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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2015년 소매 판매액 252조원에서 온라인 쇼

핑 거래액은 48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25조 원대에서 5년 만에 2배 정도 늘어

난 수치이며, 그 증가세는 매년 평균 10% 이상

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

몰에서의 소비자 구매 태도 및 행위에 대한 관

심은 학계뿐만 아니라 기업현장에서도 매우 높

아지고 있다(예; 김영균, 2009; 박경자, 장희영, 

노희옥, 2011; 서현석, 2011; 장은진, 김정군, 

2011). 소비자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마케

팅 및 소비자 행동연구 영역에서 꾸준히 진행

되어져 왔으며, 다수의 연구들은 기존 오프라인

에서의 소비자들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다

(예; Hausman, 2000; Kollat & Willett, 1967; 

Piron, 1993). 학자들은 구매 행동유형을 분류

하며, 각 구매 행동별 영향요인이나 구매 후 태

도나 행동등과 관한 심도 깊은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 구매 행동은 구매 전 사전 계획의 

수립 유무나 충동성의 여부에 따라 계획구매, 

비계획 구매, 충동 구매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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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구매에 있어 조심스러움과 위험회피

성향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 후 구매하는 신중구매라는 개념까

지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영역에 있어

서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어 진행

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구매 행동에 대한 연구

들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기존 구매행동의 연구들은 소비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구매를 실행할 것이

라 전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다수

의 구매 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충동성을 바탕

으로 한 구매 행동인 충동구매 연구에 집중되

어 있다. 즉, 사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구매 전

에 제품 정보를 찾아보는 신중함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는 이성적 

판단과 계획 그리고 신중함은 구매 이전에 가

지고 있는 기대에 미치는 결과를 보일 것이라

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실제 분석을 통한 실증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둘째, 구매행동과 감정과의 관계에 대한 언

급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나, 실증연구는 미흡

한 상황이다(Kim & Lennon, 2013; Pham 

1998). 실제 구매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

적 과정이며 동시에 다양한 감정의 발생이나 

개입 또는 정서적 반응 등을 수반하게 된다. 또

한 최근의 신규제품들은 제품의 기능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들이 결합되어 출시되고 있어, 구매

를 결정할 때 이성적인 판단과 동시에 정서적

인 판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Van 

Oorschot et al., 2013). 최근 김대진 외(2014)의 

국내 연구에서도 사람들의 이성적인 부분과 함

께 정서적 부분이 구매 행위를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

어 감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e.g., Gohm & 

Clore 2002; Kim &  Lennon, 2013), 소비자들

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감정, 그리고 감정의 

통제 또는 구매에서의 타인 감정의 인식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연구

도 미흡한 상황이다(Kidwell et al., 2008; 김대

진 외, 2014).

셋째, 구매 행동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특

질 연구가 미흡하다.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마케

팅이나 점포등과 같은 외적 자극요인에 대한 

영향도 존재 하지만, 이와 함께 소비자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나 소

비자의 구매 패턴은 동일한 마케팅 자극에 대

해서도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한 영향요인이 존재함을 실증하

는 것이다. 즉,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은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이나 구매행위를 유발하는데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최미옥, 최수

경,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구매행동 연구

들을 바탕으로 신중구매의 영향요인 및 구매만

족도와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우선 

개인의 신중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질

로서는 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이론 중 조절 초

점을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

으로 신중구매와 논리적 관련성이 높은 방어초

점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이 부정적 

결과나 손실의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는 방어초점은 신중성 있는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파악한다. 또한 

구매행동에 발현되는 감정의 인식 및 관리 등

을 의미하는 정서지능은 구매행동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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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매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한다. 이를 통하여 정서지능이 

신중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2.1 신중구매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기업에 있어 매출로 

연계되며, 더불어 지속적 구매를 결정할 수 있

는 중요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매 

유형이나 구매를 발생시키는 요인, 구매 과정에

서의 상호작용이나 정서적 반응 그리고 구매 

후 결과 등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중요하다(Bui 

& Kemp, 2013).  

구매 행동은 오랜 기간 다음 세 가지로 분류

되어 왔다. 계획구매, 비계획구매, 그리고 충동

구매로 구분된다. 한편, 김대진 외(2014)는 구

매 행동을 구매 이전의 계획 유무에 따른 분류

가 아닌 충동성과 신중성과 같은 개인의 구매 

성향에 따른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구분하였다. 

