구하고 구매취소를 하지 않은 행동의 책임이 자신에게 일부분 있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불평행동의도가 오히려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12> 회귀분석 결과 1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F 유의확률 

1 .259 .067 .061 .88318 9.960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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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회귀분석 결과 2 

모형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5.436 .293  

-.259 

18.580 .000 

예상된 후회 -.215 .068 -3.156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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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소비자가 소셜커머스에서 제품을 탐색하고 구매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각된 위험 중 시간 제한 위험과 기회 

손실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간 제한 위험과 기회 손실 위험이 예상된 

후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설계가 구매라는 

설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커머스의 거래빈도가 지각된 위험

과 상호 작용하여 예상된 후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 연구를 위해 가상 시나리오가 포함된 실험 설계를 하여 

설문을 수집하고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커머스의 시간 제한 위험이 높을수록 예상된 후회는 더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셜커머스의 기회 손실 위험이 높

을수록 예상된 후회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셜커머스의 기회 손실 위험이 예상된 후회에 미치는 영향이 소

비자의 소셜커머스 거래빈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빈도

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거래빈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하여 기회 손실 위험

이 예상된 후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 제한 

위험의 경우 거래빈도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상된 후회를 많이 느낄수록 만족도와 재구매의도는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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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예상된 후회를 많이 느낄수록 불평행동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은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소셜커머스 거래과정에서 구매취소를 하

지 않은 행동의 책임이 자신에게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 <표 4-1>와 같다. 

 

<표 4-1> 가설의 검증 결과 요약 

가설 내용 결과 

1 
소셜커머스의 시간 제한 위험이 높으면 예상

된 후회가 더 커질 것이다. 
채택 

1-1 

소셜커머스의 시간 제한 위험과 예상된 후회

의 관계는 소비자의 소셜커머스 거래빈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기각 

2 
소셜커머스의 기회 손실 위험이 높으면 예상

된 후회가 더 커질 것이다. 
채택 

2-1 

소셜커머스의 기회 손실 위험과 예상된 후회

의 관계는 소비자의 소셜커머스 거래빈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채택 

3 
예상된 후회를 많이 느낄수록 만족도는 낮을 

것이다. 
채택 

4 
예상된 후회를 많이 느낄수록 재구매의도는 

낮을 것이다. 
채택 

5 
예상된 후회를 많이 느낄수록 불평행동의도

는 높을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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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소셜커머스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쇼핑생활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것이다. 그간 소셜커머스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지각하

는 위험수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인들

이 소셜커머스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예상된 후회에 미치

는 영향관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선행문헌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소셜커머스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지각하게 되는 위험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요인들이 예상된 후회, 소비

자의 만족도와 재구매의도, 불평행동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하

여 소셜커머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정해 보았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

정적 감정 중의 하나인 예상된 후회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기존 소셜커머

스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감정 측면이 소비자의 만족도나 구

매 후 행동의도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국내 소셜커머스는 SNS와 반값 할인쿠폰이 결합된 공동구매 유형이다. 

소셜커머스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초기 연구들의 경우 소셜커머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소

비자들이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의 이용자가 증

가한 추세를 반영하여 거래빈도가 다양한 소비자들이 포함된 연구라는 점

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 또한 거래빈도의 조절효과를 규명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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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한위험의 경우 쿠폰의 유효기간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쿠폰

의 유효기간을 늘림으로써 소셜커머스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이것이 만족도나 재구매의도와 연결된다는 것은 소셜커머스 관련 

업체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소셜커머스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소비자의 니즈 다양화, 인터넷과 스

마트폰 활용능력의 향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

고 있다.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소셜커머스 관련 업체들이 사업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하는 데 참고할 만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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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

은 일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활용 및 적용에 있어 주의

를 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제기된

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이 연령대와 직업에 있어 특정 계층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셜커머

스 방식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표본 분

포는 대표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표본

대상은 대부분 20대의 학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반영하여 향후 추가연구에서는 표본의 수집범위를 보다 다양한 계층에 걸

쳐 폭넓게 확보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성 및 대표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실험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설문지라는 방식으로 인해 실험광고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실제 소셜커머스 거래 환경에서는 딜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실시간으로 변화하지만, 설문지의 특성상 정지된 한 

화면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추가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의 실제 거

래환경과 더 비슷한 실험 광고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구매시점에서 느낀 예상된 후회감이라는 부정적 감

정에만 주목하였다. 구매시점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 향

후 연구에서는 구매시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들이 구매 이후의 태도

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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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 구매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예상된 후

회의 선행요인으로 시간 제한 위험과 기회 손실 위험 두 가지만을 선택하

여 그 영향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이 위험들 외에도 다양한 지각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래빈도라는 조절적 변수 한 가지만을 다루었는데, 

지각된 위험과 예상된 후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브랜드나 

관여도와 같은 다른 영향요인들이 더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연구

에서는 브랜드와 같은 추가적인 변수들을 도입하여 영향 관계를 알아본다

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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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Perceived Risk 

on Anticipated Regret, Satisfaction 

and Post-purchasing Behavioral 

Intentions in Social Commerce 

 

Jung Yeun Chang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major talking point in internet shopping industry is 

social commerce. Customers are interested in the social commerce 

because of purchasing products or services at a low price. As social 

commerce is growing in number and size, customers’ damages are 

also increasing. Thus, customers perceive lots of risks about social 

commerc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stud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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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anticipated regret and perceived risk such as the 

risk of time-limit and risk of opportunity loss.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s a moderating effect of transaction frequency. Third,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cipated regret and satisfaction. 

We als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cipated regret and 

repurchase inten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cipated regret 

and complaint behavior intention.  

In order to carry out research purposes, we conducted a survey of 

social commerce users. The questionnaires composed of imaginary 

scenario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randomly. We obtained a total 

of 140 questionnaires, and did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risk of time-limit is, the more consumers 

anticipate regret. Likewise, the higher the risk of opportunity loss is, 

the more consumers anticipate regre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of opportunity loss and anticipated regret was 

moderated by transaction frequency.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of time-limit and anticipated regret was not 

moderated by transaction frequency. Third, the more consumers 

anticipate regret, the lower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are. 

Fourth, the more consumers anticipate regret, the lower complaint 

behavior intention is. This is because consumers think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not withdrawing their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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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arly studies on social commerce deal with consumers who 

have less experience with social commerce purchase. This research 

is distinguished from other researches in that it includes various 

consumers who have much experience with social commerce 

purchase. By increasing expiration date of coupon, perceived risk of 

social commerce consumers decrease. The fact that this affects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to 

social commerce business. 

 Social commerce has been continually growing and developing. 

Because social commerce is a more recent phenomenon and has not 

been studied as extensively,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future 

researches of social commerce. The research findings can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when companies relating to social commerce 

establish advertisement and promo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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