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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연 소비자의 중독구매성향은 일반적인 소비에서 예상되는 구매 이

후 감정 및 행동패턴에 또다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관심을 가지

고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패션제품 소비자의 쇼

핑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고, 둘째, 중독구매성향이

패션제품 구매 후 감정(긍정적 감정/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셋째,

구매후 감정이 구매 후 행동(재구매/반품 및 교환/부정적 구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넷째,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중독구매 성향이 구

매 후 감정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통채널(온라인/오프라인) 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 중 자아 존중감이 낮고, 보상구매성향과 충동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중독구매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구매성향은 구매

후의 양면적(긍정적, 부정적) 감정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오프라인의 경우

긍정적 감정을 수반하는 것이 밝혀졌다. 구매 후 감정은 일반적인 소비상황과 같

이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부정적 감정의 영향이 긍정적 감정의

영향보다 크고, 또한 긍정적, 부정적 행동에 모두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

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구매성향

에 초점을 맞추고, 중독구매성향이 구매 후 감정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연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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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사회구조, 경제구조 뿐 아니라 지식, 정보의 빠른 전달과

공유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패션

산업에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TV홈쇼핑 등 다양한 패션 유통 채널을 통해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

만 다양한 유통채널과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해 우울감이나 스트레

스 해소 등 일시적인 기분전환을 위한 구매행동인 중독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특히 중독구매는 우울, 걱정, 긴장,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감정의 극복이나 감

소, 또는 자극이나 즉각적인 위안을 찾기 위해 (O'Guinn & Faber, 1989) 소비

자 행동의 어두운 측면 (Faber & O'Guinn, 1988)인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인 중독구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어 소비자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소비주체와 사회에 피해를 초

래하게 되고, 잦은 교환이나 반품행동 등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많은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쇼핑 중독구매에 관한 연구들(허세정 2003; 이승희ㆍ정진원 2005; 이승

희ㆍ박지은 2007)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중독구매행위가

시작되며, 구매하고 싶은 충동과 통제력의 상실로 인한 반복된 구매행동은 생활

기능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버드, 스탠퍼드, 카네기멜론,

피츠버그 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미국심리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

면, 물 한 병을 사는데도 우울한 사람은 평상심을 가진 사람에 비해 4배나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기분이 울적해지고 많이 침체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게 되고, 이때 자신의 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평

가 절하한 나머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보상심리가 작용하게 되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고 한다(SBS 뉴스, 2008).

또한 쇼핑중독은 비교적 연령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중독구매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Aatous 1990;

D'Aatous et al. 1990; Scherhorn 1990). 쇼핑중독자는 쇼핑 대상에 대한 효용성

보다는 쇼핑행동 자체에 더 집착하게 되고 쇼핑 뒤에 따르는 죄책감이나 우울

감을 느끼게 된다는 쇼핑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해외 연구들(Faber &

O'Guinn 1988a; O'Guinn & Faber 1989; D'Astous 1990; Scherhorn, 1990;

Valance, 1998)을 통해 쇼핑중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패션제품 중독구매성향이 구매 후 감정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197

중독구매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 (허세정 2003; 이승희ㆍ정진원 2005) 들을

살펴보면 인터넷과 TV홈쇼핑 중독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심리적 변수

를 살펴보거나 일반쇼핑과 인터넷 쇼핑으로 각각 나누어 패션제품 중독구매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연구(이승희ㆍ박지은, 2007)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과연 소비자의 중독구매성향은 일반적인 소비에서

예상되는 구매 이후 감정 및 행동패턴에 또 다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심리 요인을 살

펴보고, 중독구매성향이 구매 후 감정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과 구매 후

행동 (재구매 / 반품 및 교환/ 부정적 구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연

구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소비자의 패션제품 쇼핑 중

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본다. 둘째, 중독구매성향이 패

션제품 구매 후 감정(긍정적 감정/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셋

째, 구매후 감정이 구매 후 행동 (재구매/반품 및 교환/부정적 구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넷째,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중독구매

성향이 구매 후 감정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통채널(온라인/오프라인) 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

1. 중독구매

소비자 구매행동 가운데 부정적 양상을 나타내는 행위 중 하나가 중독구매이

다. 중독구매는 물질주의가 만연해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진 현대에 들

어와 발생한 소비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

다. 우리는 19세기 초에 쓰여진 정의학적 문서에서 구매행동과 관련된 인간의

부족한 통제력과 심리적 불균형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다.

Benson(2001)에 따르면 중독구매와 관련된 최초 관심은 Kraepelin이라는 정신

의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1915년 Kraepelin은 쇼핑 마니아를 의미하는

“oniomania"라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켰고, oniomania를 충동 제어에 영향을

주는 장애 중의 하나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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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구매란 보통 쇼핑잔치(shopping binges)를 하듯이 물건을 구매하려는 강

한 충동으로 개념화되기도 하며, 지나치게 구매에 이끌리고 이러한 구매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구매행동이다(Krueger 1998). 중독구매에 관한 선

행연구(Faber & O'Guinn 1988a; O'Guinn & Faber 1989; d'Astous 1990;

Scherhorn 1990; Valance 1998)를 살펴보면 중독구매(addictive buying) 또는 강

박 구매(compulsive buying), 쇼핑 중독증(shopaholism)이라는 용어로 이러한

구매행동을 연구하였다.

O'Guinn & Faber(1988)에 따르면 중독 구매는 느낌과 물질을 얻기 위하여

행하며 사용하고 경험하려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이나 욕망이 결국에는 당사자

개인과 타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도

록 개인을 유도하는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중독구매는 부정적인 사

건이나 감정에 대한 일차적인 반응이 되는 고질적인 반복적 소비라고 하였다.