이전의 많은 구매행위 연구들은 충동구매에 집

중이 되어왔다. 초기 충동구매에 대한 정의는 

기대하지 않았던 구매 현상(Clover, 1950)이라

고 정의를 내렸었으며, 이후 보다 시간이 흘러

서는 계획하지 않았던 구매 혹은 매장에 들어

가기 전에는 구매의도가 전혀 없었던 제품에 

대한 구매라고 정의를 내리며, 장소에 초점을 

둔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Engel & 

Blackwell, 1982). 

최미옥과 최수경(2008)의 구매 유형의 분류

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전에 구매 계획이 없었

다고 하여 모두 충동구매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전 계획은 없었지만 매장 안

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구매결

정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이는 신중구매로 파악

할 수 있다. 다른 구매행위와는 달리 신중구매

의 개념은 아직 초보적 단계이지만, 몇몇 학자

들에 의하여 개인적 특성인 신중성과 관련하여 

정의 내려지고 있다. 신중성이란 조심스러움이

나 위험 회피성향 등과 관련된 개념이다

(Peterson, 200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중구매

란 구매과정에 있어 실수나 실패를 방지하고 

구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 전 구매하

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면

밀히 검토한 후 구매 결정을 내리는 형태를 의

미한다(김대진 외, 2014). 신중구매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및 구매 후 만족 연구에 대한 필

요성을 제기되고 있으나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

황이다. 이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매행동으로 정의되는 계획구

매 혹은 신중구매가 매우 보편타당하며, 다른 

구매행동과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구매 행동

으로 당연히 이해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Ajzen, 1991; 김대진 외, 2014). 

한편, 인터넷 환경에서의 소비가 중가하면서, 

온라인구매 행동유형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

고 있다(예, Liu et al., 2013; Verhagen & van 

Dolen, 2011; Chan et al., 2017). 기존의 연구자

들은 인터넷에서의 구매 행동은 오프라인과는 

다른 구매행동 특성을 보일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웹사이트를 통한 편리한 접근, 다양한 제품

의 비교, 원클릭을 통한 결제의 편리성 등의 이

유로 온라인 충동구매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

으로 신중구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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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과는 다른 온라인 구

매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 행동유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Chan et al., 2017). 

 

2.2 신중구매와 정서지능

구매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비자의 감정은 구

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 

지속적 구매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요인

으로 작용한다(Burns & Neisner, 2006).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 구매과정은 구매

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능성을 

판단하는 인지적 과정임과 동시에 즐거움, 주저

함, 실망 등과 관련된 감정적 경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Bui & Kemp 2013). 따라서 제품 구

매 후 긍정적 감정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만족도

는 구매과정의 경험되는 감정과 관련하여 발생

된다. 둘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지적 판

단은 감정적 경험과 별개의 것이 아닌 상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요한다는 것이다

(Lerner et al., 2015). 즉,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

는 경우 제품의 기능적 평가에 호의적 태도를 

나타내게 되며, 반대로 제품 기능에 대한 긍정

적 평가를 사전에 인지하게 된다면, 미리 제품

이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가지

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제품 후 구매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제품 후 사용과정에서 타인의 긍정

적 평가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사공원 외, 2016).

Piron(1993)은 모든 구매는 그 유형에 상관

없이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수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충동구매와 신중구매를 구분하는 요

인으로 Lee and Kacen, 2008은 제품에 대한 감

정발생측면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 충

동구매의 경우는 제품을 보는 순간 감정적으로 

끌림이 있으며, 즉각적인 강한 감정이 증폭됨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

절할 수 있다면 이는 충동구매를 줄이고 신중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Silvera et 

al.(2008)는 정서지능의 정도에 따라 계획구매 

혹은 신중구매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언급

하였으며,  Bui & Kemp(2013)는 구매 및 소비

에 있어 전통적인 경로 및 행위 상황에서의 감

정규제 및 감정 기반의 구매에 대한 연구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서지능은 정서적 정보(emotional 

information)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

며,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과 타인의 감정 인식 

능력을 의미한다(Mayer & Salovey, 1993). 

Kidwell et al., (2008)은 정서지능은 소비자 행

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제안하였

다. 정서지능의 하위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된다. 

