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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hopping is traditional method to purchase products in a modern society. Fashion products are one of

the most popular product categories sold and impulsively bought online.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of shopping value, positive emotion, urge to buy impulsively, and e-impulse buying in the con-

text of shopping for apparel product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developed from the literature was

administered in class to 501 female college students in Busan. AMOS 21.0 estimat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e-impulse buying using a correlation matrix with a maximum likelihood. The analysis of the data

supported most of the predictions. The results suggested that consumer shopping values (hedonic shopping

value and utilitarian shopping value) had a positive effect on positive emotion; in addition, positive emotion

urge to buy impulsively directly affected the e-impulse buying of apparel products. In the structural model,

e-impulse buying of consumers can be predicted by the attitudinal component (e.g., shopping values), emo-

tional factors (e.g., enthusiastic or proud), and the urge to buy impulsively felt by young consumers. There

are implications that both positive emotion and impulsive buying are important predictors for the e-impulse

buying of apparel products by consumers. Moreover, the urge to buy impulsively was an important media-

tor to determine the e-impulse buying of apparel products. This study provides insight to retailers and rese-

archers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the e-impulse buying of ap-

pare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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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터넷 쇼핑은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2011 Survey

on the Internet(2011)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 중 인터

넷 쇼핑을 경험한 이용자가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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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 여성(72.1%)이 남성(57.9%)보다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

품은 악세사리, 의류, 신, 스포츠용품 등과 같은 패션제

품(71.7%)이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나 악세

사리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는 일반제품에 비

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러

한 제품에 대한 충동구매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Park et al., 2012; Wells et al., 2011). 특히, 의류제품

은 대표적인 경험적 제품으로 충동구매와 같은 여러 유

형의 쾌락적 소비자 행동을 유발한다(Park & Kim, 2008;

Son & Youn, 2012). 인터넷 쇼핑몰 마케터들은 소비자

와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이 무엇인지, 인터넷 구매

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자 노력

하고 있다.

패션제품의 인터넷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특성 중 하나인 쇼핑가치는 쇼핑이라는 상황에서 소비

자가 지니고 있는 가치로 쾌락적 쇼핑가치와 실용적 쇼

핑가치의 두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들의 쇼핑가치는 소비자들이 쇼핑과정에서 느끼는 즐

거움, 흥분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쾌락적 쇼핑가치를 지닌 소비자

들은 실용적 쇼핑가치를 지닌 소비자들보다 흥분, 신뢰

감 등의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꼈고 불쾌감은 덜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Kang, 2005; Park et al.,

2006; Park & Yoh, 2010; Park, 2012; Yuksel, 2007). 이

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선호가 더 많이 작용하는 의류

제품의 충동구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긍정적

감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 중요하다(Yoon & Moon, 2009). 인터넷 쇼핑과정에

서 의류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긍정

적 감정은 쇼핑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긍정적

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쇼핑몰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충동구매행동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Hong & Lee, 2005; Sohn, 2007).

또한 국외 연구에서 패션제품을 쇼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구매압박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소

비자들의 실제적인 구매행동으로 연결되어 충동구매의

가능성은 증가하였으므로 구매압박감은 인터넷 충동구

매(이하 e-충동구매)의 중요한 선행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Verhagen & Dolen, 2011; Zhao, 2010).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쾌락적 인지를 많이 할수록 구

매압박감이 높아졌으며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Parboteeah et al., 2009).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의류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토트백 같은

패션악세서리류나 CD 케이스 등을 판매하는 일반쇼핑

몰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충동구매를 일으

키는 중요한 선행변수인 구매압박감이 e-충동구매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

정이다.

이와 같이 쇼핑 관련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

비자들의 쇼핑가치와 소비자들이 쇼핑 중에 느끼는 긍

정적 감정, 구매압박감, e-충동구매의 관계에 대한 단편

적인 연구들은 일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의

류제품보다는 패션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의류제품의

쇼핑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쇼핑가치와 소비자가 느끼는

긍정적 감정, 구매압박감이 e-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서 의류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쇼핑가치가 쇼핑

할 때 느끼는 긍정적 감정, 구매압박감을 통해 충동구

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의류제품을 판매하

는 인터넷 쇼핑몰 관련 마케터들에게 e-충동구매와 연

관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쇼핑가치

쇼핑가치는 쇼핑과정에서 소비자가 갖는 가치로써

단순한 제품의 획득이 아닌 쇼핑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Cho, 2009). 특히, 패션제품 구매와 연관된 쇼핑가치는

특정 패션제품이 제공하는 속성으로부터 인지되는 개

인적인 혜택으로 구매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Park et al., 2006). 쇼핑가치에 대한 연구는 1990년까지

는 주로 쇼핑과정에서의 실용적 측면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로는 쇼핑에서의 쾌락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쾌락적 쇼핑가치와 실용적 쇼

핑가치를 함께 진행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Park

& Yoh, 2010; Zhao, 2011).

