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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물건은 잘 팔린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자
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구매상황에서 사람들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인적 교류나 사회적 망에 상당부분 의존한다. 구매의사결정과정은 물
건의 가격뿐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구매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경제효용에 더하여 사회적 효용도 추구하기 때
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소셜커머스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소셜커머스란 SNS를 기반으로 등장한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이다.
소셜커머스는 먼저 높은 할인을 제시하여 관심을 끌고, 상품페이지에
실제구매인원 수와 활발한 댓글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그
상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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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때 어떤 상품의 구매인원 수가 두드러지게 많거나, 후기댓글
이 우호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가격할인이 주는 경제적 효용과 함
께 구매의사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소셜커머스 상황에서 이 세가지 요인들의 주효과를 확인하고, 나
아가 이들 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하였
다. 이를 위해 가격할인율과 구매비율, 댓글의 방향성 세 가지를 독립
변인으로 삼아 가상의 소셜커머스 페이지를 구성하고, 여덟 개의 집단
에 무선 배치한 대학생 참가자들로 하여금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
의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실험결과, 가격할인율과 댓글방향성이 구매의
사결정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비율의 조작
은 페이지태도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각 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제한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소셜커머스 이용에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 요
인이 구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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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최근 반값시리즈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외식·미용서비스뿐 아니
라 전시·공연, 여행상품도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명품, 병원진
료, 은행예금상품에도 적용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새 1조원대 매출까지
성장한 소셜커머스1의 인기 때문이다.
소셜커머스란 전자상거래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결
합으로, 상품/서비스2 를 정가 대비 50퍼센트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
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위키피디아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전자상
거래의 한 갈래라고 이를 간단히 정의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과 커
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상품판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셜미디어의 한 형태(Stephen, 2010)’,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개
인의 쇼핑경험과 감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서용구
·김혜란·현정아, 2011)’ 등의 여타 정의에서도 그 핵심은 동일해 보
인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이 상품구매라는 경험을 공유
하게 해주는 플랫폼이 바로 소셜커머스인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2005년의 야후(Yahoo)이다. 야후는 어떤 상품에 대해 가장 믿을 만
한 정보가 그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집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장
1

혹은 소셜쇼핑(social shopping)이라고도 한다. 테데스치(Tedeschi,
2006)는 판매자와 연결된 것을 소셜커머스로, 이용자와 연결된 것을 소셜쇼
핑으로 구분 지었고, 스테픈과 투비아(Stephen & Toubia, 2010)도 같은 관
점에서 이 둘을 정의하였으나, 현재 한국에서는 둘 사이의 분명한 구분을 두
지 않고 소셜커머스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연구에서도 소셜커머스로 통일하였
다.
2
서비스도 무형의 재화이므로 이하‘상품’으로 통일하였다.

１

바구니 목록을 공유하는 서비스인 ‘쇼퍼스피어(shoppersphere)’를 시
작했다. 이후 그루폰(Groupon)이 2008년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상업
적인 소셜커머스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야후의 ‘쇼퍼스피어’에 내재된
개념, 즉 다른 여러 사람들의 쇼핑을 자신의 쇼핑과 연관 짓는 것을
사업화한 것이었다. 3 처음 그루폰은 피자 등 동네 식당의 반값할인을
‘임무’로 만들었고,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상품정
보를 올려 임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
었다. 이렇게 시작된 그루폰은 설립 3년 만에 세계 44개국, 500개 도
시에 7,000만 명이 넘는 회원 수를 확보하며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
였다. 한국에서도 이를 본따르기한 여러 소셜커머스 회사가 등장했으
며, ‘그루폰코리아’는 소위 ‘빅3’로 불리는 세 업체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와 함께 전체 소셜커머스 시장을 이끌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의 인기를 충실한 플랫폼으로 삼아 고속 성장한 이들의 총 매출은
작년 이미 1조원을 넘어섰으며 올 해 2조원의 규모까지 전망되고 있
다. 국내 도입 만 2년 만에 이 같은 성과는 폭발적이라고 할 만한 소
셜커머스 산업의 팽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소셜커머스의 원리는 [그림 1]에서 보듯 매우 단순하다. 상품
을 팔려는 판매자, 이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소셜커머스 이용자,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 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소셜커머스 사업자,
이 세 주체가 소셜커머스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3

그러나 어떤 상품을 하루 동안 반값으로 할인해 주고 그 대신 충원해야
할 최소인원을 필요조건으로 설정하는 이 방식을 처음 시작한 것은 그루폰이
아니었다.
그루폰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
웹사이트
‘포인트
(www.thepoint.com)’는 어떤 임무(예. 동네 산책로를 조성하자)와 그 임무
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임계점(참가자 수)을 설정하고,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에만 모아진 성금으로 임무를 성사시키는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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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사업자
(중개 수수료)

이용자

판매자

(저렴한 가격에

(소셜미디어 통한

상품이용)

입소문효과)

[그림 1] 소셜커머스 구성원리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가대비 절반 이상의 큰 할인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정한 목표인원을 채우는 것은 이용자의 역할이다.
만일 목표인원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거래가 무산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4 따라서 이용자들은 목표인원을 모으기 위해, 혹은 정보공유
욕구의 충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거래를 공유하고, 판
매자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입소문효과와 그에 따른 홍보비용 절감효
과를 기대한다. 소셜커머스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할인폭은 사실 너무
4

그러나 최근에는 이 목표인원의 설정이 거의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목
표인원 채우기를 위해 SNS이용을 장려한 것이 소셜커머스의 시작이긴 하지
만, 전체 거래수량이 몇만~ 몇 십만 단위의 큰 거래에서도 목표인원은 두 자
릿수 정도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용자들이 SNS로 거래를 공유하
는 것은 단순한 정보공유의 욕구나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실시하는 마케팅의
참여행위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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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판매를 통한 이익은 기대하
기 어렵다.5 실제로도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
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4퍼센트가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후
‘수익이 증가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는 판매수익에 의한 것이 아닌
‘홍보비용절감’에 의한 것이었다(엄성용, 2011). 한편 소셜커머스 이용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손세원, 2011)에서도 응답자의 84퍼센트
가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세 주체
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소셜커머스를 구성하는데, 이러한 상호만
족이 오늘날 소셜커머스를 이토록 빠르게 성장시킨 동인일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큰 주
목을 받고 있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것이다. 소셜커머스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SNS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쇼핑을 넘어선 새로운 미디어(한은경· 송석제, 2011)’로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소셜커머스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며, 있
더라도 그 정의에 관한 백서 수준의 보고서나 이용동기에 대한 탐색연
구가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
셜커머스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
려 하였으며, 구매행위를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이분하였을
때 그것이 소셜커머스에서 경제효용구매와 수량동조구매, 평가동조구
매로 나타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높은 할인을 적용하는 가격
5

상품의 정가를 100으로 볼 때, 소셜커머스에 내 놓는 가격은 보통 반값
인 50이 되고, 또 25(많게는 40까지)가 중개수수료로 지불된다. 따라서 판매
자는 1/4인 25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이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수익보다 손해에 가까운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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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의해 구매의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며 이를 검증한 관련 연구들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김재휘·성보경·부수현(2011)은 소셜커머
스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용자의 타인인식과 사회적 추론에 초점
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소셜커머스 이용이 가격할인
이 주는 효용 이외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새롭게
등장한 전자상거래 방식인 소셜커머스는 기존의 연구들로 충분히 설명
할 수 없는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새로운 연구문제와
가설로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의미를 가진다. 또 전자상거래 상황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이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데서 오는 외적
타당성 문제를 감안, 온라인 환경과 유사한 맥락을 제공하여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보완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다른 구매상황과 구분되는 소셜커머스 상황의 특수성
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 필요한 변인들을 추려낸 뒤
선행연구와 함께 이론적 배경으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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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셜커머스의 특수성

소셜커머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구매상황과 차이를 갖는다.
첫 째, 정가 대비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된다. 처음부터
반값할인이라는 임무 달성 과정에서 탄생한 소셜커머스는 기본적으로
큰 할인으로 주목을 끈 뒤 사람들을 모은다. 이런 소셜커머스의 가격
정책은 ‘소셜커머스=반값할인’이라는 인식을 만들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림 2]는 소셜커머스 상위 4개 사이트6 에서 어느 하루 동안 거래된
서울·경기지역의 상품 할인율을 모두 기록하여 만든 도표이다.

