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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ursued benefits and 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on repurchase in-

tentions. The research was comprised of a 2 (satisfaction after purchase: satisfaction versus dissatisfaction)

× 2 (product benefit type: utilitarian benefit versus hedonic benefit) × 2 (hyperopic disposition: high versus

low) model, designed with three mixed elements. The subject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68 female

university students aged 20 to 29 from the Seoul, Gyeong-gi do, and Chung-cheong do areas. We performed

a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d ANOVA using the SPSS statistic pack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erms of product benefit that influences repurchase intention based on whether

a consumer has experienced satisfaction after purchasing a fashion product, repurchase intention was high

for hedonic benefits regardless of the level of 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after a purchase. However, we

fou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ference when the hyperopic disposition of a consumer was taken into

account. When dissatisfied with a purchase, consumers with low levels of hyperopic disposition displayed

higher repurchase intentions for the products of hedonic benefit than those of utilitarian benefits. However,

when dissatisfied with a purchase, consumers with high levels of hyperopic disposition displayed low levels

of repurchase intention regardless of the type of product benefit. When consumers are satisfied with a pur-

chase, they are more likely to repurchase hedonic products than utilitarian products.

Key words: Satisfaction after a purchasing, Dissatisfaction after a purchasing, Product benefit, Hyperopic

disposition, Repurchase intention; 구매 후 만족, 구매 후 불만족, 제품편익, 원시안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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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소비자 욕구가 다양화되고 글로벌 경쟁이 확산

되면서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살

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Yi, 2000). 이

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제 고객만족은 재구매

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토대로

경영학에서는 구매 후 만족과 재구매에 관한 연구들(Yi

& Lee, 2006)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구매 후 만족의

결과변수로 재구매 의도와의 긍정적 관계가 밝혀졌지만

(Bolton & Lemon, 1999; Kang & Park, 2009), 두 변수

의 상관관계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 행동

예측시 제품과 소비자 그리고 상황적 특성을 함께 고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Mowen, 2000), 구매 후 만족 이후

의 소비자 행동예측에 제품특성이나 소비자 특성을 함

께 반영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Ahn et al., 2008).

일부 연구에 의하면 제품편익에 따라 추후 소비자 행

동이 다르게 나타나며, 소비자들은 실용적 편익보다는

쾌락적 편익이 충족되었을 때 더 긍정적인 재구매 의도

를 보였다(Chitturi et al., 2008). 이러한 매커니즘이 발

생되는 원인을 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이 제품편익 유

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한 Thompson and Ha-

milton(2006)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쾌락적

편익은 이미지적 정보처리(imagery information proces-

sing)를 유도하고 이러한 이미지적 정보처리는 제품의

혜택(benefit)에 초점을 두고 사고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반면, 실용적 편익은 분석적인 정보처리를 유도하며, 이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의 잠재적 문제점에 초점을 둔 사

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실용적 편익은 소비자들을 꼼꼼

히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행동하게 하여 구매 전 불만족

요인 등을 더 많이 상기시키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갖고 있는 본질적 성향에 상관없

이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소비자

를 불만족시킨 기업에서도 추후 쾌락적 편익을 제시해

주면 재구매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을까? 재구매 행동

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소비자 요인변수 중 하나인 소

비자의 원시안적 성향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양상은 달

리 나타날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원시안적(hyperopic)

특성은 재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ws & Poynor, 2008; Kivetz & Keinan, 2006). 가까

운 물체를 잘 보지 못하는 눈을 의미하는 원시안은 소

비자의 특정 행동을 가리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원시

안적 성향의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눈앞

에 보이는 쾌락을 피하고 사치품이나 쾌락재에 대한 단

점을 떠올리며 소비를 강하게 억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단지 소비에 인색한 소비자들과 구