Mayer and Salovey (1993)는 정서지능을 본인 

감정인식 및 표현, 타인 감정인식 및 표현, 자신

의 감정조절 그리고 감정의 사용 등 4가지의 범

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이후 Scott-Halsell 

et al. (2007)은 이전 4가지의 분류를 다시 2 범

주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감정의 인식(본인과 

타인 감정 인식 및 표현)과 감정의 활용(감정조

절 및 사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이중 본

인의 감정 인식과 타인의 감정인식 능력은 정

서 지능 중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영역이며

(김상희, 2006), 개인의 행동과 타인과의 상호

작용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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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서지능은 구매활동에 있어 판매자와

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정서적 반응이나, 본인이 

구매하려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

이다. 

한편, 구매행동과 구매 의사결정에는 인지적 

합리적 판단과 함께 감정적 요인의 영향에 대

한 중요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언급되어왔

다. 또한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구매 및 소

비에 있어 전통적인 경로 및 행위 상황에서의 

감정규제 및 감정 기반의 구매에 대한 연구들

은 진행되어 왔다(Bui & Kemp 2013; Sherman 

et al., 1997). 그러나 Lerner et al.,(2015)은 여

전히 구매 및 소비활동에 대한 감정적 연구는 

초기단계임을 언급하며, 특히 유통경로의 다양

화에 따른 새로운 소매 유통과정에서의 감정연

구는 미흡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터

넷 상에서의 구매 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구매 행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관련 연구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Bui & Kemp 2013; 

Lerner et al., 2015; Yao, 2016). 

Ⅲ. 연구모델 및 가설

3.1 연구모델

본 논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신중구매의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신중구매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 중 하나

인 방어초점을 파악하며, 신중구매에 따른 구매 

만족도를 결과요인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신중구매상에서 나타나는 

정서지능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방어초점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관

계에서는 정서지능 중 자기감정인식이 조절영

향을 미칠 것이며, 반면 신중구매 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타인감정인식이 영향을 미칠 것

이라 기대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설정한 연구 

모델이 <그림 1>이다.

3.2 연구가설

3.2.1 방어초점과 신중구매

구매형태 결정과정을 연구한 Rook and 

<그림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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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1985)은 충동구매나 신중구매를 결정하

는 과정에는 제품 그 자체보다는 제품을 구매

하는 개인의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 중 

신중구매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 중 조절초점과 

관련된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행동을 유발하는 방식으

로는 첫째, 자신의 바람직한 목표를 향하여 움

직이는 동기를 가지는 경우와, 원하지 않는 목

표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방향으로 동기가 형성

되어지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Carver & 

Scheier, 1982). 이와 같은 동기유발의 내용은 

Higgins(1987)에 의하여 자기조절초점 이론으

로 제안되었다. 자기조절 초점이론은 현재의 자

아와 목표의 상태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

안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다. 첫째는 현재

의 자기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로 나아가는 방

안인 촉진초점(promotion)과 현재의 자아를 바

람직하지 않은 상태 혹은 목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초점(prevention)이다. 각 조절초점은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Aaker 

and Lee(2006)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촉진초점

을 가진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결과 획득이 궁

극적 목적이라면, 방어초점의 소비자들은 부정

적 결과나 손실의 회피가 행동의 궁극적 목적

이라 설명한다. 

김대진 외 (2014)는 신중구매는 신중성향 및 

신중욕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행위로서 선

택 후 발생할지 모르는 불필요한 위험이나 손

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선택 과

정이라 설명하며, 이러한 신중 구매는 실수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

한 신중구매에 대한 설명은 방어초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특성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

다. 조절초점 중 하나인 방어초점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자기 조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획득보다는 손실에 대하여 보다 예민하며, 부정

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상황을 회피하는 전략을 

선호하게 된다(Idson et al., 2000). 따라서 개인

이 방어초점의 정도가 강할수록 구매행동의 신

중함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가

설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방어초점은 신중구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신중구매와 만족도

만족도는 소비경험에서 얻어지는 소비자의 

인지적, 감정적인 반응(Oliver et al., 1997; 이

유재, 라선아, 2002)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품 

구매 전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비교된 

사용과정 중 느껴지는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Yu et al., 2014). 이는 주로 사전적, 예측적 기

대가 준거가 되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와의 접합 혹은 그 이상으로 긍정적 반응이 발

생하는 경우 구매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이며, 구체적일수록 구현

된 기능과의 적합성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

러한 현실적, 구체적 기대는 타인으로부터의 정

보 획득, 직접적인 제품 관찰 등으로 획득될 수 

있다(Ballantine, 2005).  