6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m)’,‘위메이크프라이스
(www.wemakeprice.com)’, ‘쿠팡(www.coupang.com)’, ‘그루폰코리
아(www.group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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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위에서 보듯 소셜커머스에서는 오프라인거래나 일반 전자상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50~60퍼센트 이상의 할인을 압도적으로 많이
적용한다. 따라서 소셜커머스 이용자는 같은 구매상품에 대해 다른 거
래상황보다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소셜커머스 이
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다.
둘째, 구매인원을 분명히 명시해 둔다. 오프라인 구매상황은 물론 일
반 전자상거래에서도 어떤 상품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선택 받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오
프라인 구매상황에서 판매자가 “요즘 제일 잘 나가요,”“없어서 못
팔아요.”라고 부추기거나, 전자상거래에서 ‘10초마다 하나씩 팔림’,
‘주문폭주’, ‘ OO커뮤니티 인기 1위’등의 표시를 해 두는 정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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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이것은 정보로 삼기에 여전히 모호하며 광고와 분간이 어려워
신뢰가 어렵다. 반면 소셜커머스에서는 지금 어떤 상품이 몇 개나 팔
리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구매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인원
표시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교적 공정한 구매수량의 표시가 가능하다. 또 소셜커
머스 업체 일부는 구매인원뿐 아니라 [그림 3]과 같이 현재 이 상품을
조회하고 있는 인원수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현재 거래에 관심이 집중
되는 정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림 3] 구매인원과 조회인원 표시

셋째, 댓글을 통해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댓글이란 상품에 대한 이용후기, 이용 전 기대표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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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항, 불편신고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댓글 게시판에서 이용자들은 댓
글에 대한 덧글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문의 내용에 따
라 소셜커머스와 판매자 양 쪽에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이
댓글 커뮤니케이션은 오프라인거래에서는 볼 수 없지만 전자상거래에
서는 일반적인데, 그 존재의 유무나 소통되는 정보량, 정보이동의 방향
성 둥에서 소셜커머스와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전자상거래 사
이트에서는 상품마다 이용후기를 달 수 있게 하는 대신 전체 질문게시
판 하나만을 운영하기도 하고, 혹은 게시판 자체를 두지 않은 채 이메
일 주소나 전화번호만을 공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이용자와
판매자 간의 피드백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이용자끼리의 정보
교환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소셜커머스는 SNS와의 연계를
근본으로 두고 그 확산을 장려하는 만큼, 상품에 대한 평가와 의견이
자유롭게 공유되는 댓글 게시판을 상품 페이지마다 두고 원활한 소통
을 가능하게 한다. 또 소셜커머스, 판매자, 이용자 이 세 구성원 모두
의 동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전자상거래 게시판과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 본 소셜커머스의 특징과 다른 구매방식과의 차이를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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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셜커머스, 오프라인, 일반 전자상거래 비교
구매인원,
댓글 게시판

반값할인
조회인원표시
오프라인

없음

없음

없음

일반 전자상거래

없음

없음

제한적

소셜커머스

있음

있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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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인과 경제효용구매: 거래효용 및 최적자극이론

할인은 구매촉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할인가에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전체 거래효용(transaction utility) 을
높이고 그 구매의 인식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이것이 할인을 추구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다(Thaler, 1985). 구매창구가 대형할인점,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은 가격비교를 통해
더 큰 거래효용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신제품 개발이나 재고 감소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시행하던 수
단적 할인에서(조남기, 1987) 벗어나 상시 비교가격을 낮추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정가 대비 절반 혹은 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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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며([그림 2]), 이것은 거래효용을 상당히 증가시
켜 구매의사결정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관련한 선행연구 및
조사는 이를 뒷받침한다. 리지에와 박철(2011)은 경제적 구매동기가
강할수록, 또 상품할인율을 중요시할수록 소셜커머스 이용의도가 높아
진다는 점을 밝혀냈다. 한은경 등(2011)도 소셜커머스의 주 이용동기
중 하나로 경제적 동기를 확인했으며, 이 경제적 동기는 또한 소셜커
머스 이용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했다. 소셜커머스
이용자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발견
할 수 있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었을 때 가격이
압도적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다(손세원, 2011). 응답자의 40.8%는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소셜커머스를 이
용한다고 답했으며 뒤를 이은 응답도 ‘평소 사고 싶었던 브랜드를 저
렴하게 살 수 있어서(35.7%)’, ‘다른 곳보다 저렴하기 때문에(21.2%)’
순으로 나타나 사실상 이 조사는 경제적 거래효용을 소셜커머스 이용
의 단일요인으로 짚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셜커머스 이용자가 같
은 상품의 할인율이 다를 때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상품에 더 큰
매력을 느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소셜커머스의 높은 할인이 구매의사결정에 자명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이론을 제기할만한 연구들이 있다. 지나치게
큰 할인이 상품에 대한 의심과 거래위험인식을 높여 오히려 부정적 결
과를 가져온다는 연구들이다. 쿠퍼(Cooper, 1969)는 어떤 상품이 가
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가격수준(expected price 또는 anticipated
price)과 실제가격수준(actual price 또는 observed price)의 차이가
클 경우, 사람들이 그 제품의 품질을 의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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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한 주장으로 그레월과 마모
스테인, 샤르마(Grewal, Marmorstein, & Sharma, 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가격할인의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 인지적 노력의 가
치가 없으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할인의 크기가 너무
클 경우 제품의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격할인의 정도가
중간일 때 구매의도가 가장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메이단과 수리
(Madan & Suri, 2001)도 너무 낮은 할인만큼 너무 높은 할인이 불리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그 근거로 제시한 최적자극
이론(Optimal Stimulation Theory)에 따르면, 할인도 하나의 자극으
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점(threshold)을 넘지 못할 정도로 작거나 최
대점을 넘을 정도로 큰 자극은 적절한 정도의 자극보다 그 효과가 약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뒤집힌 U(inverted U-shaped)’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므로 적정선의 할인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
았다.
그러나 소셜커머스의 반값할인은 보통 며칠 단위로만 진행되는 것으
로, 이 시간이 지나면 기대가격수준만큼 실제가격수준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쿠퍼와 그레월 등이 말하는 품질지각의 문제는 소
셜커머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메이단과 수리의 논리 역시 타당하지만
본 연구에 완전히 적용시키기란 어려워 보인다. 앞장에서 보듯 소셜커
머스의 일반적인 할인 기준에서 볼 때 이들이 실험에 사용한 5%(낮
음), 15%(보통), 30%(높음)의 할인율은 모두 최소점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소셜커머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최빈값인 50 ~ 60%의 할인율이 오히려 최적자극에 가까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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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르케와 프리드만(Darke & Freedman, 1995)은 사람들이 어
느 정도의 할인에 만족하고 가격탐색을 중단하는지 실험을 통해 그 지
점을 찾으려 했다. 이 연구는 30% 미만의 할인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
이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할인조건을 찾으려 했으며, 30% 이상의 할인
에서 탐색을 중단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30% 미만의 할인율은 [그
림 2]에서 볼 수 있듯 소셜커머스에서도 낮은 할인수준이므로, 현재연
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낮은 가격할인율을 27, 28%로, 높은 가격할
인율은 반값 이상의 할인인 62, 63%로 조작하여 실험설계에 반영하였
다.