분되는 특징이 있다면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삶에 대

한 회상을 했을 때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는 강한 후회

를 느끼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부도덕한 제품(사치품,

또는 탐닉재) 등을 구매한 경우보다 자신의 감정을 억

누르며 실용적이며 선한 제품에 대한 구매경험을 시간

이 흐르면서 더 많이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et

al., 2012; Kivetz & Keinan, 2006). 따라서 이들에게 구

매행동의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미래지향적인 혜택과 장

기적인 쾌락적 편익에 초점을 둔 메시지가 제시된다면

그들의 구매에 대한 인지부조화를 감소시켜 재구매 행

동을 유발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변인을 포함한 소비

자 행동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패션분야에선 그

동안 구매 후 만족은 주로 종속변수로 생각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며(Kim & Park, 2002; Lee &

Lee, 2003) 구매 후 만족과 재구매 의도라는 상황에 맞

추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소비자 특성변수 등을 함

께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제품의 추구편익과 구

매 후 소비자의 만족 정도에 따라 재구매 의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

구매 후 만족 정도와 패션제품편익이 소비자가 가진 원

시안적 특성에 의해 재구매 의도에 어떤 차별점을 보이

는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매 후 만족과 재구

매 의도의 변화 원인에 관한 연구는 자사의 제품을 구

매한 고객이 만족한 감정을 느끼고 다시 긍정적인 의사

결정을 하게 하는 원인을 규명해 재구매 의도와 브랜드

충성도를 높여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구매 후 만족과 재구매 의도

일반적으로 만족과 재구매 의도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재구매 의도는 사회심리학과

마케팅 분야에서 광범위한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Yi,

2000). 많은 연구들을 통해 만족과 재구매 의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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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강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나

(Anderson & Sullivan, 1993), 만족이 재구매 의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

고 있고 이들 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

다(Anderson et al., 1994).

구매 후 만족이 재구매로 이어지기 위한 변인들 중 외

적인 요인에 중점을 둔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유통업체와

의 경험한 기간이 만족에 중요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Bolton, 1998), Mittal and Kamakura(2001)

는 지역적 특성, 성별, 교육수준, 결혼여부, 나이, 자녀

수 등의 차이에 따라 만족의 용납가능수준(thresholds le-

vel)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소비자의 경험적 요인이 만족과 재구매에 영향을 주

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에서는 귀인이론을 적용하여 고

관여 제품에서는 귀인이 재구매 의도와 연결되나 저관

여 제품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밝혔으며(Ahn & Youn,

1990), Bowman and Narayandas(2004)는 구매 후 만족과

재구매 의도 사이에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재구매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의 외적인 요인과 경험적 요인만으로

구매 후 만족에 따른 구매 후 행동의도차이를 모두 설

명해 줄 수는 없다. 이에 Seiders et al.(2005)은 기존의

연구관점에서 탈피하여 향후 만족과 충성도 간의 상응

성을 밝힘에 있어서 외적인 요인과 경험적 요인 외에

새로운 소비자 특성요인의 발굴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

장하였다.

2. 패션제품의 편익과 연구가설

제품편익과 관련된 구매행동변화 원인을 규명한 연

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소비자의 과거 경험, 구매시점 요

인, 소비자 특성요인에 의해 행동변화가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Chitturi et al.(2008)은 실용적 편익과 쾌락

적 편익이 충족과 불충족되었을 때의 감정이 달리 나타

남을 검증하였다. 구매시점요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Ha et al.(2002)의 연구는 제품의 속성과 선택모드 및 선

택의 폭이 선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선택대안의 폭이

좁은 경우 쾌락과 실용적 편익이 아닌 중간적 속성만으

로 이루어진 편익을 선택하였으며, 선택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쾌락적 또는 실용적 편익이 강하게 제시된 대

안을 선택하였다. 또한 포기과업을 부여했을 때는 실용

적 편익이 강조된 대안을 우선적으로 포기하였으며, 획

득과업을 부여했을 때는 실용적 편익이 강조된 대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Chu and Roh(2009)는 온라인

상의 제품에 대한 평가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실용적

편익을 추구하는 제품에 호의도가 높아지며, 제품에 대

한 평가가 찬반양론으로 대립될 경우에는 실용적 편익

을 추구하는 제품은 쾌락적 편익 추구시보다 호의도의

저하가 크게 나타남을 검증하였다. 또한 제품편익과 소

비자의 구매행동차이의 원인으로 소비자 특성에 의한

조절효과를 살펴본 Ahn and Im(2008)은 자기감시성이

높은 집단은 쾌락적 편익이 기능적 편익보다 브랜드 애

착에 더 큰 영향을 주었고, 반대로 자기감시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실용적 편익이 쾌락적 편익보다 브랜드 애