신중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제

품에 대한 정보 등을 찾게 된다. 신중구매와 충

동구매의 차이 중 하나는 구매당시 제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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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고려하는가이다. Rook 

and Gardner (1993)은 충동구매의 경우 상대적

으로 빠른 구매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만, 제품

에 대한 정보는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함을 지적

하였다. 반면 신중구매의 경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품 정보를 획득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중구매에 대한 구매 만족

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나, 다

수의 학자들은 신중구매와 구매 만족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것으로 문헌들에서 서술

되고 있다. 그러나 Muruganantham and 

Bhakat(2013)은 생활에 있어 시간압박을 받는 

소비자가 계획 구매를 많이 하게 된다고 설명

하며,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간 압

박을 받는 사람들이 계획구매를 하게 되는 데, 

후회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시간압박을 선행요

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 압박으로 

인한 계획 구매는 구매 후 부정적 감정(후회, 불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조남혜, 박수

경, 2016). 그러나 제품의 만족도는 자신이 기

대한 제품의 기능이 실제로 구현된다면(혹은 

그 이상으로)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어 높게 나

타난다(박은주, 강은미, 2016). Parasuraman & 

Zeithaml(2004)는 구매 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구매하기 전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구

입 후 사용에 따른 성과 차이라 정의하였으며, 

그 차이가 적을수록 만족도는 상승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신중구매는 

구매 의사결정 전에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를 탐색하고 파악하기 때문에 기대와 사용에 

따른 차이가 적을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구

매에 대한 신중성은 구매이전 제품과 이에 관

련한 서비스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검토하

고 이에 대한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한 목표와 실제 구현과는 큰 차이

가 없을 것이라 예측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

로 본 논문에서는 신중구매가 구매만족도를 증

가시킬 것이라 예측한다. 이를 가설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신중구매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Youn and Faber (2000)은 충동구매가 충동

성, 구매 즐거움 혹은 자기통제의 결여와 같은 

소비자 특질(traits)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였

다. Sinha(2003)의 인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구매 행위에는 즐거움을 획득하

기 위하여 구매를 하게 되며, 구매에 있어서의 

정서적 가치를 기능적 가치보다도 높게 설명하

고 있다. Verplanken and Herabadi (2001)의 충

동 구매자들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충동구매자

들은 낮은 자존감, 부정적 정서나 기분과하는 

부정적 심리학적 인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

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학자들은 계획되지 않은 구매활동은 부정적 감

정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거나 혹은 긍정적 감정

이 과도하게 형성되어질 경우 발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ilvera et al., 2008). 

반면 자기조절을 잘하거나 감정노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계획적인 구매를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Silvera et al.(2008)

는 정서지능의 정도에 따라 계획구매 혹은 신

중구매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언급하며, 정

서지능에 따른 자신의 감정 인식 및 통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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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충동구매를 줄일 수 잇을 것이라 제안한

다. 정서적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하는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는 본인

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 판단, 통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Kidwell et al., (2008)은 정서

지능은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김대진 외(2014)는 소비자

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서지능에 따라 구매행위가 다르게 나타날 것

이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정서지능이 높은 사

람은 낮은 사람에 비하여 구매의 신중성이 증

가할 것이라 제안하여, 향후 실증연구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구매행동에서 개인의 정서지

능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개인의 방

어초점과 구매 행동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서

지능 중 자기감정인식이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

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자기감정인식은 자신의 

감정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지각하고 반응하

여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다. 충동구매의 가능성을 높이는 갑작스러운 감

정의 증폭을 제어할 수 있어 신중구매의 가능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Verplanken & Herabadi, 2001). 반면 신중구

매와 구매 후 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타인감정

인식이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한다. 왜냐

하면, 타인 감정인식은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해내며 이를 자신의 행동에 수정 혹은 강

화하는데 자용할 수 있다. 실제 신중구매를 하

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당위성을 인정받고자 하

는 욕구가 강하다(Hsee, 1995). 따라서 구매 후 

경쟁대안이었던 것과 사후 비교나 구매한 제품

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파악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타인 감정인식은 구매 행동과 이에 

따른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 

가설 3: 자기감정인식이 높을수록 방어초점

이 신중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강화할 것

이다.  

가설 4: 타인감정인식이 높을수록 신중구매

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강화할 것이

다.   