2. 판매개수와 수량동조구매: 정보적 사회영향력 및 동조효과
이론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호의를 얻으려는 욕구를 가진
다. 이로써 개인은 사회영향력(social influence)안에 놓이게 된다. 더
치와 제럴드(Deutsch & Gerald, 1955)는 두 종류의 사회영향력이 동
조(conformity)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하나는 규범적 사회영향력
(normative social influence)이며, 다른 하나는 이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정보적 사회영향력(informative social influence)
이다. 규범적 사회영향력의 아래 놓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
정적인 반응을 얻고 징벌을 피하기 위해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거나 집
단의 기준과 자신의 기준을 동일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정보적 사
회영향력 아래 놓인 사람들은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필요로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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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정보가 적을 때 의사결정과정을 간단히 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지침으로 삼는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일수
록 얻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는 ‘밴드왜건(bandwagon)’효과는 이 정
보적 사회영향력에서 비롯한다(Corneo & Olivier, 1997; Leibenstein,
1950). 현재의 연구는 이 정보적 사회영향력의 관점에서 소셜커머스
구매의사결정 시 수량동조구매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설화하였다. 규범
적 사회영향력이 배제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가령 어떤 사
람이 소셜커머스에서 높은 구매인원을 보이는 어떤 상품의 구매를 결
심했다고 해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게 될 보상이나 징벌 때
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근거
로 다른 사람들의 구매를 참고하는 것은 분명 정보적 사회영향력과 연
관이 깊다. 상품을 평가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내리
는 평가를 그 상품의 본질 중 하나로 여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Burnkrant & Cousineau, 1975; Lynn & Snyder, 2002).
구매상황에서 사람들이 친구, 동료, 지인을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
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Venkatesan, 1966). 사람들은 자
신이 믿고 있는 집단에서 구매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이것은
구매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Reichheld &
Schefter, 2000; Van der Heijden, Verhagen & Creemers, 2003).
그런데 구매상황에서 동료집단에 의지하는 경향은 오프라인 상황에서
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 전자상거래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기
도 한다(Swamynathan, G., Wilson, C., Boe, B., Almeroth, K., &
Zhao, B. Y., 2008). 현재의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면서 구체적
성격을 달리하는 소셜커머스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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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샀는지에 영향을 받아 수량동
조구매가 발생할 것인지의 확인을 연구문제 중 하나로 삼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이용한다고 말한 응답자의 상당수가
(80.8%) SNS를 함께 이용한다고 밝혔다(엄성용, 2011). 김문섭, 오
현민, 김재일(2011)은 이런 맥락에서 소셜커머스의 근본이 SNS와의
연계에 있다고 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려 하였다. 이들은 SNS를 통해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직업, 관심사, 학
벌, 결혼여부 등 사적인 정보가 함께 노출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노
출은 이용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친구와 그 친구의
친구(friend of friend)에 대한 정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에서 다른 이용자의 취향을 추론하고
자신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파악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성향의 유사성은 구매상황에서 분명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들이 SNS를 통해 서로 뭉쳐 있을 때 이 공간은 광고가 제공할 수 없
는 강력한 신뢰를 제공하게 된다(김필수, 2010). 7 따라서 소셜커머스
이용자는 다른 전자상거래 상황에서 막연하게 제시되는 ‘판매인기상품’,
‘매진으로 추가수량 확보’등의 문구보다 소셜커머스 상황에서 뚜렷하게
제시되는 구매인원과 조회자 수 정보를 더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은 눈
에 보이는 수치로 제시되어 정보처리가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같은 성
향을 공유하는 이용자 집단의 선택을 더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기 때문
일 수 있다. 따라서 소셜커머스 이용자 사이에서 어떤 상품이 얼마나
인기를 얻고 얼마나 관심을 받는지에 대한 가장 직관적인 지표인 구매
7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이 때문에 비슷한 수요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는 SNS 내에서 상품의 긍정적 평가를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
요한지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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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은 상품에 대한 중요한 가용정보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회자 수를 실제 구매인원으로 나눈 구
매비율을 27, 28%와 62, 63%로 조작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8 이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수량동조구매를 일으킬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
을 연구문제 중 하나로 삼았다.

3. 후기댓글과 평가동조구매: 온라인구전, 위험지각, 온라인신뢰
오프라인거래에서 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어느 정도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Duhan,
Johnson, Wilcox & Harrell, 1997; Olshavsky & Granbois, 1979;
Price & Feick, 1984). 한편 세네칼과 난텔(Senecal & Nantel, 2004)
은 컴퓨터매개환경, 즉 전자상거래 상황에서도 친구나 지인으로부터의
추천이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컴퓨터를 이용한 그들의
실험에서 추천을 받은 상품이 그렇지 않은 상품에 비해 두 배 정도 선
택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셰발리에르와 메이즐린
(Chevalier

&

Mayzlin,

2006)은

인터넷서점

아마존

(www.amazon.com)과 반즈앤노블(www.barnesandnoble.com)의 자
료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서평과 책 판매량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
계가 있음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경험을 공유한다.
이 곳에서의 구전 커뮤니케이션, 즉 온라인구전은 오프라인에서와 마
8

앞에서 설정한 가격할인율 조건과 움직이는 정도를 같이하기 위해 이와
같이 조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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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구매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Oberndof, 2000). 온
라인구전이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상품에 대해 직·간접적 경험으로
얻은 제품정보나 평가, 추천을 인터넷을 통해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말한다(Dwyer, 2007). 전통적 구전과 온라인구전은 구분된 구
전공간에서 기인한 차이를 가지는데 영향력의 크기와 속도의 차이가
그것이다. 전통적 구전의 영향력 범위가 지역사회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Biyalogorsky, Gerstner, & Libai, 2001; Brown & Reingen,
1987), 온라인구전의 영향력은 지역공동체를 훨씬 벗어날 수 있다. 다
시 말해, 전통적 구전이 주로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
로 제한된 소수 내에서만 이루어졌다면(한상린·성형석, 2006), 온라
인구전은 이에 더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끼리도 교환되는 것으로 정
보교환의 장이 커지고 구성원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파급력 역시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두 구전방식은 정보가 전달되고 확산되는 속
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온라인구전은 전통적 구전과 달리 게시되고
전달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또한 정보 게시와 조회, 퍼
나르기의 구전요소들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온라인
구전을 전통적 구전과 분명히 구분 짓는 요인이 된다.
비카트와 쉰들러(Bickart & Schindler, 2001)에 따르면 온라인구전
은 판매 사이트에 직접 제품평가를 올리는 행위, 기업 사이트에 피드
백을 올리는 행위, 이메일, 채팅방,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구전행위
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구전은 구매상황
에서 잠재구매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원으로 기능한다(이현선·리대룡,
2004; Gelb & Sundaram, 2002). 본 연구는 저 가운데 소셜커머스 사
이트에 후기댓글을 통해 평가를 올리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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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회영향력을 행사하여 평가동조구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려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전자상거래가 전통적 거래에 비해 더 많은 불
확실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Grabner & Kalusha, 2003; Lee
& Turban, 2001). 경험적 속성의 서비스를 주로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에서 9 상품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종종 구매의
사결정을 위한 판단기준의 부족을 낳는다. 뿐만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
서 제공되는 정보는 사실을 얼마나 온전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항상 남아있다(Bickart & Schindler, 2001). 이렇듯 전자상거
래를 이용하면서 믿을 만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
을 때 사람들은 그 거래에 대한 위험지각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Kim & Forsythe, 2008). 위험지각이란 바우어(Bauer, 1960)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을 말한다. 김종기와 이동호, 서창갑(2004)은 위험
지각이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신뢰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구매의
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위험지각을 느낀
사람들은 구매하려는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위험을
줄이려 하는데(Bettman, 1973; Taylor, 1974), 특히 같은 입장에서
상품을 이용한 사람들의 의견정보는 신뢰도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9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소셜커머스는 주로 무형의 서비스를 할인하는
것이었다. 지역 내 외식업체 서비스의 할인에서 시작된 소셜커머스는 이후 이
·미용 산업와 공연·전시 등 문화콘텐츠까지 서비스 분야를 확장했다. 현재
처럼 유형의 상품에도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비교적 이후의 일이다.
이처럼 탐색적 속성(search attributes)이 강한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기존의
전자상거래와 달리 경험적 속성(experience attributes)이 강한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소셜커머스에서는 판매되는 상품의 질을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다(이
지은·최민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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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기댓글에서 교환되는 의견이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더 믿
을만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상업적 정보보다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되는 정보의 신뢰도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며(Wilson & Sherrell, 1993), 비상업적 주체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더 객관적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Alba et
al., 1997; Bakos, 1997).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떤 상품을 직접 이용
했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댓글로부터 그 상품의 효용을 추
론하는 것은 상품의 간접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태민·박철, 2006)에
서뿐 아니라 정보원천의 신뢰도 면에서도(Dellarocas, 2003) 타당한
행위이다.
한편 긍정적 방향의 후기댓글은 그 상품에 대한 추천정보로 기능하
지만 부정적 방향의 후기댓글은 다른 사람들의 구매의사를 유보 또는
철회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상품의 이용경험이 부정적일 때,
1)다른 회사의 상품을 이용하거나, 2)판매자에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3)
다른 사람들과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공유한다(Richins, 1983). 이 불
만의 공유행위가 후기댓글을 통해 나타날 때 잠재구매자들은 이를 참
고하여 구매의사를 유보하거나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는 실제
소셜커머스의 한 상품 댓글 게시판에서 적극적 구매의사를 보이거나
이미 구매한 사람들이 부정적 댓글을 접한 뒤 이를 유보하거나 구매를
취소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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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평가동조구매를 일으키는 후기댓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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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구매의사결정과정에 놓인 사람들은 판매자가 제시하는 정보
의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적극적 정보 처리자이다(Rosch, 1975). 이
들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일방적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정보를 탐
색하여 손실위험부담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이 때 후기댓글은 판매
자의 상품정보 통제능력을 감소시키고(Chen & Xie, 2008), 구매자 간
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되어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한 여러 연구는 긍정적 후기댓글에 노출된
집단의 구매의도가 부정적 댓글에 노출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김나민 외, 2006; 김화동, 2010; 성영신·박은
아·박진영, 2002; 유창조·안광호·방선이, 2009). 본 연구는 소셜커
머스 상황에서도 후기댓글의 방향성이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평
가동조구매를 발생시킬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이를 연구문제 중 하나로
두었다.
한편 정보의 방향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들이 있다. 러츠(Lutz, 1975)와 라이트(Wright, 1974)는 사람들
이 같은 양의 정보라도 긍정보다 부정적 정보에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했다. 란(Lan, 1982)은 구전정보의 방향성을 달리했을 때
부정적 정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의
온라인구전 연구에서도 이 방향성 효과가 일부 확인된 바 있다(김나민
외, 2006; 박은아, 2007). 그러나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항
상 주목성이 높거나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
며(Scott & Tybout, 1981; Smith & Petty, 1996), 오히려 긍정적 구
전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성영신 외, 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댓글의 방향성을 조작하지만 이들의 비대칭성을 가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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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외에도 댓글의 품질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이태민과 박철(2007)
은 댓글이 얼마나 객관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지며, 품질이 높은 댓글일수록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실제 소셜커머스 게시판에는 이들의 제시한 품질기준을 충
족할 만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댓글은 많지 않아 보인다. 기본적으로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주관적·감정적 표현으로 구성된 댓글이라
도 똑같이 중요한 정보로 여겨질 수 있으며, 객관성에 기준한 품질에
못지않게 댓글의 개수도 중요할 수 있다. 이충원·문광수·오세진
(2007)은 상품 후기댓글의 개수조건을 각각 네 개, 여덟 개, 열두 개
로 나누어 실험하였을 때 열두 개의 조건에서 품질지각과 구매의도가
가장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충분한 수의 댓글이
이용자의 정보탐색욕구를 충족시키고, 이 충족이 다시 상품에 대해 긍
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Petty & Cacioppo, 1984).
이태민과 박철의 연구에서도 사전조사를 통해 밝혀진 충분한 댓글의
개수는 여섯 개 이상이었다. 본 연구는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각 열
개씩의 댓글을 배치하고 이 가운데 긍정조건과 부정조건의 댓글을 일
곱 개로 하여 충분한 정보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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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소셜커머스는 반값할인과 구매인원의 표시, 댓글정보가 모두 결합된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구매형태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표 1>) 소셜커머스 상황에서 이 변인들을 포함한 선
행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연구가치를 지닌다. 또한 관련산업과 매출이
1조원이 넘을 만큼 성장하며 소비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
을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는 시점에, 소셜커머스 내에서 경제효
용구매와 수량동조구매, 평가동조구매의 발생에 관한 실험연구는 새로운
시사점을 검토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
래와 같이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소셜커머스 이용에서 가격할인율에 의한 경제효용구매
가 발생할 것인가?