착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의 제품편익에 관한 연구들은 소비자의

구매 전 상황이란 전제하에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구매

후 만족과 불만족을 느낀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은 구

매 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구매 후 만족/불만족 상황

에서 제품이 추구하는 편익에 따라 재구매 의도의 정도

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패션제품의 구매 후 만족여부에 따라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 제품편익에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

3. 소비자의 원시안적(hyperopic) 특성과 연구가설

2002년부터 소비자의 원시안적 특성을 마케팅에 적

용시킨 미국 콜롬비아대학의 Kivetz에 의하면 원시안

(hyperopia)적 성향의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Haws & Poynor, 2008). 따라서 이들은 장기적이

고 잠재적인 편익에 중점을 두고 행동하며, 과도한 미래

지향적 성향 때문에 단기적 기쁨을 위해서는 소비를 하

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Kivetz & Simonson, 2002).

하지만 항상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괴로움과 과

거를 회상했을 때도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는 강한 상실

감을 겪게 된다(Kivetz & Keinan, 2006). 반면 이들은

장기적 혜택을 추구하는 소비에는 수백만원도 거리낌

없이 지불하곤 한다(Houston, 2009). 이러한 점이 기존

에 분류되었던 단지 소비에 인색한 소비자와 구분되는

부분이다. 또한 단기적 쾌락추구에 인색한 이들은 특히

사치품 구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지만 장기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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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을 강조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난다(Haws & Poynor, 2008).

Haws and Poynor(2008)는 원시안적 소비자들의 미래

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연구에선 이전과 달리 해석수준이론

(construal level theory)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제품

광고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이들의 구매의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강한 원시안적 특

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제품의 실용적인 측면을 구체적

인 설명과 용어 등을 사용하여 설명할 때보다 오히려

이상적이며 추상적인 광고 메시지를 제공해 줄때 사치

품 구매의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검증하였다.

비록 국내에서는 원시안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아

직 없으나 구매 후 만족과 불만족을 경험한 원시안적 소

비자는 쾌락과 실용이라는 제품편익을 접하게 되었을

때 재구매 의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특히 쾌락적 편

익을 강조했을 때 재구매 의사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를 토대로 원시안적 특성의 조절효과와 관련

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패션제품의 구매 후 만족여부에 따라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 제품편익의 차이는 원시

안적 특성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집단 내 변수는 제품편익 유형이 되며, 집

단 간 변수는 구매 후 만족여부, 원시안적 특성이 되는

2(구매 후 만족여부: 불만족 vs. 만족) × 2(제품편익 유

형: 실용적 편익 vs. 쾌락적 편익) × 2(원시안적 특성: 고

vs. 저) 혼합설계로 구성하였다(Fig. 1).

2. 주요변인의 정의 및 측정도구

1) 구매 후 만족여부

본 연구에서 구매 후 만족이란 패션제품을 구매한 후

가지게 되는 기대와 사용 후 느끼게 되는 성과의 불일

치 정도로 형성되는 개념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Lee and Ha(2010)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시나리오를 구매 후 만족과 불

만족 상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조작의 현실

성을 높이기 위해 시나리오 제시 전에 시나리오 상황을

본인의 경험이라고 상상할 것을 요청하는 문구를 넣어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패션제품의 브랜드는 실제

브랜드명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피험자의 선입견과 그

에 따른 브랜드 효과를 통제시키고 순수한 제품분류 효

과를 측정하기 위해 가상브랜드인 “A브랜드” 또는 “B

브랜드”란 이름을 사용하여 혼재효과(confounding eff-

ects)를 제거하였다.