Ⅳ. 연구방법론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방어초점이 신중구매, 신중구매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는 연구로써, 총 5개의 변수를 사용하

고 있다. 독립변수로는 조절초점변수 중에서 방

어초점, 신중구매를, 조절변수로는 정서지능(자

기감정인식 및 타인 감정인식), 그리고 종속변

수로는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각 변수들의 조작

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로, 방어초점은 ‘구매자의 실패방지 

지향성’을 Higgins et al.(2001)과 Summerville 

and Roese(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5항목

으로 측정하였다. 신중구매는 “구매행위에 있

어서 선택을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

험에 처하지 않으며 나중에 스스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최수경(2014)

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7개 항목으로 측정하였

다. 조절변수인 정서지능은 “감정을 지각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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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개념”으로 자기감정인식과 타인감정인

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측정항목은 Wong & 

Law (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을 

사용하였다. 각 4항목씩 모두 8항목으로 측정

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온라인 쇼핑몰에

서의 만족도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전 소비자의 기대와 구입 후 느끼는 성과 차이”

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Parasuraman & 

Zeithaml(2004)의 연구를 이용하여 5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측정항목들

은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수정되었으며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4.2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인터넷상에서 제품을 구매

하는 개인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2016년 8월부

터 9월까지 약 2달간 설문조사를 수행되었다. 

Variables/Items Factor   loadings AVE CCR Cronbach’s a

[1] Prevention focus   

  Prevention focus1 .503
  Prevention focus2 .500
  Prevention focus3 .584 .624 .785 .758
  Prevention focus4 .628
  Prevention focus5 .611
[2] Cautious purchasing  .697 .872 .827

  Cautious purchasing1 .511
  Cautious purchasing2 .819
  Cautious purchasing3 .777
  Cautious purchasing4 .524
  Cautious purchasing5 .553
  Cautious purchasing6 .631
  Cautious purchasing7 .665
[3] Self-awareness  .766 .929 .898

  Self-awareness1 .776
  Self-awareness2 .862

  Self-awareness3 .894
  Self-awareness4 .791
[4] Social-awareness  .678 .893 .841

  Social-awareness1 .813
  Social-awareness2 .832
  Social-awareness3 .639
  Social-awareness4 .744
[5] Satisfaction  .714 .926 .899

  Satisfaction1 .805
  Satisfaction2 .766
  Satisfaction3 .846
  Satisfaction4 .785
  Satisfaction5 .760
CCR = 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CMIN/DF = 1.549 (p < 0.001); CFI = 0.937; TLI= 0.929; RMSEA = 0.041.

<표 1> 확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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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이용 경험이 있는 개인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을 배포하였다. 

총 250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20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최종 230부

를 본 연구의 표본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성별은 골고루 

나타났는데, 남자 117명(50.9%), 여자 113명

(49.1%)이었다. 연령대는 20대가 102명

(44.3%)로 주를 이루었다. 교육수준은 대학 재

학 중이 89명(38.7%), 대학졸업이 119명

(51.7%)으로 주를 이루었다.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은 평균 2시간 10분으로 나타났다. 

Ⅴ. 연구결과

5.1.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였다. 먼저 

표1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를 살펴보면, 

Cronbach’s α값이 0.758에서 0.899로 나타나서 

기준값 a= 0.70 (Nunnally & Bernstein, 1994)

을 충족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모든 

요인적재치 (> 0.60), 복합신뢰성 (> 0.70), 그

리고 AVE 값 (> 0.50)이 모두 기준 값들 보다 

높게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변수들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Anderson & Gerbing, 1991; 

Fornell & Larcker, 1981; Hair et al., 1998). 

다음으로, 표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의 상관관계 계수와 AVE의 제곱근을 제시하고 

있다. 표의 대각선에 있는 굵은 수치는 AVE의 

제곱근을 의미한다. AVE의 제곱근의 값들이 

모두 0.5를 상회하고, 상관관계 계수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

었다 (Fornell & Larcker, 1981). 

5.2. 가설검증

5.2.1. 가설1, 가설2 검증결과

방어초점과 신중구매, 그리고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적합도를 평

가하기 위해서는 CFI, TLI and RMSEA 지수 

등을 동시에 모두 고려해야 한다 (Etezadi- 

Amoli & Farhoomand, 1996).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는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켜 본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MIN/DF=1.551, p<0.000; 

CFI=0.956; TLI=0.948; RMSEA=0.034).