그리고 Faber et al. (1987)은 부적절하며, 과도하게 지나치고, 충동에 이끌려,

소비하는 사람들의 삶을 명백하게 파괴하는 소비행동의 한 형태가 중독구매라

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독구매성향을 소비자가 지나치게 구매에 이끌

려 자신의 구매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1.1 중독구매자의 특성

중독구매자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불편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줄

이기 위해 구매를 한다(McElroy et al. 1994). 또한 충동 통제의 어려움을 호소

하는데, 이것은 만성적인 충동 통제 상실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를 갖는

다(O'Guinn & Faber 1989). 그러나 정작 구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심지어는 구매한 물건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쇼핑하러 갈 수 없는

날에는 불행해 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쇼핑

중독자는 쇼핑 행위가 두려움이나 죄책감, 불안감 등과 관련이 있고, 쇼핑을 통

해 일시적으로는 감정이 고조되지만 곧바로 후회하고 우울을 느끼게 되는 심한

감정 기복을 겪으며, 배우자나 가족 등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

려워 구매한 물건을 감추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 2001).

중독구매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독구매성향이 높을수록 구매를 할

때에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거나 소비가 사회적 지위의 표시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구매 시 판매원이나 친구의 영향을 받기 쉽고 주위사람

과 비교하여 가진 것이 적으면 불만스러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경향을 더 보

인다(D'Astous 1990; 송인숙⋅이기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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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tenberger et al.(2003)은 쇼핑중독자는 쇼핑을 하기 전에는 슬픔, 우울, 긴

장, 불안 등을 느끼는데 쇼핑을 하는 동안에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불편한 감정

이 줄어들며 쇼핑 이후에는 쇼핑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 슬픔, 우울 등을 느끼

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쇼핑중독성향과 연령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

는데 연령이 낮은 경우 쇼핑중독성향이 더 높았다(D'Astous 1990). 송인숙

(1993)과 김진희(2000)의 연구를 살펴보면 중독구매성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월

평균 의류제품 구매 금액이 많았고, 지불능력을 초과하여 의류제품을 구매할 가

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독구매 현상이 남성보

다 여성에게 더욱 많이 나타난다는 결론을 보이고 있다(Faber 1992). 미국인들

을 대상으로 조사한 1989년의 O'Guinn & Faber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자가 확

인된 중독구매자들 가운데 90% 이상이 여성이었으며, 2000년에 실시한 Roberts

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독일에서 행해진 Scherhorn et

al(1990)의 연구에서 그 연구에 참가한 쇼핑중독자 중 약 85%가 여성이었다. 이

러한 해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언론매체들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남성보다 여성의 중독구매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양희

2004; 송영주 2003).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생활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의

존적인 성향을 띄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나 문제해결에 있어서 수동적이거

나 정서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Scherhorn et al. 1990).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쇼핑할 기회가 많고, 쇼핑

을 더 좋아한다는 것 또한 그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정진아 1998).

1.2 중독구매성향 관련 심리적 변인

1.2.1 우울감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depression)은 기분 장애의 하나로서 일시적으로 우울

한 기분을 느끼는 것과는 달리 우울하고 슬픈 감정과 의욕저하, 다양한 신체적

인 증상이 함께 나타나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Lazarus(1976)에 따르면 우

울감이란 활동저하나 의기소침의 심리적 상태를 말하며, Hyder (1971)는 우울감

이란 정상적인 사람이 일시적으로 실망을 겪는 상태에서부터 정신질환자의 깊

은 자멸적인 우울증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Scherhorn(1990)

은 쇼핑중독자가 심한 우울증을 갖게 되고, 중독구매자들은 쇼핑을 통하여 우울

증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광희(1995)의 연구에서도 우울한 사람이

쇼핑중독자가 될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독구매자들은 쇼핑을 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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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 등으로 우울증 및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악순

환을 겪게 된다고 한다(Krych 1989).

Lejoyeux(1997)는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19명의 우울증 환

자 중 38명이 중독구매자로 진단되었으며, 이들은 나이가 더 적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았으며, 기혼에 비해 미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구매는 개인

적으로나 가족적, 사회적으로 고통을 초래하는 반복적이고 충동적이며 과도한

구매를 의미하며, 중독구매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례연구의 50-100%에서 정

서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ltenberger et al. (2003)은 쇼핑중독자

는 쇼핑을 하기 전에는 슬픔, 우울, 긴장, 불안 등을 느끼는데 쇼핑을 하는 동안

에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불편한 감정이 줄어들며 쇼핑 이후에는 쇼핑을 한 것

에 대한 죄책감, 슬픔, 우울 등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2 스트레스

스트레스(stress)라는 용어는 일찍이 14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고난 혹은 역경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Lumsden 1981). 일상

적 스트레스는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부적응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DeLongis, Folkman,

& Lazarus 1988; Marco & Suls 1993). 우리는 이것을 중독 증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상생활에서 오는 자질구레한 스트레

스가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McElroy et al. (1994)의 연구에서 의하면,

중독구매 성향이 높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불편감 등의 부정

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중독구매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고,

Faber & O'Guinn(1988)의 연구에서도 지나친 중독구매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불쾌한 상황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구매를 통하여 불행감으로 부터

도피하기 위해 쇼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볼 때 일상

적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기 위해서

구매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중독구매

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2.3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은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특별한 객체인 자아에 대해 긍정적

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고, Burn(1979)은 실제자아와 이성적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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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적 자아 사이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

는 총제적인 태도라고 하였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중독구매 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속성 중 하나로 중독구매성향과 관련된 중요 영향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형성

하고 있는 태도라고 정의한다.