2) 제품편익 유형

제품편익 유형이란 소비자가 제품사용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결과로 실용적 편익과 쾌락적 편익으로 나누어

진다(Crowley et al., 1992). 이때 실용적 편익은 소비자

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며, 쾌락적 편익은 소비자의 오감을 만족시키

거나 혹은 소비자의 사회, 심리적인 상징적 욕구를 충족

시켜 주는 편익을 말한다(Holbrook & Hirschman, 1982).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Voss et al.(2003)에 의해

개발된 실용과 쾌락적 편익 척도를 이용해 추구하는 편

익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형용사(기능적인, 실

용적인, 패션적인, 감각적인 등)를 각각 선택한 후 신제

품 출시 관련 광고 메시지를 제시하여 제품편익을 조작

하였다.

3) 원시안적 특성

원시안이라는 것은 의학적 용어로서 가까운 것은 보

지 못하고 먼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말

한다(Tierney, 2009). 이를 측정하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Haws and Poynor(2008)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소비자의 원시안적 정도를 측정한 척

도를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였다(5점 리커트 척도 사용).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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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구매 의도

본 연구에서는 재구매 의도는 과거 구입했던 의류브

랜드를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ang and Park(2009)의 2개 문항을 수정 보

완하여 측정하였다(5점 리커트 척도 사용).

3. 실험대상과 실험절차

1) 예비조사

실험대상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도

시에 거주하는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Choi(2006)의 연구에 사용되

었던 실용적 관여도·쾌락적 관여도 측정문항을 이용

하였고, 사전조사의 대상 품목은 Jo(2000)가 FCB GRID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제품들을 토대로 이성과 감성적 편

익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운동화, 청바지, 니

트 카디건, 구두 등 총 4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본 연구

는 하나의 제품을 선정하여 그 제품에 대한 실용적·쾌

락적인 제품편익을 동시에 제시하여 소비자가 가진 재

구매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제품의 본질적인 실용

적·쾌락적 속성에 의한 결과의 편향성을 최대한 억제

하고자 함이다.

7점 척도로 이루어진 설문지에 총 4가지 패션제품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test를 수행한 결과 운동화는 실용

적 편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T = 3.58, p<.001), 니트 카

디건(T = −4.62, p<.001)과 구두(T = −3.78, p<.001)는 쾌

락적 편익의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바지의 실용적 편익(M = 5.19, SD = 1.54)과 쾌락적 편

익(M = 5.29, SD = 0.90)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T = −.36, N.S.), 본 연구에서는 실

험대상 제품으로 청바지를 선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

였다.

2) 본 조사의 연구대상 및 실험절차

본 연구의 본 조사는 총 199명의 서울·경기·충청

지역의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168명이 최종분석에 사용

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설계에 따라 구매 후 만족

과 불만족 2가지 상황에 피험자들을 무작위로 할당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매 후 만족여부와 제품편익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1단계 측정을 위해 피험자들

에게 본 조사는 평소 패션제품 구매시 갖고 있었던 생

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임을 안내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

다. 실험진행순서는 첫째, 피험자들이 구매 후 만족 상

황이 제시된 가상의 시나리오를 읽고 그 상황에 충분히

감정이입이 될 수 있도록 제시된 시나리오를 일정시간

동안 정독하도록 지시하였다. 둘째, 앞서 제시되었던 구

매 후 만족했던 경험이 있는 동일브랜드에서 새롭게 출

시될 실용적 편익과 쾌락적 편익이 각각 강조된 신제품

광고 메시지임을 숙지시킨 후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셋

째, 메시지를 읽은 후 피험자가 느낀 재구매 의도를 평

가하게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광고 메시지에 대

한 조작점검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1단계에서 나타났던 결과가 소비자의 원시안

적 특성에 의한 조절효과임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2단계에서는 피험자들에게 평소 생활태도에 대

한 설문 문항이 제시될 것임을 안내 후 피험자의 원시

안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구매 후 불만족

상황이 제시된 설문도 진행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

다. 문항의 내적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각 독립변인 조작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T-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원시안적 성향에 따라

구매 후 만족 정도와 제품편익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 상호작용

과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신뢰성 분석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원시안적인 특성은

총 6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α 계수가 .74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를