<연구가설 1-1> 가격할인율이 높은 실험집단에서 낮은 실험집
단보다 페이지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
다.
<연구가설 1-2> 가격할인율이 높은 실험집단에서 낮은 실험집
단보다 상품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1-3> 가격할인율이 높은 실험집단에서 낮은 실험집
단보다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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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소셜커머스 이용에서 구매비율에 의한 수량동조구매가
발생할 것인가?

<연구가설 2-1> 구매비율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실험집단보다
페이지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2> 구매비율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실험집단보다
상품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3> 구매비율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실험집단보다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3] 소셜커머스 이용에서 댓글방향성에 의한 평가동조구매
가 발생할 것인가?

<연구가설 3-1> 댓글방향이 긍정적인 실험집단에서 부정적인
실험집단보다 페이지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
날 것이다.
<연구가설 3-2> 댓글방향이 긍정적인 실험집단에서 부정적인
실험집단보다 상품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3> 댓글방향이 긍정적인 실험집단에서 부정적인
실험집단보다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에서 설정한 가설들이 지
지된다면, 이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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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상호작용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4] 소셜커머스 이용에서 가격할인율에 의한 경제효용구매
와 구매비율에 의한 수량동조구매 사이에 상호작용효
과가 발생할 것인가?

[연구문제 5] 소셜커머스 이용에서 가격할인율에 의한 경제효용구매
와 댓글방향성에 의한 평가동조구매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연구문제 6] 소셜커머스 이용에서 구매비율에 의한 수량동조구매와
댓글방향성에 의한 평가동조구매 사이에 상호작용효과
가 발생할 것인가?

[연구문제 7] 소셜커머스 이용에서 가격할인율에 의한 경제효용구매
와 구매비율에 의한 수량동조구매, 댓글방향성에 의한
평가동조구매 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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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개요 및 집단처치

이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연구문제와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험연구방식을 채택하였다. 독립변수로 상품의 가격할
인율, 구매비율, 댓글방향성이 조작되었으며, 이들이 종속변수인 소셜
커머스 이용자의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먼저 실제 소셜커머스 페이지와 유사한 웹페이지를 만들고 가격할인
율(높음-낮음), 구매비율(높음-낮음), 댓글방향성(긍정-부정)을 각각
다르게 조작한 여덟 집단(2x2x2)에 참가자들을 무선배치 하였다.
실험자극으로는 정가 6만원인 뷔페 레스토랑의 2인 식사권을 사용
하였고, 높은 할인조건으로 62, 63퍼센트 할인을(22800원, 22200원),
낮은 할인조건으로는 27, 28퍼센트 할인을(43800원, 43200원) 제시
하였다. 가격할인이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 구매비율을 일치시키기 위
해 구매비율 조건도 62, 63퍼센트로 높게(조회 200명 기준 124명,
126명), 27, 28퍼센트로 낮게(조회 200명 기준 54명, 56명) 조작하였
다. 마지막으로 댓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댓글과 부정적 댓글
을 각각 7개, 3개로 하여 긍정적 댓글 조건을 만들었으며, 긍정적 댓글
3개, 부정적 댓글 7개의 조합을 부정적 댓글 조건이 되도록 조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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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 개의 독립변인이 교차, 결합하여 모두 여덟
개의 처치집단을 구성하는 요인실험설계가 되며, 각 처치집단의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집단 1>은 높은 가격할인율과 높은 구매비율,
긍정적 댓글방향의 조건을 접하도록 했으며, <집단 2>는 높은 가격할
인율과 높은 구매비율, 부정적인 댓글방향의 조건을, <집단 3>은 높은
가격할인율과 낮은 구매비율, 긍정적인 댓글방향의 조건을, <집단 4>
는 높은 가격할인율과 낮은 구매비율, 부정적인 댓글방향의 조건을, <
집단 5>은 낮은 가격할인율과 높은 구매비율, 긍정적인 댓글방향의 조
건을, <집단 6>은 낮은 가격할인율과 높은 구매비율, 부정적인 댓글방
향의 조건을, <집단 7>은 낮은 가격할인율과 낮은 구매비율, 긍정적인
댓글방향의 조건을, 마지막으로 <집단 8>은 낮은 가격할인율과 낮은
구매비율, 부정적인 댓글방향의 조건을 접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를 정
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3요인 실험연구설계
높은 구매비율

낮은 구매비율

구분
긍정방향댓글

부정방향댓글

긍정방향댓글

부정방향댓글

높은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가격할인

(N = 30)

(N = 30)

(N = 30)

(N = 30)

낮은

<집단 5>

<집단 6>

<집단 7>

<집단 8>

가격할인

(N = 30)

(N = 30)

(N = 30)

(N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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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페이지 제작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소셜커머스 페이지의
구성을 참고하여 ‘그루폰스터(grouponster)’라는 가상의 소셜커머스
페이지를 제작하였다([그림 5]). 실험참가자들은 실제 소셜커머스에서
나타나는 상품정보 및 댓글 게시판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정보를 컴퓨
터로 탐색한 후 이어지는 설문에 응답하도록 유도되었다. 전자상거래
상황에서 구매의도를 측정한 선행연구의 다수가 오프라인 환경에서 종
이설문지로 이루어졌던 점을 보완하고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각
집단마다 실험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웹 주소를 부여하여 온라인 환
경과 유사한 맥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편 독립변인 중 하나인 댓글방향성을 조작하기 위해 실제 소셜커
머스 상품게시판을 참고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될 자극과 최대한 유사
한 뷔페레스토랑 상품의 댓글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과 부정
의 후기댓글을 각 열 개씩 개발하였다. 한 댓글 내에서는 일관된 언어
표현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전체 댓글의 단어 수와 표현강도, 전체길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통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전체 스무 개의 댓
글을 학부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하였으며, 응답자들로 하여금
각 댓글의 강도를 측정하게 한 뒤 이 가운데 평균과 동떨어진 여섯 개
를 탈락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열네 개(긍정 7, 부
정 7)의 댓글이 실제 실험에 사용되었다([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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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험에 사용된 가상의 소셜커머스 화면

3. 측정변수의 구성과 신뢰도

전자상거래 관련 선행 연구들은 종속변인을 단일차원인 구매의사만
으로 측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웹사이트태도, 상품태도, 구매의사 등으
로

구성하여

측정하기도

Mitchell & Olson, 1981).