Scherhorn(1990)의 연구에서는 자율성을 왜곡시키는 특별한 핵심 경험이 중

독구매로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쇼

핑중독성향이 있는 소비자들은 그들 자신보다 돈, 재산, 소비재와 같은 물질적

재화를 더 중요시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처럼 느낀 경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괴로울 때의 보상수단으로 쇼핑에 집착하려는

강한 성향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Faber & O‘Guinn(1989)의 연구에서도 중독구

매자는 일반 구매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송인숙․이기춘(1994)

과 김은정(2005)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들이 낮은 여성들에 비해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고 인터넷 패션제품 중독구매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1.2.4 보상구매

본 연구에서 보상구매란 구매를 스트레스, 실망, 좌절, 자율성 상실, 자아존중

감 결핍 등에 대한 보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Grenmo(1988)에 의하

면, 이는 보상구매외의 다른 적절한 욕구 충족방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나타나

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보상구매 행동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

나는 자신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인지하지만 적절한 충족수단이 되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 다른 가능한 대체 자원으로 보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

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자신의 진정한 객관적 욕구자

체를 의식치 못하고, 거짓 욕구로 대체되어 보상행동에 의한 부적절한 욕구충족

이 되는 것이다.

보상구매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Scherhorn(1990)은 중독자들은 자율

성이 왜곡된 사람들이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중독행동을 통해 보상하려는 의도

를 갖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자율성이 왜곡된 사람은 그로 인해 ‘텅 빈 자아

(empty self)'가 자신의 현재 자아모습으로 인식되고, 이 때문에 내적 공허감을

느끼게 되어 이 공허감을 구매 등의 외부적인 만족으로 채우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난다(Cushman 1990). Scherhorn, Reischo & Raab(1990)에 의하면 보상적

구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충동이나 중독성을 띠는 점에서 중독구매와 공통

점이 있으나, 보상적 구매는 의존성의 특성이 없는 점에서 중독구매와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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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중독구매자는 항상 보상적 구매자이지만 보상적 구매자는 항상 중독구매자는

아니며, 보상적 구매자 중에서 의존성이 있는 사람이 중독구매자라고 할 수 있

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중독구매는 보상적 구매로부터 발달되고 보상적 구매는

자율성 왜곡으로 인한 내적 공허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그 한 원인이 된다. 이

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내적 공허감이 높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소비자는

보상적 구매를 많이 할 것으로 예측되며, 보상적 구매성향이 높은 사람이 중독

구매성향도 높음을 알 수 있다.

1.2.5 충동성 

충동성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으로 정의된다.

Barratt & Patton(1983)은 충동성을 반응속도가 빠르고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

하며 예견 능력이 부족한 성격특질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동적인 사람

의 기본적인 특성은 사전 계획 없이 행동하거나 심사숙고하지 않고 행동하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또한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며 다른 곳으로

빠르게 관심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Barratt & White 1969).

김세정(2004)의 연구에서는 쇼핑중독 성향이 높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중

독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인 내적 특정인 충동성이 높다고 하며,

사전 계획 없이 또는 심사숙고하지 않고 행동하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O'Guinn & Faber(1989)의 연구에서는 단지 구매수준으로만 본다면 중독

구매자가 구매선호나 충동구매의 극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므로 충동성은 구매와 관련된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구매

를 하게 되는 중독구매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는 변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개인의 심리적 요인은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제를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패션제품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우울감, 스

트레스, 자아 존중감, 보상심리, 충동성)은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1-1 우울감은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스트레스는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자아존중감은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보상심리는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충동성은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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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 후 감정

감정(emotion)은 기분에 비해 강한 심리상태로서 선행 사건이 분명히 지각되

며, 대상이 뚜렷하고, 독특한 얼굴 표정과 생물학적 과정을 수반하며, 행동의 변

화를 수반한다. 감정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감정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이유재, 차문경 2005; Westbrook 1987), 일반

적으로 긍정적 감정은 만족과 관계가 있고 부정적 감정은 불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liver 1997).

감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Underwood et al., 1973 ;

Fishbein & Middlestadit, 1995). 첫째, 기억과 일치하는 감정은 인지적 수용을

증가시킨다. 즉, 우울할 때 보다 행복할 때 좀 더 판단이 유리해지는데 이 때

감정은 대부분 약하게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감정과 일치하는 판단을 가져오기

도 하고 기분과 일치하지 않은 판단을 가져오기도 하여, 선행된 감정은 인식구

조를 중재해 주는 효과가 있다. 둘째, 선행된 감정은 경험되어진 감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은 행동이나 판단할 때 정보원의 역할을 담당하여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행동을 주도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때로는 판단대

상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 경험되어

진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선행된 감정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감정을 잘못 오해하기도 하며, 선행된 감정이 불쾌할 때 보다는 즐거울 때

좀 더 명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셋째, 경험되어진 감정이 정보제공의 기능

을 하지 못할 때 선행된 감정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판단할 때 특별한 느낌

이 없다면 현재의 감정, 즉 선행된 감정이 판단에 이용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선행된 감정에 더 민감하였으며, 이것이 구매행동에도 영향