측정한 재구매 의도에 해당되는 문항도 0.80 이상의 높

은 Cronbach's α 계수를 나타냄에 따라 문항 간 바람직

한 내적일관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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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의 조작점검

본 연구에 사용된 구매 후 만족·불만족은 각 상황

을 가정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험

자에게 시나리오를 읽은 후 제품 구매 후 만족, 긍정적

인 느낌, 탁월한 선택임을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로 구

성된 3문항으로 측정하여 만족과 불만족 상황의 조작

점검을 실시하였다. 3문항의 Cronbach's α 계수가 .98으

로 매우 높은 내적일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 3문항

의 평균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

과 구매 후 만족상황(M = 4.16, S.D. = .54)과 구매 후 불

만족 상황(M = 1.58, S.D. = .50)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T = 31.41, p<.001). 따라서 구매 후 만족

상황에서 피험자가 느끼는 만족 정도가 불만족 상황에

서 보다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또한 실용적 편익과 쾌락적 편익의 조작점검을 위해

피험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본 후 느낀 제품의 실용적·

쾌락적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실용

적 편익 메시지에 대한 평균값은 쾌락적 평가(M = 2.25,

S.D. = .80)보다 실용적 평가(M = 3.63, S.D. = .8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T =

15.73, p<.001). 또한 쾌락적 편익 메시지에 대한 평균값

도 실용적 평가(M = 2.43, S.D. = .83)보다 쾌락적 평가(M

= 3.43, S.D. = .98)에서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T

= −11.86, p<.001). 따라서 제품편익의 조작은 성공적임

을 알 수 있다.

3. 조절변수인 원시안적 특성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Haws and Poynor(2008)의 연구에 근거

하여 원시안적 특성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서 5점

척도로 구성된 6개의 측정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중위

수인 2.83을 기준(median split)으로 원시안적 특성이 낮

은 집단(N = 76, 45.20%)과 높은 집단(N = 92, 54.80%)으

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원시안 특성이 낮은 집단의 평

균값은 2.18이며, 원시안 특성이 높은 집단의 평균값은

3.26으로 나타났다.

4. 분석결과

본 연구는 구매 후 만족·불만족 상황에서 제시되는

패션제품편익 유형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해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후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소비자의 원시안적

특성에 따라 조절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은 구매 후 만족·불만족 상황에서 제시되

는 패션제품편익 유형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원변량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Table 1>과 같

이 구매 후 만족여부와 제품편익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가설 1>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독립변

인인 구매 후 만족여부(F = 116.93, p<.001)와 제품편익

(F = 17.04, p<.001)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이들 변

인이 재구매 의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따라서 구매 후 만족상황일 때(M = 3.70) 불만

족 상황보다(M = 2.56) 더 높은 재구매 의사를 보이고 있

으며, 제품편익은 실용적 편익보다(M = 2.96) 쾌락적 편

익일 때(M = 3.24) 더 높은 재구매 의도를 나타내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용적 편익이 충족되었을

때보다 쾌락적 편익이 충족되었을 때 재구매 의사가 높

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Chitturi

et al., 2008).

따라서 의류업체의 고정고객 비율을 늘리고 고객의

재구매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용적 편익보다 쾌락

적 편익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실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2>는 원시안적 특성에 따라 구매 후 만족·불

만족 상황에서 제시되는 패션제품편익 유형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삼원변량분석결과이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패션제품의 구매 후

만족·불만족 상황, 구매 후 제시되는 제품편익 유형은

소비자의 원시안적 특성에 의해 조절되는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 = 6.46, p<.05), <가설 2>

는 지지되었다. 따라서 원시안적 특성 정도에 따른 <구

매 후 만족·불만족 × 제품편익>의 단순 상호작용을 분

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원시안적 성향이 낮은 집단(F = 4.24, p<.05)

에서 구매 후 만족·불만족이 재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1. The result of 2way-ANOVA analysis

Source SS D.F. MS F-value

Level of Satisfaction

After Purchase (A)
106.15 1 106.15 116.93***

Product Benefit (B) 6.69 1 6.69 17.04***

A × B .01 1 .01 .0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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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편익(실용·쾌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2>가 지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Table 3>에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Table 4>와 같이 재구매 의사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을 실시하였다.