하였다

(이수범·김지선·장병희,

2004;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참고하여 구매의사

결정단계를 세 차원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소셜커머스 페이지태도, 거
래상품태도, 구매의사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10 관련연구에서 사용된
10

실험자극이 제시되는 화면에서 다른 링크를 클릭해도 화면이 전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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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를 참고하여 소셜커머스 연구에 맞도록 일부를 수정한 뒤 측정문
항을 구성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주어진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
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1)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의도

피시바인(Fishbein, 1963; Fishbein & Ajzen, 1974)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 따르면, 행위란 그 행위를
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받으며, 이 의도는 또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보면, 구매라는 행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받으며, 이 구매의도는 다시 그 상품에 대한, 혹은 그 상품이
제시된 페이지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비자행동연구는

피시바인의

관점에서

의도를 행동의 결정요인으로 보고 이를 예측하기 위해 태도와 의도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상품에 대해 형성된 태도가 구매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Homer & Yoon, 1992). 맥켄지와 러츠,
벨치(ManKenzie, Luts, & Belch, 1986) 역시 상품에 대한 인식과
구매의도 사이의 분명한 상관관계를 증명하고 있으며, 엥겔과 블랙웰
(Engel & Blackwell, 1982)도 신념과 태도가 행동화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 구매의도라고 주장하였다. 이 구매의도란 실제 구입이
이루어질 수 없는 대부분의 실험환경에서 구매 바로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강력한 측정변인이다(이수범, 2004; 조경섭, 박찬호,

않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사이트태도보다 페이지태도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여겨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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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따라서

현재연구에서도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구매의도뿐

아니라 태도를 함께 측정하였으며, 이 태도는 다시 실험자극에 대한
상품태도와

그

자극이

제시되는

공간인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페이지태도로

이루어진

나누어

척도(Baker

&

Churchill, 1977; Holbrook & Batra, 1987; Zeithaml, Berry &
Parasuraman,

1996)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이

소셜커머스

페이지는 정보를 담고 있다’,‘나는 이 거래상품이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한다’,‘이 거래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와 같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부록

1]).

검증

이전단계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지수를
산출한 결과 상품페이지 태도의 신뢰도는 .70 으로 나타났고(3 문항),
상품태도의

신뢰도가

.86

(3

문항),

구매의도의

신뢰도가 .90(3 문항)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가설검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소셜커머스 이용신뢰도

자르벤파와 토드(Jarvenpaa & Todd, 1996)에 따르면, 구매상황에
서 신뢰란 ‘서비스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것
인지에 대해 주는 확신 ’ 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신뢰의 정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게펜 등(Gefen & Straub, 2004)은 ‘이용자가 의
도한 대로의 결과를 판매자가 제시할 것이라는 믿음 ’ 이 전자상거래
신뢰라고 보았으며, 이유경(2011)은 ‘ 온라인 쇼핑몰을 믿고 지속적
으로 거래하려는 전반적인 믿음이나 확신 ’ 으로 이를 정의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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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에 대해 참가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
뢰 정도가 각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이용신뢰를 통제변인으로 삼았다. 이를 위
해 전자상거래 신뢰를 측정한 다른 연구를 참고한 뒤(이유경, 2011;
Gabarino & Johnson, 1999; Koufaris, 2002) 이것을 소셜커머스 이
용신뢰로 수정하여 측정 항목화하였다(e. g. 소셜커머스에서 상품을 구
매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 소셜커머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믿을 수
있다). 가설검증 이전단계에서 수행한 이 항목들의 신뢰도는 .90(4문
항)으로 나타나 종속변인과 마찬가지로 통제변인에 있어서도 측정도구
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실험절차

이 연구의 실험에는 서울지역의 한 4년제 대학교 남자 재학생 240
명이 참가하였으며,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소셜커머스 구매경
험이 있는 사람들로만 참가를 제한하였다. 실험이 진행된 시기는
2012년 4월 2일부터 20일까지였으며, 담당 교수와 조교의 허락을 얻
어 해당 학교의 컴퓨터 실습실에서 수업시간의 일부 동안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실험단계는 실험자극이 거래상품으로 사용된 가상의 소셜
커머스 페이지를 접하는 단계와, 이후 설문에 응답하는 두 단계로 구
분된다. 각 집단에 무선 배치된 참가자들은 각자 자리의 컴퓨터에서
주어진 주소의 웹페이지에 접속한 뒤 지시에 따라 실험을 위한 아이디
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소셜커머스 페이지에서 실험자극으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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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레스토랑의 가격정보와 구매비율정보, 댓글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데, 이 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음으
로 설문조사 페이지로 이동한 뒤, 종속변인측정과 조작확인, 통제변인
측정, 인구통계정보의 순서로 주어진 설문항목에 응답하는 것으로 실
험절차가 완료되었다. 주어진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응답하지 않고 ‘다
음’ 버튼을 누를 경우 ‘모든 항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설계하여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하였으며, 각 실험에는 평균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제2절 자료 분석 방법

실험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가격할인율, 구매비율, 댓글방향성
의 조작에 따라 구분된 여덟 집단의 참가자들이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의도로 구성된 구매의사결정을 달리하는지 알아보고 이 때 통제변인
을 포함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또 가격할인율, 구매비율, 댓글방향성 사이에 상호작용효과
가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분석에 통제변인을 포함하기 위하여
삼원배치 다변량 공분산분석(three-way 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MANCOVA)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신뢰도 검증을 위하
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산출과,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한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조작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 표본 t검정 등이 추가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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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 결과

제1절 표본의 구성 및 소셜커머스 선유경향

실험에 참가한 남자 대학생 240명 가운데 211명이 20~25세였으며
(87.9%), 나머지 29명(12.1%)은 26세~30세였다. 전체 응답자는 한
번 이상 소셜커머스 구매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으며, 이들 중
한 번에서 열 번 정도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사람의 수가 220명
(91.7%)이었고, 나머지는 그 이상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금까
지의 소셜커머스 경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118명(49.2%)으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답한 사람이
83명(34.6%)으로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9.2%)보다 많았다.
또 소셜커머스 방문 빈도를 묻는 문항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한
다는 응답이 전체의 43.4%(104명)로 가장 많았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가 27.5%(66명), 일주일에 두세 번이 18.8%(45명)로 뒤를 이었
다.

제2절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를 <표 3>과 같이 각 집단 별로 보기 쉽게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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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N = 240)
M

SD

비 고

집단 1

페이지태도

3.39

.61

높은 할인율,

(N = 30)

상품태도

3.28

.81

높은 구매비율,

구매의도

3.17

1.19

긍정방향댓글

집단 2

페이지태도

2.66

.84

높은 할인율,

(N = 30)

상품태도

2.33

.86

높은 구매비율,

구매의도

2.00

.84

부정방향댓글

집단 3

페이지태도

3.18

.90

높은 할인율,

(N = 30)

상품태도

3.34

.91

낮은 구매비율,

구매의도

2.88

1.01

긍정방향댓글

페이지태도

2.72

.63

높은 할인율,

상품태도

2.46

.72

낮은 구매비율,

구매의도

1.97

.87

부정방향댓글

집단 5

페이지태도

2.86

.74

낮은 할인율,

(N = 30)

상품태도

2.78

.61

높은 구매비율,

구매의도

2.23

.87

긍정방향댓글

집단 6

페이지태도

2.71

.58

낮은 할인율,

(N = 30)

상품태도

2.42

.88

높은 구매비율,

구매의도

2.02

.84

부정방향댓글

집단 7

페이지태도

2.54

.69

낮은 할인율,

(N = 30)

상품태도

2.62

.73

낮은 구매비율,

집단 4

(N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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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도

1.93

.74

긍정방향댓글

집단 8

페이지태도

2.37

.80

낮은 할인율,

(N = 30)

상품태도

2.12

.85

낮은 구매비율,

구매의도

1.82

.96

부정방향댓글

이와 함께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표 4>와 같이 주요변인 간의 피
어슨 상관관계 계수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
계가 전체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페이
지태도가 상품태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r = .62, p < .01),
상품태도는 구매의도와의 사이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r = .79,

p < .01). 한편 통제변인으로 설정된 소셜커머스 이용신뢰 역시 종속변
인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를 통해 소셜커
머스 이용에서 구매의사결정과정을 나타내는 세 변인과 통제변인이 모
두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4>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분석

페이지태도

Pearson

페이지

상품

구매

소셜커머스

태도

태도

의도

이용신뢰

1.00

상관계수
상품태도

Pearson

.62**

1.00

.58**

.79**

1.00

.30**

.33**

.40**

상관계수
구매의도

Pearson
상관계수

소셜커머스

Pearson

이용신뢰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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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p < .01 (일방향)

제3절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1. 조작점검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변수들이

적절하게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점검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자극에 노출된 후 설문페이지로 이동하여 종속변인을 측정하고,
앞 페이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각 실험자극의 처치 조작에
대한

확인질문에

응답하였다.