 Mean Std. dev. 1 2 3 4 5

1.Prevention focus 2.98 .702 .789a     
2.Cautious purchasing 3.63 .701 .196**b .835    
3.Self-awareness 3.74 .699 .026 .406** .875   
4.Social-awareness 3.68 .707 .182** .426** .586** .823  
5.Satisfaction 3.36 .711 .175** .488** .335** .413** .844
aDiagonals: Square root of AVE from the observed variables by the latent variables
bOff-diagonals: construct-level correlation = (shared variance)1/2; *p<0.05, **p<0.01

<표 2> 기술통계량  별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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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의 분석

결과를 보면, 방어초점은 신중구매에 매우 유의

한 영향 (0.29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신중구매 역시 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영

향 (β= 0.571, p<0.001)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

서 가설1과 가설2는 지지되었다.  

 

5.2.2. 가설3, 가설4 검증결과: 정서지능의 조

절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방어초점, 신중구매,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용

자의 정서지능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ing (2003)의 조절효과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Ping(2003)은 full-set 

multiple indicator의 방법이 현실의 데이터와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모든 product 

indicator를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에 적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 모델이 데이터에 적

합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모델을 채택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Ping(2003)은 

averaged single indicator 방법을 제시하며, 이 

방법이 상호작용 효과의 과대 추정 오류를 줄

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ng(2003) 방

법론에 따라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포함한 모형을 분석하고, 다음 단계인 2단계에

서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

함한 모형을 분석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

였다.

먼저, 적합도를 보면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

두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종속변수가 신

중구매의 경우, 모형1은 독립변수인 방어초점

과 조절변수인 이용자의 자기감정인식을 함께 

넣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은 방어초점 

(β=0.263, p<0.01)과 자기감정인식 (β=0.464, 

p<0.001)은 모두 신중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어초점과 자

기감정인식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한 모형2의 

분석결과 방어초점 변수와 자기잠정인식의 상

호작용은 자기잠정인식이 증가할수록 방어초

점과 신중구매 간의 관계가 증가 (β=0.892, 

p<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신중구매와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서지능

의 조절효과에 분석에 대해서는 모형 3과 모형 

4를 통해 분석하였다. 모형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신중구매 (β=0.467, p<0.001)와 타인감정

인식 (β=0.323, p<0.001)은 모두 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중구매와 타인감정인식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한 모형4의 분석결과에서도 역시 신중구매

 

 

 

 

 

 

Cautious 
purchasing Satisfaction 

.295(2.776)** Prevention 
focus 

.571(5.703)***

CMIN/DF=1.551 (P<.000), CFI=.956 TLI=.948, RMSEA= .034 
*p < 0.05; **p < 0.01; ***p<0.001 

R2=0.087 R2=0.326 

<그림 2> 가설1과 2의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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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타인잠정인식의 상호작용은 타인잠정인식

이 증가할수록 신중구매와 만족도 간의 관계가 

증가 (β=0.211, p<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4 역시 지지되었다. 

 

Ⅵ. 토 론

6.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

몰 시장에서의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로, 기존

에 미흡하게 연구되어 온 신중구매에 적용되는 

정서지능의 역할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신중구매는 방어초점을 가진 구매자들에

게 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신중구매를 한 소비

자일수록 구매 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신중구매 과정에서의 정서지능은 긍

정적인 조절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결과 나

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

매행동 중 그동안 연구가 미흡하였던 신중구매

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전 

구매행동의 연구들은 충동구매 혹은 계획구매

와 충동구매간의 비교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구매의 신중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미

흡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구매 이전의 계

획여부에 따라 계획구매, 비계획 구매, 또는 충

동구매로 분류하였으나, 실제 비계획구매라 하

더라도 구매 장소나 구매 시점에서 제품 정보

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구매 실패나 후

회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신중구매라 언급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매행동의 유형을 

보다 확장시켰으며, 더불어 계획구매와 충동구

간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구매의 신중성을 

바탕으로 한 분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어 

학문적 시사점이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신중구

매의 긍정적 결과는 향후 신중구매에 대한 다

각적인 연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통상적으로 가정하고 있었던 신중구

 Dependent variable: 
Cautious purchasing

Dependent variable: 
Satisfac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Prevention focus (A) .263(2.751)** .241(2.714)**   
Self-awareness (B) .464(5.206)*** .589(4.333)***   