을 미쳐 긍정적 기분에서는 긍정적 방향의 행동이 강화되었고, 부정적 기분에서

는 부정적 기분을 완화하기 위해 구매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1987

; 1991). 소귀숙(1998)은 소비자들의 기분을 조절하고자 구매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이 높게 나타났고, 박은주ㆍ선정희(1994)는 기분이 우울할 때, 평소의 자신

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화가 났을 때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의복

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부정적인 기분상태에서 여대생들의 경우 더 많은 의

복 구매행동이 이루어졌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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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긍정적 감정 

감정적 반응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감성적 반응을 말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부정적인 2차원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긍정적인 감

정은 구매된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 경험에 의한 정서적, 감정적 반응 중에서 긍

정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Oliver(1991)와 Westbrook(1987)은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는 동안 경험하는 감정은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소비자의 긍정적 감정차원은 만족과 정(+)의 관계가 있었으며, 부정적 감

정차원은 만족과 부(-)의 관계 혹은 불만족과 정(+)의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Mano & Oliver(1993), Oliver(1993)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정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부정적 감정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부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은 구매 된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 경험에 의한 정서적, 감정적 반

응 중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중독구매는 구맹동기 자체가 상품의 효

용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왜곡된 중독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

을 가진 소비자는 심리적 보상이나 긴장해소를 위해 과도하게 구매하게 되며,

중독구매에 따른 금전적 문제로 인하여 구매후의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뒤따른

다(D'Astous, 1990).

중독구매자는 쇼핑을 하기 전에는 슬픔, 우울, 긴장, 불안 등을 느끼는데 쇼핑

을 하는 동안에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불편한 감정이 줄어들며 쇼핑 이후에는

쇼핑한 것에 대한 죄책감, 슬픔, 우울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Dittmar &

Drury, 2000). 또한, 중독구매자는 구매하는 물건에 대한 애착은 적고 쇼핑이 두

려움이나 죄책감, 불안감 등과 관련되어 있었고 구매를 통해 일시적으로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지만 구매 후 부정적 감정인 후회가 높게 나타났다. (Faber

& O'Guinn, 1988).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중독구매성향은 구매 후 형성

된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중독구매성향은 구매 후 형성된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중독구매성향은 구매 후 긍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중독구매성향은 구매 후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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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 후 행동

3.1 재구매

고객의 재구매 의도는 어떤 특정 점포나 서비스 또는 제품을 계속해서 이용

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재구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혜림(2005)

은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고객가치가 소비자가 쇼핑을 하면서 경험하는 감정적

반응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것이 재구매 의도에도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긍정적 반응이 고객만족과 재구매 의도로 연결된다

는 결과로 나타났다. 홍주빈(1997)의 연구에서 구매만족이 구매 후 태도에 영향

을 미쳐 고객의 만족이 높을수록 재구매 의도가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3.2 반품 및 교환

유통업체는 소비자 만족을 고취하기 위한 서비스로 일정한 시간 내에 반품

및 교환을 허용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결정을 심사숙고하거나, 구매한 상품

과 서비스에 대하여 숙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들어 패션상품의 유행이 짧

아지고 스타일이 다양화되며 소비자 취향도 세분화 되는 등 패션상품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높아지고 있는 반품률은 유통업체들

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반품 및 교환 보다는 물건을 직

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의 경우 이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TV홈쇼핑의 경우 구매 후 30일 이내에 반품이라는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유

리한 반품조건은 사업초기 케이블 TV 홈쇼핑 시장을 급성장시키는 견인차 역

할을 했지만, 이제는 홈쇼핑업계 수익성 부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패션 상품의 주문취소나 반품은 온라인 유통업체들에게

있어 효율적인 경영전략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의 반품사유 중 하나인 충동구매행동은 외적인 자극에

의해 소비자의 심리상태가 불균형을 이루어 저항하기 힘든 갑작스럽고 즉각적

인 감정적 측면이 유발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충동구매자들

은 계획구매를 중시하기보다는 충동구매 후 반품을 하거나 취소, 환불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나타났다(정선혜, 2003). 중독구매자들은 비중독구매자 보다 불만

족한 제품들을 교환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고 구매한 제품에

대한 반품정책이나 제도에 유난히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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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빈번히 할 가능성이 큰 사람 일 수 있다고 나타났다(백화점협회, 2006).

3.3 부정적 구전

구전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사람간의 구

두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Marsha(1984)는 구전행동은 최소

한 친구, 아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제품경험을 알리는 행위

하고 하였고, 구전은 여러 불평, 불만족, 시장변수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 구전

은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원인은 생생하고 설득력이 더 높기 때문에 제

품판단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구전이란 제품이나 마케팅 조직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

션의 대상을 평가 절하하는 소비자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였다

(Marsha, 1984). 특히 소비자는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

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구전은 긍정적인 구전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임종원 외, 1994).

앞에서 샆펴본 소비자의 구매 후 행동은 선행변수인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희 외(2011)는 인터넷 쇼핑시 고객 쇼핑동기에 따라 서

로 다른 유형의 감정을 경험하며, 이러한 감정이 고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선행된 감정이 구매 후 행동에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홍용기 외 (2006)은 친숙함과 같은 정서적

요소는 구매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중독구매성향은

구매후 감정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구매 후 감정은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구매 후 형성된 감정은 재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구매 후 긍정적 감정은 재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구매 후 부정적 감정은 재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구매 후 형성된 감정은 반품 및 교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구매 후 긍정적 감정은 반품 및 교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구매 후 부정적 감정은 반품 및 교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구매 후 형성된 감정은 부정적 구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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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1 구매 후 긍정적 감정은 부정적 구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구매 후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 구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유통채널