조작점검은 가격할인율과

구매비율,

댓글방향성에 관한 세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 졌으며(e.g. 위 상품
페이지에서 제시된 할인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위 상품 페이지에서
제시된 구매비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위 상품페이지에서 댓글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각 질문에 리커트 5 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부록 1]). 이에 대한 응답을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실험처치가 바르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가격할인에 대한 조작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할인율이 높은 집단의 평균이 2.11 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 집단이 자신에게 제시된 할인율을 매우 높게, 혹은 대체로
높게 인지하였음을 의미한다. 할인율이 낮은 집단의 평균은 3.11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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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이것은 이 집단이 자신에게 제시된 할인율을 매우 낮게,
혹은 대체로 낮게 인지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집단이 지각한
할인율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 = 4.70, p < .001),
가격할인율에 대한 변수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구매비율에 대한 결과로는, 구매비율이 높은 집단의 평균이 2.66 으로
나타나

실험조건의

구매비율을

매우

높게

또는

대체로

높게

인지하였다. 구매비율이 낮은 집단의 평균은 3.58 로 실험조건의
구매비율을 매우 낮게 또는 대체로 낮게 인지하였다. 따라서 두 집단
이 지각한 구매비율의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 4.34, p
<

.001).

결과적으로

구매비율에

대한

변수조작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댓글방향성에 대한 조작점검
결과, 긍정적 댓글 집단의 평균이 1.12 로 나타나 실험조건의 댓글을
매우 긍정적 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지한 반면, 부정적 댓글
집단의 평균은 3.99 로 나타나 이 집단이 댓글의 방향성을 매우
부정적 또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지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두
집단간의 평균차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t = 20.27, p < .001), 이를
통하여 전체 집단의 실험처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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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구문제와 가설의 검증을 위해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은 소셜커머스 가
격할인율에 의해 경제효용구매가 발생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연구가설 1-1>, <연구가설 1-2>, <연구가설 1-3>은 각각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있어 가격할인의 영향이 정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예측하는 가설이다. [연구문제 1]에 대한 기술통계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 가격할인율이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기술통계 (N = 240)
M

SD

낮음

2.62

.72

높음

2.99

.81

낮음

2.49

.80

높음

2.85

.94

낮음

2.00

.86

높음

2.50

1.12

가격할인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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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
2.5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2

구매의도

1.5
1
낮음

높음

[그림 6] 가격할인율이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 <표 6 >은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 [연구문제 1]의 변량분석표 (N = 240)
요인
소셜커머스
이용신뢰

가격할인

종속변수

SS

df

MS

F

페이지태도

11.57

1

11.57

21.37***

상품태도

18.22

1

18.22

26.37***

구매의도

35.55

1

35.55

41.96***

페이지태도

6.15

1

6.15

11.36**

상품태도

5.72

1

5.72

8.29**

구매의도

10.55

1

10.55

12.45**

**p < .01, *** p < .001 (일방향)

４０

위에서 보듯 소셜커머스 가격할인율은 <연구가설 1-1>, <연구가설
1-2>, <연구가설 1-3>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페이지태도(F = 11.36,

p < .01), 상품태도(F = 8.29, p < .01), 구매의도(F = 12.45, p < .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연구문제 1]의 세 가설이 모
두 지지됨에 따라 소셜커머스 이용에서 경제효용구매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는 소셜커머스 구매비율에 의해 수량동조구매
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려 했다. <연구가설 2-1>, <연
구가설 2-2>, <연구가설 2-3>은 각각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의
도에 있어 구매비율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연
구문제 2]에 대한 기술통계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 구매비율이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기술통계 (N = 240)
M

SD

낮음

2.70

.81

높음

2.90

.75

낮음

2.64

.91

높음

2.70

.87

낮음

2.15

.99

높음

2.36

1.05

구매비율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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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
페이지태도

2

상품태도
구매의도

1.5

1
낮음

높음

[그림 7] 구매비율이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 <표 8 >은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8> [연구문제 2]의 변량분석표
요인
소셜커머스
이용신뢰

구매비율

종속변수

SS

df

MS

F

페이지태도

13.27

1

13.27

23.76***

상품태도

20.47

1

20.47

28.67***

구매의도

39.62

1

39.62

44.89***

페이지태도

2.18

1

2.18

3.90*

상품태도

.18

1

.18

.26

구매의도

2.15

1

2.15

2.44

* p < .05, *** p < .001 (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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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구매비율은 페이지태도(F = 3.90, p < .05)를 제외한 상
품태도, 구매의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
구가설 2-1>을 제외한 <연구가설 2-2>, <연구가설 2-3>은 기각되
었으며, [연구문제 2]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구매비율의 영향력, 즉 수
량동조구매의 발생은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3]은 소셜커머스 댓글방향성에 의해 평가동조구
매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다. <연구가설 3-1>, <연
구가설 3-2>, <연구가설 3-3>은 각각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의
도에 있어 댓글방향성이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연
구문제 3]에 대한 기술통계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9> 댓글방향성이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통계 (N = 240)
M

SD

긍정

2.99

.80

부정

2.61

.73

긍정

3.00

.82

부정

2.33

.83

긍정

2.55

1.08

부정

1.95

.87

댓글방향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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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
2.5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2

구매의도

1.5
1
긍정

부정

[그림 8] 댓글방향성이 페이지태도,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 <표 10 >은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10> [연구문제 3]의 변량분석표
요인
소셜커머스
이용신뢰

댓글방향성

종속변수

SS

df

MS

F

페이지태도

12.51

1

12.51

23.35***

상품태도

18.40

1

18.40

30.18***

구매의도

37.32

1

37.32

45.96***

페이지태도

7.58

1

7.58

14.16***

상품태도

24.96

1

24.96

40.93***

구매의도

18.92

1

18.92

23.30***

*** p < .001 (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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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소셜커머스의 댓글방향성은 <연구가설 3-1>, <연구가설
3-2>, <연구가설 3-3>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페이지태도(F = 14.16,

p < .001), 상품태도(F = 40.93, p < .001), 구매의도(F = 23.30, p
< .001)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문제
3]의 가설이 모두 지지됨에 따라 소셜커머스 이용에서 댓글방향성에
의한 평가동조구매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11
다음으로 [연구문제 4], [연구문제 5], [연구문제 6], [연구문제 7]
은 소셜커머스 이용에서 독립변인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원배치 다변량 공분산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은 그 기술통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11

한편 종속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변량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에 대해 같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소셜커머스 이용신뢰를 통제하여 다변량 공분산분석한
결과, 위와 마찬가지로 <연구가설 1-1>, <연구가설 1-2>, <연구가설 1-3>,
<연구가설 2-1>, <연구가설 3-1>, <연구가설 3-2>, <연구가설 3-3>이 동
일하게 지지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표 12>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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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가격할인율,구매비율,댓글방향성이구매의사결정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술통계(N=240)
가격할인

구매비율

댓글방향

M

SD

긍정

2.54

.69

부정

2.37

.80

긍정

2.86

.74

부정

2.71

.58

긍정

3.18

.90

부정

2.72

.63

긍정

3.39

.61

부정

2.66

.84

긍정

2.62

.73

부정

2.12

.85

긍정

2.78

.61

부정

2.42

.88

긍정

3.34

.91

부정

2.46

.72

긍정

3.28

.81

부정

2.33

.86

긍정

1.93

.74

부정

1.82

.96

긍정

2.23

.87

부정

2.02

.84

긍정

2.88

1.03

부정

1.97

.87

긍정

3.17

1.19

부정

2.00

.84

낮음
낮음
높음

페이지태도

낮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상품태도
낮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구매의도
낮음
높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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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연구문제 4], [연구문제 5], [연구문제 6], [연구문제 7]을
포함하여 다변량 공분산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12> 다변량 공분산분석의 결과(N = 240)
소스