Cautious purchasing (C)   .467(5.135)*** .453(5.141)***

Social-awareness (D)   .323(4.596)*** .295(4.331)***

A*B  .892(1.680)+   
C*D    .211(2.444)*

Model Fit CMIN/DF=1.490, 

TLI=0.950, 

CFI=0.956,

RMSEA=0.046

CMIN/DF=1.392 

TLI=0.957, 

CFI=0.962,

RMSEA=0.041

CMIN/DF=1.594

TLI=0.933,

CFI=0.941,

RMSEA=0.051

CMIN/DF=1.812T

LI=0.936, 

CFI=0.948,

RMSEA=0.060
***p < .001, **p < .01, *p < .05, +p<0.10

<표 3> 조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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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실제 온라인 쇼핑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과정에서 그 효과

를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신중구매에 대한 연구

는 현재까지 매우 적은 수의 연구가 진행되었

으나, 김대진 외(2014)에 제시한 신중구매와 만

족도간의 긍정적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이 본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향후 신중구매를 유발하는 선행

요인과 다양한 결과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구매행

동과정에서의 정서지능을 고려하였다는 것이

다. 기존의 구매행동에 관련한 많은 연구들에서

는 인지적 특성과 함께 감정적 특성이 구매행

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개인의 정서지능이라는 특질이 구매

행동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

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구매행동 

프로세스에서의 개인의 정서적 자원은 신중구

매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분

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즉, 자기감정인식이 

높을수록 방어초점이 신중구매에 미치는 영향

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타인감정인식이 높을수

록 신중구매가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

다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구매

행동과 개인의 정서적 자원간의 긍정적 시너지

에 대한 시사점을 구할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본 연구결과 방어초점

인 사람도 온라인 구매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방어초점인 사람은 위험을 회피

하고자 하기 때문에 (Aaker & Lee, 2006; Idson 

et al., 2000), 제품을 확인할 수 없고, 거래과정 

및 제품의 배송과정을 확신할 수 없는 온라인 

구매 자체를 회피하거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중구매를 통해서는 

온라인 구매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방어초점인 사람도 온라인 구매를 하고 그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중구매성을 증가시켜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매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 및 가격,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성, 결제, 배송 등을 포함

한 거래과정 전반에 대한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구매 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심

어줌으로써, 고객의 신중구매를 증가시키고 만

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6.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이러한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다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논문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쇼핑경

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하였

으나,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PC와 모바일 쇼핑

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들 간의 구매행동은 차

이가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

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는 제

품유형에 따라서도 구매 행동 및 만족도영향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측된다. 따라서 이후 연

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유형, 구매 제품등을 

보다 세부화하여 분석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신중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상황적 요

인(구매시간, 판촉여부 등)이나 서비스상품에 

대한 특성들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정서지능을 인식측면(개

인감정인식 및 타인감정인식)에 한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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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효과를 파악하였다. 이는 신중구매에서의 

감정의 활용보다는 본인과 타인의 감정인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감정의 

활용측면 또한 고려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정서지능에 대한 구매행동에 미치는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정서지능의 영

향력은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즉, 정서지능이 신중구매의 결정요인과 

구매만족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도 작용할 가

능성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

다. 넷째, 본 논문에서는 신중구매가 만족도를 

강화할 것이라 가설화하였으며 이는 실증분석

으로 통하여 검증되었다. 그러나 구매 만족도의 

결과는 구매의 신중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만족도와 신

중구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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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terminant Factor on the Cautious Purchasing and 
Satisfaction of Online Shopping Mall: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Han, Su Jin․Kang, Sor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ed factors of cautious purchasing for buyers 

who have purchased products in online shopping mall. First, we focus on the prevention focus, 

which is one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cautious purchase, and analyze the 

satisfaction of purchasing according to cautious purchase. Furthermore, we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awareness and social-awareness) on the process of cautious 

purchasing and satisfac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es, this study surveyed individuals who purchase products on the 

Internet for about 2 months from August to September 2016. A total of 250 copies were returned, 

but 20 questionnaires that were incomplete were excluded. Thus, the final 230 samples were 

analy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used for hypothesis testing.

Finding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cautious purchasing is stronger for the buyers with the 

prevention focus. And consumers who purchase carefully have higher satisfaction after purchasing. 

In addition,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cautious purchasing process has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Keyword: Cautious purchasing, Prevention focus, Emotional intelligence, Purchasing satisfaction, 

Online shopping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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