정보전달 매체를 사용하는 쌍방향성의 무점포형 홈쇼핑을 온라인 쇼핑으로,

오프라인은 백화점, 할인점, 아웃렛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의하였다. 온라인

(online) 쇼핑몰의 매출이 규모나 성장률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온라인 매출수준은 오프라인(offline)에 비하여 아직 낮은 실정이다. 또한 의류제

품은 온라인 규모 시 지각된 위험이 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온라인 쇼핑

몰을 통한 의류제품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은 간단하게 집에 앉아서 상품정보 탐색에서부터 구매 그리고 결제까지 한꺼번

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고, 자세한 상품정보 제공이 가능해서 구

매자 입장에서는 다른 온라인 쇼핑업체와의 가격 비교를 할 수 있어 다양한 제

품의 종류와 제품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점포

를 찾아가 구입할 상품을 눈으로 확인하는 오프라인 채널에 비해서는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쇼핑조건과 방법의 차이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달라질 것이라 예측된다. 따라서 중독성향이 구매후 감정 및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은 유통채널에(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6. 중독구매성향에 대한 심리적 요인이 구매 후 감정 및 구매 후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은 유통채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패션관련 제품을 구입

해본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인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고, 중독구매성

향이 구매 후 감정(긍정적 감정/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 구매후 감정이 구

매 후 행동인 재구매, 반품 및 주문취소, 부정적 구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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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다. 또한 유통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유통채널에 따라 중독

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고 구매 후 감정 및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비교해 본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측정을 위한 항목추출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인구사회학적 문항,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패션제

품 구매행동, 심리학적 변인인 우울감,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보상심리, 충동성

을 측정하는 문항과, 중독구매성향을 측정하는 문항,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

정을 측정하는 문항, 구매 후 행동 변인인 재구매, 반품 및 주문취소, 부정적 구

전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패션제품 구매행동 측정문항은 구매행동을 연구한

전미애(2002), 하지명(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수정, 보완한 3문항으로서, 측정항목에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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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의 구매 경험, 주로 구매하는 유통채널, 구매 시기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요인 중 우울감,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보상심리,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울감의 측정에는 김진희(2000)

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5문

항을 포함하였고, 스트레스의 측정에는 DeLongis et al.(1998), 김정희(1995)와

김진희(2000)의 연구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한 5문항을 포함하였다. 자아존중감

은 이정민(2002), 허세정(2003)의 연구를 보상구매는 송인숙(1993)의 연구, 충동

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김철수(1996), 권상희(1988), 종은영(2002)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3문항을 포함하

였다.

셋째, 중독구매성향 측정 문항은 Faber and O'Guinn(1992), 이정민(2003), 송

인숙(1993), 이승희ㆍ정진원(2005)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13문항을 포함하였고, 구매 후 감정의 측정은 패션

제품 소비자의 중독구매 후 소비감정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접근하

여 Oliver(1997), 김은정(2005)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

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긍정적 감정 6문항과 부정적 감정 5문항을 포함하였

다.

마지막으로 구매후 행동 측정에서는 재구매 관련 연구(Cronin and

Taylor(1992), Blodgett et al.(1997), 이유재(1997), 반품 및 교환은 하지명(2002),

김은정(2005)의 연구, 부정적 구전은 Blodgett et al.(1997), Maxham &

Netmeyer(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부정적 구전문항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설

문지 마지막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측정을 위한 문항으로 연구대상의 나이, 학

력, 직업, 결혼여부, 가정의 총 월수입, 6개월간 구매횟수, 6개월간 구매 금액으

로 구성하였다.

2.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의 추출은 편의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중독구매자

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O'Guinn & Faber, 1989;

D'Aatous et al., 1990; Scherhorn, 1990),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패션제품

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8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본 조사는 만18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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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Cronbach‘s α

심

리

적

요

인

우울감

1.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764

3. 나는 슬프다.

5. 나는 예전보다 더 쉽게 짜증을 내는 편이다.

8. 나는 예전보다 울고 싶을 때가 많다.

11. 나는 예전처럼 잘 자지 못한다.

스트

레스

2. 신체적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

.641

6. 가족(부모, 형제, 일가친척)이나 친구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

15. 일의 마감시간이나 목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18. 내가 하는 일의 종류와 양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다.

22. 생활비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다.

자아 4.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828

상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82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78부를 제외한 404부를 이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수

의 응답자가 20, 30대이며, 미혼으로 젊은 연령대이고, 학력은 대학재학 또는 졸

업 수준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며, 월 가계수입은 200만원-400만원대로 소득

수준은 중간계층의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Ⅳ. 연구결과

1.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결과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을 대표적인 측정방법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

하여 내적 일관성의 여부를 측정하였고 <표 1>, 그리고 Anderson과

Gerbing(1988)에 따라 다항목척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χ²=2145.7, p <.000, RMR=.051, GFI=.866,

AGFI=.797, NFI=.758), 제안된 모형을 검증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설명력이 낮은 측정항목을 제거 한 이후, 제

거 전의 모형보다 전체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표 1> 신뢰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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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

7.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9. 나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2. 내가 가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16. 나에게는 좋은 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보상

구매

10. 나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아진다.

.817

14. 나는 일상생활에 대해 불만이 생길 때나 마음이 허전할 때

무언가 물건을 사서 기분을 풀 때가 있다.

17. 나는 답답할 때 밖에 나가 물건을 구경 또는 구입하기도

한다.

19. 나는 답답할 때 쇼핑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충동성

13. 나는 무언가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들면 그 생각을 억누를

수 없을 때가 있다.