원시안적 특성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 구매 후 불만족

상황에서 실용적 편익의 제품(M = 2.44)보다 쾌락적 편

익의 제품(M = 2.94)에 대한 재구매 의도가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으며(F = 14.35, p<.001), 구매 후 만족상황에

서는 제품편익에 따른 유의한 재구매 의도의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M실용 = 3.62, M쾌락 = 3.72; F = .35, N.S.).

원시안적 특성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구매 후 불만족 상

황에서는 제품편익에 상관없이 낮은 재구매 의도를 보

였다(M실용 = 2.39, M쾌락 = 2.49; F = .47, N.S.). 그러나

구매 후 만족상황에서는 재구매 결정시 제시되는 제품

편익이 실용적(M = 3.50)인 것보다 쾌락적일 때(M = 3.89)

더 높은 재구매 의도를 보였으며, 이들 집단 간에는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F = 7.12, p<.05) 이는 <Fig. 2>와 같

다.

이러한 결과는 Kivetz and Simonson(2002)의 연구결

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원시안

적 특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편익

에 중점을 두고 행동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원

시안적 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은 구매 후 만족했던 경험

이 있는 브랜드에서 신상품을 출시했더라도 제품편익

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고자 하는 성향

때문에 제품편익에 따른 재구매 의도가 달리 나타났다.

하지만 불만족했던 제품의 경우 추후 제시되는 편익에

상관없이 낮은 재구매 의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래

에 대한 강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원시안적 특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제품의 실용적인 측면을 구체적인 설

명과 용어 등을 사용하여 설명할 때보다 오히려 이상적

이며 추상적인 쾌락적 광고 메시지를 제공해줄 때 사치

품 구매의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검증한 Haws and

Poynor(2008)의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이에 반해 원시안적 성향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는 구

매 후 만족했던 브랜드의 경우, 추후 제시되는 제품편

익에 상관없이 모두 높은 재구매 의도를 나타내었다. 또

한 구매 후 불만족을 경험한 상황이더라도 추후에 제시

되는 편익이 쾌락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높은 재구

매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용적 속

성을 제시하였을 때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쾌락적 편익이 더 높은 재구매 의도를 유

발하는 속성임을 재확인하였다.

Table 2. The result of 3way-ANOVA analysis

Source SS D.F. MS F-value

Level of Satisfaction

After Purchase (A)
107.13 1 107.13 118.79***

Product Benefit (B) 6.72 1 6.72 17.60***

Hyperopic Disposition (C) .18 1 .18 .20

A × B .01 1 .01 .02

B × C .11 1 .11  .29

A × C 1.61 1 1.61 1.79

A × B × C 2.47 1 2.47 6.46*

*p<.05, ***p<.001

Table 3. The result of simple interaction effects

Source SS D.F. MS F-value

Level of Satisfaction After 

Purchase × Product Benefit at 

Hyperopic Disposition (Low)

2.01 1 2.01 4.24*

Error 35.61 75 .47

Level of Satisfaction After 

Purchase × Product Benefit at 

Hyperopic Disposition (High)

1.07 1 1.07 2.92

Error 33.18 91 .36

*p<.05

Table 4. The result of the simple main effect

Source SS D.F. MS F-value

Dissatisfaction × Product 

Benefit at Hyperopic 

Disposition (Low)

5.25 1 5.25 14.35***

Error 15.00 41 .37

Satisfaction × Product

Benefit at Hyperopic 

Disposition (Low)

.18 1 .18 .35

Error 17.19 33 .52

Dissatisfaction × Product 

Benefit at Hyperopic 

Disposition (High)

.23 1 .23 .47

Error 20.25 42 .48

Satisfaction × Product

Benefit at Hyperopic 

Disposition (High)

3.64 1 3.64 7.12*

Error 17.37 34 .5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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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구매 전 상황을 전제로 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구매 후 상황을 전제로 진행하였으며, 소비자의