종속 변수

SS

df

MS

F

소셜커머스

페이지태도

8.98

1

8.98

17.93***

이용신뢰

상품태도

13.65

1

13.65

23.25***

구매의도

28.81

1

28.81

38.89***

페이지태도

6.32

1

6.32

12.63***

상품태도

5.97

1

5.97

10.16**

구매의도

10.86

1

10.86

14.66***

페이지태도

2.22

1

2.22

4.43*

상품태도

.20

1

.20

.33

구매의도

2.20

1

2.20

2.97†

페이지태도

7.70

1

7.70

15.39***

상품태도

25.19

1

25.19

42.92***

구매의도

19.17

1

19.17

25.87***

페이지태도

.62

1

.62

1.24

상품태도

1.00

1

1.00

1.70

구매의도

.00

1

.00

.00

페이지태도

1.54

1

1.54

3.08†

상품태도

1.84

1

1.84

3.13†

구매의도

6.83

1

6.83

9.21**

페이지태도

.58

1

.58

1.17

상품태도

.04

1

.04

.06

구매의도

1.47

1

1.47

1.98

페이지태도

.14

1

.14

.28

상품태도

.01

1

.01

.02

구매의도

.01

1

.01

.01

가격할인

구매비율

댓글방향

가격할인 x 구매비율

가격할인 x 댓글방향

댓글방향 x 구매비율

가격할인 x 구매비율
x 댓글방향
†

p < .10, *p < .05, ** p < .01, *** p < .001 (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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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에
해당하는 가격할인율, 구매비율, 댓글방향성의 주효과는 공분산분석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

독립변인들

간의

상호작용관계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구문제
상호작용은

4], [연구문제 6], [연구문제 7]에서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알아보고자

가격할인율과

했던

댓글방향성

사이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구매의도(F = 9.21,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페이지태도(F = 3.08, p < .10)와 상품태도(F =
3.13, p < .10)에는 제한된 수준에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문제 5]에서 알아보고자 했던 가격할인율과 댓글방향성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다. [그림 9], [그림 10],
[그림

11]은

이

둘의

상호작용이

각

종속변인에

나타난

모습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가격할인율과 댓글방향성이 페이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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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가격할인율과 댓글방향성이 상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림 11] 가격할인율과 댓글방향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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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9], [그림 10], [그림 11]을 통해 가격할인율과 댓글방향
성이 서열적 상호작용관계(ordinal interaction)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높은 가격할인율과 긍정적 댓글방향성이 결합했을 때,
페이지태도와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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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논의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똑같은 상품을 파는 두 상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두 상점이 다른
가격으로 그 상품을 판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더 싼 곳을 선택할 것이
다. 이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비싼 곳의 상품이 더 잘 팔릴 수도 있다. 경제학적 접근으로 보면 이
것은 물론 비합리적이다. 이 때는 언제인가? 다시 같은 물건을 파는
아까의 두 상점으로 돌아가보자. 공교롭게도 이 상품은 두 상점에서
판이하게 다른 평가를 얻고 있다. 한 상점은 이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
로 줄을 섰고, 다른 상점에서는 아무도 이 상품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이 때 이 상품의 구매의사를 가진 어떤 사람이 두 상점의 부근에 있다
면, 그는 어떤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구매행위를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
누고, 이들이 소셜커머스 상황에서 경제효용구매와 수량동조구매, 평가
동조구매로 나타나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셜커머스는 반값 이상의 큰 할인과 구매인원의 분명한 표시,
활발한 댓글커뮤니케이션이 조합된 새로운 전자상거래유형으로, 실험
연구를 통해 기존연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
대되었다.
연구 결과 소셜커머스에서도 가격할인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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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은 가격할인을 제시 받은 집단은 낮은 가격할인을 제시 받은 집
단에 비해 상품페이지를 더 우호적으로 평가했고, 상품에 대해서도 더
좋게 생각하였으며, 더 높은 구매의사를 보였다. 따라서 소셜커머스라
는 새로운 구매환경에서도 오프라인 구매나 일반 전자상거래 환경과
마찬가지로 할인의 효과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편 구매비율의 수량동조구매 발생을 예측한 가설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즉 높은 구매비율집단은 낮은 구매비율집단에 비해 더 우
호적인 페이지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상품태도나 구매의도에 있어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원인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추론은 가능하다. 실험에 사용된 독립변인 중 가
격할인율과 댓글방향성은 실제 소셜커머스와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조
작되었으나, 구매비율만은 단순 구매인원 수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구
매비율로 변형하여 조작하였다. 즉 절대적 숫자만을 제시하기보다 조
회수 대비 실제 구매 수를 상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것으로 판단하고 실험에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소셜커머스
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로 구성된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실제
와 다르게 표현된 구매비율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익숙하지 않은 구매비율정보는 덜 정교하게 처리하고, 실
제와 동일하게 설정된 가격할인율과 댓글방향성 정보에 더 주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반면 마지막 독립변인인 댓글방향성은 소셜커머스 구매의사결정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긍정적 댓글을 주로 접한 참
가자들은 부정적 댓글을 주로 접한 참가자들에 비해 상품페이지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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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으로 평가했고, 상품에 대하여도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더 높은 구매의사를 보였다. 이것은 소셜커머스 이용에서 평가동조구
매 발생을 예측한 연구가설을 모두 지지한 것으로, 경제적 효용 외에
소셜커머스 구매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틀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의미
를 가진다.
한편 가격할인, 구매비율, 댓글방향성 사이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미
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가격할인과 댓글방향성 사이에
서만 유일하게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여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
었으며, 페이지태도와 상품태도에는 제한적 수준에서 영향을 주었다.
특히 가격할인이 높을 때 긍정적 댓글방향성의 조건에서 뚜렷하게 높
은 구매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주목할 만한 것은 분석에서 나타난 효과의 크기 차이이다.
구매의도에서 댓글방향성(F = 25.87)의 영향력은 가격할인(F =
14.66)에 비해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났다. 또한 상품태도에 있어서도
댓글방향성(F = 42.92)이 가격할인(F = 10.16)에 비해 약 4배 정도
큰 효과를 보였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소셜커머스 이용에서 평가동조
구매가 경제효용구매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이 실험상황에서만큼은 참가자들이 값싼 것, 잘 팔리는 것, 인
정받는 것 가운데 인정받는 것을 선택함으로 사회적 요인을 경제적 요
인보다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시되는 결론은, 소셜커머스 이용의
의사결정과정에 경제효용구매와 평가동조구매가 함께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반값할인으로 등치 되는 소셜커머스라도 경제적 효용의 단
일변인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평가라는 측면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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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영향을 미치며 때로 더 큰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확인시
켜 주었다.
얼마 전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허위로 상품 평 등을 과장하고,
상품판매개수를 과장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거래
한 행위 12 ’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추징금 징계조치를 받고 사
과공지를 올린 일이 있었다. 이것은 그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구매인원
수와 상품 평가에 의해 수량동조구매와 평가동조구매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서는 평가동조
구매의 영향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수량동조구매에 대해서는 나타나
지 않았다. 그 대신 경제효용구매와 평가동조구매가 상호작용하여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었다.
소셜커머스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유행이 아닌 하나의 구매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그 가파른 성장의 배
경에 반값할인이 주는 경제적 의미를 뛰어넘는 ‘소셜’한 함의가 있어왔
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는 국내도입 2 년 만에 1 조원의 매출규모를 넘어설 만큼 빠
른 양적 팽창을 이룬 소셜커머스에 관한 것이다. 확대된 규모만큼 산
업경제적· 사회적으로 의미를 더해가는 소셜커머스의 구매의사결정과
12

그루폰코리아의 공지 팝업창에 올라 온 사과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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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
을 실험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
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니고 있다.
첫째, 실험자극이 하나로 한정되어, 관여도에 따른 구매의사결정의
차이를 알 수 없었다. 엥겔, 블랙웰, 미니어드(Engel, Blackwell, &
Miniard, 1993)는 관여도 수준이 높을수록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정
보탐색이나 평가가 활발히 일어남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
면 관여도의 조작에 따라 가격할인율과 구매비율, 댓글방향성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고관여도의 상품에서는
경제효용구매보다 평가동조구매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저관여도의
상품에서는 수량동조구매나 경제효용구매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이다(Berger & Heath, 2007).
둘째, 실험대상자를 남학생으로 한정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
이 있다. 소비에 관한 연구들은 성별을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간주하거
나 통제하여 남녀간 소비방식의 분명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경
우가 많다(김화동, 2010). 이 연구도 집단 내 n 수를 일치시키면서 여
학생 집단을 추가할 만큼 충분한 참가자를 얻을 수 있었다면 성별에
따른 또 다른 발견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소셜커머스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또 다
른 변인인 사이트효과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국내 도입 원년에 700 여
개까지 마구 난립했던 소셜커머스 회사들은 상위 네 개 사이트가 규모
의 경제를 실현할 만큼 성장하면서 점차 정리되었는데, 이에 따라 상
위 소셜커머스와 비인기 소셜커머스 사이에 사이트효과가 발생할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트를 또 다른 변인으로 추가하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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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소셜커머스 구매의사결정의 또 다른 영향 요인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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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설문페이지 문항