.675
20. 나는 계획하지 않았던 제품을 즉흥적으로 구입한 경험이

있다.

21. 나는 처음 보는 제품에 마음이 갑자기 끌려 계획 없이

구입해 본적이 있다.

중독

구매

성향

1. 나는 돈이 없어 할부를 해서라도 사고 싶은 패션제품을

보면 사곤 한다.

.867

2. 나는 단지 싸게 할인판매하기 때문에 종종 물건을 산다.

3. 나는 월급(용돈)날이 돌아올 때 쯤 돈이 남아 있으면

써버리고 만다.

4. 나는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단지 어떤 물건을 좀 사고 싶을

때가 있다.

5. 나는 씀씀이가 헤퍼서 다른 사람이 안다면 놀랄 것이다.

6. 나는 쇼핑하지 않는 날은 불안하다.

7. 나는 쇼핑하는 동안은 기분이 좋지만 쇼핑 후에는

우울하다.

8. 나는 물건을 산 후 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종종

후회한다.

9. 나는 쇼핑 시 종종 충동적으로 물건을 산다.

10. 나는 가끔 무언가 쇼핑하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을

때가 있다.

11. 내가 산 물건 중 바보같이 돈을 쓴 것으로 여겨질까

두려워 가족이나 친구 등 남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있다.

12. 나는 점포에 들어서면 무언가 사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

13. 나는 돈이 거의 안 남은 것을 알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곤 한다.

구

매

후

감

정

긍정적

감정

1. 나는 쇼핑 후에 행복하다.

.729

2. 나는 쇼핑 후에 뿌듯하다.

3. 나는 쇼핑 후에 만족스러운 기분이 든다.

5. 나는 쇼핑 후에 편안하다.

6. 나는 쇼핑 후에 즐겁다.

10. 나는 쇼핑 후에 기분이 좋다.

부정적

감정

4. 나는 쇼핑 후에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

.712
7. 나는 쇼핑 후에 우울하다.

8. 나는 쇼핑 후에 불안하다.

9. 나는 쇼핑 후에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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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제거 전 제거 후

표준회귀계수 t값 표준회귀계수 t값

우울감

11 0.443 　7.934 0.438 7.838

8 0.728 12.259 0.724 12.227

5 0.563 9.869 0.567 9.935

3 0.786 12.957 0.784 12.954

1 0.667 - 0.674 -　

스트레스

18 0.551 7.754 0.665 -

15 0.392 6.125 0.488 7.268

2 0.534 7.606 0.511 7.508　　

6 0.551 7.751 - -

22 0.516 - - -

자아

존중감

16 0.716 -　 0.719 -　　

12 0.761 13.844 0.758 13.823

9 0.614 11.310 0.615 11.342

7 0.700 12.832 0.698 12.807

4 0.743 13.554 0.746 13.628

보상심리

19 0.730 14.326 0.730 14.273　

17 0.692 13.562 0.695 13.568

14 0.801 - 0.801 -

10 0.680 13.295　 0.677 13.200　

충동성

21 0.611 10.614 0.736 11.534

20 0.644 11.106 0.771 -　

13 0.673 - - -

긍정적

감정

1 0.803 14.401 0.817 14.354

2 0.805 14.436 0.808 14.236

3 0.687 12.534 0.688 12.397

5 0.488 9.053 - -

6 0.687 12.530 0.673 12.146

10 0.700 - 0.693 -

부정적

감정

11 0.636 9.878 0.636 9.882

9 0.620 9.703 0.619 9.702

11. 나는 쇼핑 후에 걱정스럽다.

구

매

후

행

동

재구매

2. 나는 구입한 곳을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7305. 나는 구입한 곳의 제품을 다시 구매할 것이다.

8. 나는 구입한 곳을 다시 방문할 것이다.

부정적

구전

1.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매장의 제품을 사지 말라고

말렸다.
.749

3.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 제품에 대해 불평을 늘어 놓았다.

6. 인터넷에 불평의 글을 올렸다.

반품 및

교환

4. 나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것이다.
.610

7. 나는 반품처리 후 환불을 요구할 것이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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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823 11.528 0.824 11.542

7 0.802 11.387 0.802 11.398

4 0.575 - 0.576 -

재구매

2 0.595 9.619 0.598 9.620

5 0.764 10.548 0.766 10.469

8 0.719 - 0.715 -

부정적

구전

1 0.654 7.278 0.656 7.242　

3 0.795 7.634 0.795 7.581

6 0.425 - 0.423 -

반품

및 교환

4 0.837 - 0.838 -　　

7 0.626 10.104 0.625 10.110

적합도 지수

χ²=2570.9 P=.000 GFI=.805

AGFI=.781 CFI=.849

NFI =.736 RMR=.053

RMSEA=.048

χ²=2145.7 P=.000 GFI=.822

AGFI=.797 CFI=.866

NFI =.758 RMR=.051

RMSEA=.048

2. 연구가설 검증결과

Amos 7.0을 이용하여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본

뒤, 구매 후 감정(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이 소비자의 행동(재구매, 반품 및

교환, 부정적 구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체모형에 대한 가설은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2.1 전체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가설 1∼가설 5)

전체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X 2=2451.1, RMR=.064, RMSEA=

.053, GFI=.796, AGFI=.774, NFI=.724, CFI=.830으로 나타났다. 미국 심리학회에

서 제시하는 p<0.001, RMSEA 0.05, CFI 0.90 의 모형 수용기준에 대하여 본

연구모형은 거의 근접하였으므로 주어진 모형에 대해서 GFI, CFI 등 여러 지수

는 높고 최소 해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해 경로별 결과를 토대로 이론변수들 간의 관계를 요약하면 <표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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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경로계