원시안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패션제품을 구

매한 후 만족·불만족의 상황에서 추후에 제시되는 제

품편익에 따라 재구매 의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검

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패션제품 구매 후 만족여부에 따라 재구매 의

도에 영향을 주는 제품편익은 구매 후 만족·불만족에

상관없이 모두 쾌락적 편익일 경우 재구매 의도가 높게

나타나 기각되었다. 하지만 이는 구매시에는 쾌락적인

측면이 실용적인 측면보다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고 밝힌 Choi(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또한 실용적 제품을 접한 소비자는 주로

제품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제품을

평가하지만 쾌락적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이 제공하는

무형의 혜택이나 이미지, 소비과정에서의 느낌이나 환

상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품을 평가한다는 선행연구

(Mittal, 1989)와 일치한다. 즉 실용적 편익의 제품을 접

한 소비자는 객관적 기준인 제품속성이나 과거 구매경

험 등에 의거한 정보처리과정을 거치지만 쾌락적 편익

의 제품을 접했을 때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기준 즉 향후 사용했을 때의 느낌과 이미지 등에 중점

을 둔 정보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패션제품의 구매 후 만족여부에 따라 재구매 의

도에 영향을 주는 제품편익의 차이는 원시안적 특성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가진 원

시안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는 구매 후 만족여부

와 제품편익에 따른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들의 개인차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는 유의한 차이가 발

견되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구매 후 만족여

부와 제품편익은 소비자의 원시안적 성향에 따라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기업의 타깃고객에 대한 명

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고려를 통해 기존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에 기존 불만족한 경

험을 가진 고객을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해 대응하는 것

이 아니라 차별적인 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치 못한 실수로 인해 소비자들

에게 불만족을 겪게 한 패션업체에서는 원시안적 성향

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분류해 추후 제품을 출

시할 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만족 사례를 극복

하기 위해 원시안적 성향이 낮은 집단에 자사 제품만이

가진 매력적인 쾌락적 편익을 알리는 마케팅 노력을 기

울인다면 소비자의 긍정적 구매 후 행동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원시안적 성향이 높은 집단은

구매 후 만족시에도 재구매 행동 시 여러 가지 편익을 따

져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게는 불

만족을 경험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만 지속가

능한 브랜드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내적인 성향파악은 고

객관계관리(CRM)에 필수요소로 작용됨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소비자의 내적인 성향파악은 소비자의 무의식적

Fig. 2. Repurchase intention in accordance with product benefit, satisfaction after purchase and hyperopic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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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비자 태도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을 본 연구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에

소비자의 외적인 요인과 경험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에

치중하여 CRM을 진행하였던 기업에서도 이제는 소비자

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고객분류를 확

립하여 고객을 응대해야 효과적인 신상품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구매 후 만족을 결과변수로 간주

해 진행해왔던 연구관행에서 벗어나 구매 후 만족여부

를 전재로 하여 진행하였으며, 구매 후 상황과 구매 후

제시되는 제품편익이 소비자의 원시안적 특성에 따라

조절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구매시 접하게 되는

소비자의 구매상황, 구매 후 제공되는 제품편익, 소비

자의 특성을 본 연구를 통해 동시에 고려하여 통합적으

로 접근하였다는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충청지역의 20대 여자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기에 분석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조사시에

는 연령과 성별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구매 후 만족(불만족)차원을 실

용적, 쾌락적 측면 모두에서 만족한 상황으로 설정하였

으나 추후에는 어떠한 제품편익에 의해 만족했었는지

의 여부에 따라 재구매시 제시되는 제품편익과의 관계

와 재구매 의도의 차이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쾌락·실용적 속성이 비슷하게

형성된 하나의 제품만을 가지고 실험을 실시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쾌락적 성격이 강한 제품과 실용적 성

격이 강한 제품을 각기 하나씩 설정하여 구매 후 만족

여부에 따라 재구매 의도가 소비자의 원시안적 특성에

따라 조절되는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는 구매 후 제시되는 편익이 쾌락

적일 때 재구매 의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도출하

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이 실용적인 속성이

강한 제품에서도 나타날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진행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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