1. 이 소셜커머스 거래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장을
잘 읽고, 그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가.
(1) 이 소셜커머스 페이지는 정보를 담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이 소셜커머스 페이지는 유용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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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이 소셜커머스 페이지는 긍정적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나.
(1) 이 거래상품은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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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이 거래상품은 만족스러울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이 거래상품이 마음에 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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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체로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다.
(1) 이 거래상품을 구매할 것 같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이 거래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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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체로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주위에 이 거래상품을 추천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상품페이지에 관한 다음 질문에 기억나는 대로 답해 주세요.
(1) 위 페이지에서 제시된 가격할인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매우 높은 할인
② 대체로 높은 할인
③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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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체로 낮은 할인
⑤ 매우 낮은 할인

(2) 위 페이지에서 제시된 구매비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매우 높은 구매비율
② 대체로 높은 구매비율
③ 잘 모르겠음
④ 대체로 낮은 구매비율
⑤ 매우 낮은 구매비율

(3) 위 페이지에서 댓글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③ 잘 모르겠음
④ 대체로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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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문장을 잘 읽고 그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1) 소셜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소셜커머스를 믿고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안전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소셜커머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믿을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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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소셜커머스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마지막으로 인적 사항 및 기타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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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만 나이 아님)
① 20 ~ 25세
② 26 ~ 30세
③ 31~ 35세
④ 기타

(3) 평소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회 정도
③ 일주일에 1회 정도
④ 한 달에 1 ~ 2번 정도
⑤ 기타

(4) 지금까지 소셜커머스 구매 경험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① 1 ~ 5회 정도
② 6 ~ 10회 정도
③ 11 ~ 30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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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약 31회 이상

(5) 지금까지의 소셜커머스 구매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스러운 편이다.
② 대체로 만족스러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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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실험에 사용된 후기댓글
<부정적 후기>
1.
자주 가던 데라서 그 기대감에 쿠폰 샀더니~ 아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무슨
시장통 같음. 맛도 변한 거 같네요. 비추임. 종업원들 뭐 해달라면 싫은 티 팍
팍 내고.. 서비스도 완전 구려졌음. 이런 데 쿠폰 좀 안 올라오면 좋겠어요.
2.
직원 너무 별로였어요. 진짜 불친절 잊지 못할 겁니다. 크랩 좀 채워달라고 했
더니 상당히 기분 나쁘게 대꾸하더군요 오 분 전에 채워뒀다고 기다리라고.. 이
해가 안가는 서비스.. 일부러 시간 내서 갔는데 황당했어요. 맛도 그닥..
3.
아 소고기 미국껄 쓰다니 충격이다 등급이 떨어져도 호주산이라 생각했는데 한
우는 아니어도 호주산도 아니고 미국산이라니 충격적이다 정말 충격적이네 스
테이크 엄청 먹었는데 환불 받고 싶네요 미리 좀 알려주지
4.
타 소셜 쿠폰으로 갔는데, 킹크랩 평소엔 무제한으로 있는거.. 완전 사람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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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탈전나고..리필도 잘 안해놓고..진짜 너무 실망했네요. 차라리 제값 내고 리필
꼬박꼬박 되는 뷔페 가는 게 나아요. 가격대비 별로.
5.
해산물 쪽 도대체 신선하지를 않음 그리고 주말에 바쁘면 주방 사람을 늘리던지
특히 스테이크 쪽 줄 서 있자니 짜증.. 한 번 먹고 다시는 가기 싫은 그런 곳..
맛도 그럭저럭. 솔직히 원가 설정이 이해가 안댐. 진심 비추..
6.
야경 기대했는데 자리 꽉차서 어중간한 데 앉히고.. 음식들도 싼티나고.. 그랬네
요 저는.. 좀 먹을만한건 금방 떨어지고..그러면서 하우스 와인 한잔 가격은 후
덜덜하고.. 다시 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7.
진짜 비추. 파스타 못 만들면 내놓지 말지 해산물 안신선하면 쓰지 말지 스테이
크 덜 익힐거면 천천히 하지 직원 서비스도 그럴 거면 일하지 말지.. 이런 딜
자꾸 올라오면 소셜에 대한 신뢰가 팍팍 떨어진다는 것만 알아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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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후기>
1.
여기 코스 다 먹어봤는데 서비스 나쁜 거 모르겠는데~ 파스타쪽 주방분 너무친
절하시고 고르곤졸라 계속 해달라 그러고 맛있게 먹었어용 ㅎㅎ남친이랑 올만에
분위기 있는데서 잔뜩 먹고 왔음요 ㅎㅎ 이런 딜 자주 올려주세용~
2.
오여기 엄청 좋은데 ~! 호텔부페같은 기분ㅋ 지난번에 맛있어서 완전 반하고 왔
네요^^ 분위기도 애들 같지 않고 음식도 기대 이상이에요~ 쿠폰 전에도 갔었는
데 맛도 서비스도 그대로였어요~ 강츄합니다 ^^
3.
너무 좋았습니당~ 정말 만족했던 곳이였어요~ 평일,주말 디너 모두 갔었는데 음
식 따뜻하고 바로바로 만들어 주시고 연어구이랑 회코너 진짜 짱이였어요!! 완
전 좋아요~ 이번에도 구입했습니다~
4.
추천~ 음식종류가 많더라고요~ 회나 초밥상태도 좋구요. 친구 말고도 중요한 모
임에도 갈 수 있는 분위기~ 전망도 좋고 널찍해서 방해받지 않고 식사할 수 있

８１

었네요. 직원들도 친절하시고~ 마감되기 전에 더 사두려구요.
5.
엄마 생신때 가족끼리 갔어요~ 해산물이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저는 해산물
별로인데도 자꾸 손이 가더라구요 ㅋ 하도 먹어서 배터지는줄 알았습니다ㅋㅋ
제 값 주고도 아깝지 않은 곳인데 쿠폰으로 횡재한 기분 ^^
6.
오늘 친구모임을 가졌습니다. 큰 기대를 않았는데 너무 서비스가 좋아서 감사했
습니다. 스테이크가 뉴욕 유명한 레스토랑보다 더 좋더군요. 다들 맛있다고 다
음에 다시 오자고하네요. 탁월한 선택이었다면서...
7.
지난번에 가족이랑 런치를 넘나 맛나게 즐겼는데 또 올라왔네요. 쿠폰 없이도
여기 많이 다녔지만 이런 뷔페레스토랑 중에서는 진짜 최고 같아요. 인테리어도
깔끔해서 가족모임하기도 좋고.. 간만에 좋은 딜 올라왔네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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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실험화면

[집단 1]의 실험자극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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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8]의 실험자극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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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eap, the well-selling, the
approved
: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s of
discount rate, purchase rate and message
sideness on the social commerce purchase
decision making
Young Ah Suh
Dep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seems natural that lower priced products sell well in terms of
economic perspective. People depend, however, not just on the
economic factor but also on the personal relationship or the social
network. Purchase decision making is subject to how well a
product is selling and how other people think of it as well as how
much that product is. This seems so because when people
purchase items they try to find the social value in additio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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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one. This research tried to prove this tendency through
an internet-based experiment and to find new viewpoints in the
simulated social commerce setting. Social commerce is a new way
of internet shopping based on Social Networking Services; it
attracts people first by applying a high discount and displaying the
number of people who actually bought the products. In addition,
social commerce allows people to communicate lively so that they
can figure out in real time how other people appreciate the
products now being dealt. If a product shows impressive buyer
number or overall favorable comments, this, in addition to the
economic

utility,

could

influence

purchase

decision

making

positively. This research, therefore, tried to identify the main
effects of these three factors in social commerce setting and find
out if there is an interaction effect. A simulated social commerce
web page was made to do this; it included three independent
variables as a discount rate, purchase rate and message sideness.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eight groups and were
instructed to answer the questions regarding page attitude,
product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As a result, discount rate and message sideness did influence the
purchase decision making. Manipulation of purchase rate, however,
did not show significant impacts and the interaction effect that was
found was limit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uggests that not
only economic utility but social utility also could be an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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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on deciding a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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