수

표준

오차
t값

채택

여부

1-1 우울감( ξ 1) → 중독구매성향( η 1) .083 .104 .910 기각

1-2 스트레스( ξ 2) → 중독구매성향( η 1) .053 .071 .640 기각

1-3 자아존중감( ξ 3) → 중독구매성향( η 1) .129 .067 1.636 채택

1-4 보상구매( ξ 4) → 중독구매성향( η 1) .328 .051 4.760 채택

1-5 충동성( ξ 5) → 중독구매성향( η 1) .458 .058 5.894 채택

2-1 중독구매성향( η 1) → 긍정적 감정( η 2) .254 .052 6.780 채택

2-2 중독구매성향( η 1) → 부정적 감정( η 3) .555 .071 4.231 채택

3-1 긍정적 감정( η 2) → 재구매( η 4) .333 .086 4.894 채택

3-2 부정적 감정( η 3) → 재구매( η 4) -.201 .079 -3.192 채택

4-1 긍정적 감정( η 2) → 반품 및 교환( η 5) -.119 .086 -1.792 기각

4-2 부정적 감정( η 3) → 반품 및 교환( η 5) .431 .111 5.016 채택

5-1 긍정적 감정( η 2) → 부정적 구전( η 6) -.104 .042 -1.708 기각

5-2 부정적 감정( η 3) → 부정적 구전( η 6) .517 .071 5.009 채택

<표 3> 전체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그림 2> 전체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먼저, 심리적 요인(우울감,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보상구매, 충동성)이 중독구

매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우울감( γ 11= .083)과 스트레스( γ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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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온라인(N=153) 오프라인(N=251)

경로계수 t값 경로계수 t값

1-1 우울감 → 중독구매성향 .017 .094 .086 .760

1-2 스트레스 → 중독구매성향 .163 1.111 0.25 .244

1-3 자아존중감 → 중독구매성향 .186 1.280 .111 1.156

1-4 보상구매 → 중독구매성향 .440 3.671 .293 3.335

1-5 충동성 → 중독구매성향 .383 3.233 .481 4.600

2-1 중독구매성향 → 긍정적 감정 .197 1.986 .297 3.800

2-2 중독구매성향 → 부정적 감정 .569 4.134 .526 5.129

3-1 긍정적 감정 → 재구매 .348 3.313 .302 3.419

3-2 부정적 감정 → 재구매 -.266 -2.676 -.135 -1.700

4-1 긍정적 감정 → 반품 및 교환 -.194 -1.791 -.100 -.599

.053)를 제외한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γ 13= .129, p<.05), 보상구매( γ 14=

.328, p<.001), 충동성( γ 15= .458, p<.001)이 중독구매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독구매성향이 구매 후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중독구매성향은

긍정적 감정( β 21= .254, p<.001)과 부정적 감정( β 31= .555, p<.001) 모두에 유

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매 후 형성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재구매( β 42= .333, p<.001; β 43= -.201, p<.001)에는 모두 유의

한 영향을 나타내었지만, 반품 및 교환에 있어서는 부정적 감정( β 53= .431,

p<.001)의 영향만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구전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는

긍정적 감정의 영향( β 62= -.104)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부정적 감정의 영향

( β 63= .515, p<.001)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집단별 제안된 모형의 검증결과 -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비교(가설 6)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고, 구매 후 감정 및 구

매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통채널에 따라 비교검증하기 위하여, 온라인 집

단과 오프라인 집단에 따른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를 각각 검증하였다. 그 결과

는 <표 4>와 같다.

<표 4> 유통채널에 따른 경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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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정적 감정 → 반품 및 교환 .504 3.938 .346 2.733

5-1 긍정적 감정 → 부정적 구전 -.096 -.997 -.046 -1.279

5-2 부정적 감정 → 부정적 구전 .615 3.514 .417 3.409

적합도 지수

χ²=2451.1 P=.000

GFI=.685 AGFI=.652

CFI=.753 NFI=.550

RMR=.082

RMSEA=.065

χ²=2128.6 P=.000

GFI=.737

AGFI=.709

CFI=.809 NFI=.664

RMR=.069

RMSEA=.058

<그림3> 온라인 집단의 연구모형 검증결과

<그림4> 오프라인 집단의 연구모형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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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라인 집단에서 심리적 요인이 중독구매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면, 보상구매 성향과 충동성이 온라인 집단의 중독구매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라인 집단의 중독구매성향은 부정적 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집단의 부정적 감정은 재구매

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감정은 반품 및 교환, 부정적 구전에는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오프라인 집단에서는 심리적 요인이 중독구매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보상구매 성향과 충동성은 오프라인 집단의 중독구매성향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독구매성향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

정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긍정적 감정보다는 부

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중독구매성향이 높을수록 오프

라인 집단의 쇼핑 후 부정적 심리상태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긍정적 감정은 재구매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감정은 반품 및 교

환, 부정적 구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집단은 온라인의 편리성으로 인해 구매는 쉽게 이루지지만 이러한 구

매를 통해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되는 쇼핑으

로 인해 후회,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가 더해진다고 보여 진다.

오프라인 집단은 온라인 집단 보다 충동성의 영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오

프라인에서의 소비자들은 상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즉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접했을 때, 충동적 자극을 받고, 단순한 구매를 넘어 중독구매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와 함께 온라인 구매집단과 오프라인 구매집단의 경로차이를 통

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가 제약을 가하지 않는 자유모델(free

model)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가 유통채널에 대하여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제약모델(constraint model)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그 다음 두 모델

간의 카이제곱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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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X
2

df p

자유모델(free model) 2451.1 1152 .000

제약모델(constrained model) 2128.6 1152 .000

<표 5> 유통채널에 따른 다중집단비교 분석

카이제곱 차이 검증 결과, 자유모델은 X2=2451.1, df=1152, p value=(.000)이

며, 제약모델은 X2=2128.6, df=1152, p value=(.000)로 나타나 결과적로 나타나

카이제곱 값의 차이가 95% 3.8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집단과 오프라인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가설6은 채택되었

다 (표 5).

Ⅴ. 결   론

본 연구는 과연 소비자의 중독구매성향은 일반적인 소비에서 예상되는 구매

이후 감정 및 행동패턴에 또 다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 하였고, 구체적으로,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심리

요인을 살펴보고, 중독구매성향이 구매 후 감정(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과

구매 후 행동(재구매 / 반품 및 교환/ 부정적 구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연구의 결과, 첫째,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제외한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보상구매, 충동성이 중독구매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보상구매 성향과 충동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중독구매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자

아존중감이 보상구매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보상구매성향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중독구매에 이르게 되며(Scherhorn, 1990), 중독구매를 충동적 구매의 극단에

위치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Faber & O'Guinn(1989)의 결과와 일관된다.

둘째, 중독구매성향은 구매 후 형성되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모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구매성향은 구매 후 양면적 감정을

모두 수반하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중독구매성향은

두 가지 형태의 감정 중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에 대한 영향이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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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구매 후 형성된 긍정적 감정은 긍정적 감정은 재구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홍주빈(1997), 한혜림(2005)의 연구에서

소비자가 경험한 긍정적 감정이 재구매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구

매 후 부정적 감정을 느낀 소비자의 재구매는 낮아지고 반품 및 교환/부정적

구전은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허세정(2003), 김은정(2005)의 연구

결과 중독구매자들이 비중독구매자 보다 반품횟수가 더 많이 나온 것과 일치한

다고 볼 수 있다.

구매후의 감정이 구매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소비자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 졌으며, 긍정적인 감정은 재구매와 같이 긍

정적 행동에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구매후 부정적 감정은 재구매 같은 긍정

적 행동에는 (-)의 방향으로, 반품/교환, 부정적 구정의 부정적 행동에는 (+)의

방향으로, 양방향의 구매 후 행동에 더 명확하게 구매후 행동과의 연관성을 보

였다.

넷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따른 중독구매 연구모형의 경로를 비교

한 결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중 공통적으로 보상구매와 충동성이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게 중독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집단의

경우에는 보상구매가 충동성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보였고, 오프라인 집단의 경

우에는 충동성이 보상구매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오프라인에서의 판매

원의 서비스, 매장 환경, 다양한 상품에 대한 실제적 노출, 즉각적 소유성이 소

비자의 충동성을 높이고, 이는 중독구매성향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온라인 집단에서는 중독구매성향은 부정적 감정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오프라인 집단에서는 중독구매성향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 모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독구매성향이 오프라인 집단의 경우

에만 구매 후 긍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프라인에서의 판매원의 서비스, 매장 환경, 다양

한 상품에 대한 실제적 노출, 즉각적 소유성이 소비자에게 즐거움 등의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구매 후 감정이 구매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구매성향에 초점을 맞추고, 중독

구매성향이 구매 후 감정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연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중독구매성향은 구매 후의 양면적(긍정적, 부정적) 감정에 모두 영

향을 미치고, 특히 오프라인의 경우 긍정적 감정을 수반하는 것이 밝혀졌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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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후 감정은 일반적인 소비상황과 같이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부정적 감정의 영향이 긍정적 감정의 영향보다 크고, 또한 긍정적, 부정적 행동

에 모두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법을 이용한 실증적 연구를 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실증

적 연구와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를 함께 실시하여 중독구매자들의 심리적

요인을 보다 심도 있게 관찰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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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ddictive Shopping Orientation on Post-purchase

Emotions and Behaviors

Lee, Jin-Hwa* · Lee,Jeong-O**

There is no doubt that distribution channels and services greatly satisfy

consumers' desires. Lots of products and services, stimulate consumers to

purchase products to relieve their depressed feeling/stress temporarily,

leading them gradually to a shopping addiction. Shopping addiction generates

lots of problems, damaging not only consumers themselves but also other

consumers and the entire society.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psychological factors that affected addictive shopping

orientation of consumers, 2) to explore the effects addictive shopping

orientation on the post-purchase emotions(positive emotion/negative emotion),

3) to examine the effect of post-purchase emotions on post-purchase

behaviors (repurchasing/refund and exchange/negative word of mouth). 4)

the study explored the differences in terms of effects of addictive shopping

orientations on post-purchase emotions and behaviors, depending on the

retailing channel (online and off line).

The study perform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female adults older than

18 years old, living Seoul and Pusan areas. By using 404 copies for

questionnaire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Amos 7.0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It was found that psychological variables, self-esteem, compensatory

buying and impulsiveness, had significant effects on addictive shopping

orientations. Addictive shopping orientations affect both positive and negative

post-purchase emotions in case of off-line shopping. Negative post-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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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s have higher impact on the postpurchase behaviors than positive

post-purchase emotions.

Key Words : Addictive shopping orientation, Post-purchase emotions,

Post-purchase behaviors,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