인터넷 쇼핑에 관한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의 쇼핑가

치는 쾌락적 쇼핑가치와 실용적 쇼핑가치의 두 차원으

로 나뉘어 연구되었다(Park & Kang, 2005; Park & Yoh,

2010). 쾌락적 쇼핑가치는 단순한 제품의 획득을 위한

쇼핑행위보다는 주관적이며 재미와 즐거움을 통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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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는 가치를 말한다(Kim, 2012). 소비자들의 구매경

험이 증가할수록 쇼핑과 연관된 쾌락적 가치가 높아지

는데 이는 쇼핑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

험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만족감이 높아지며 스스로의

자부심이 강화되어 쾌락적 가치의 요소들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Jonathan et al., 2006). 의류제품의

인터넷 쇼핑과정에서 쾌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들은 인터넷 사용기간이 길수록, 여성보다는 남

성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의류제품의 구매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Lee, 2005).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

매할 때도 쾌락적 쇼핑가치가 높은 소비자들은 실용적

쇼핑가치가 높은 소비자들에 비해 쇼핑몰 환경으로부

터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며 쇼핑과정에서 흥분, 신뢰

감, 불안감은 더 느꼈으나 불쾌감은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매의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ark & Kang, 2005).

실용적 쇼핑가치는 쇼핑을 통해 논리적이고 합리적

으로 자신이 계획했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수준으로(Kim, 2012), 실용적 쇼핑가치가 높

은 소비자들은 쇼핑을 하나의 과업으로 인식하고 과업

과 관련한 정보탐색과정을 거쳐 논리적이며 합리적으

로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상대적으

로 많은 정보탐색을 하는 경향이 있다(Cho, 2009). 실용

적 쇼핑가치가 높은 소비자들은 쾌락적 쇼핑가치가 높

은 소비자들에 비해 제품의 가격이나 쇼핑시간대, 결제

방식 등의 요인이나 쇼핑의 편의성, 효율성에 관심이 많

으며 쇼핑시간이 비교적 짧고 계획적인 구매행동이 이

루어지는 경향이 있다(Shin, 2006).

2. 긍정적 감정

의류제품 쇼핑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적 상태인 감정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쇼핑과정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이 쇼핑 관련 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8; Park, 2012). 의류

제품의 쇼핑과정에서의 충동구매를 이해하려면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선호에 의해 이루어지는 패션제품

의 구매특성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긍정적인 감정을 형

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Yoon & Moon,

2009).

인터넷 쇼핑과정에서 느끼는 소비자들의 긍정적 감

정은 관심과 기쁨의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되기도

하고(Kim, 2008; Sohn, 2007) 즐거움, 성취감, 행복, 편

안함으로 구분되기도 하며(Suh & Kim, 2002), 서비스

쇼핑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만족스러운 긍정적

인 감정은 기대감, 행복, 긍정적 놀라움으로 구성되기

도 하였다(White & Yu, 2005).

선행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긍정적 감정은

쇼핑가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과정에

서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긍정적 감정들이 누적되면서 쾌

락적 쇼핑가치를 형성하였으며(Ahn & Lee, 2011), 구매

경험으로 많아질수록 쾌락적 쇼핑가치가 높아지면서 이

후의 쇼핑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긍정적 감정을 더 강하

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thwick et al., 2001).

특히 인터넷 쇼핑과정에서는 소비자들의 쾌락적 쇼핑가

치와 실용적 쇼핑가치 모두가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2; Yuksel,

2007).

즉,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긍정적 감

정은 의류제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

었으며 여러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비자들의

쾌락적 쇼핑가치와 실용적 쇼핑가치는 인터넷 쇼핑몰

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긍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쳤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1: 소비자의 쾌락적 쇼핑가치가 높을수록 긍정

적 감정을 많이 느낄 것이다.

가설 2: 소비자의 실용적 쇼핑가치가 높을수록 긍정

적 감정을 많이 느낄 것이다.

3. 구매압박감

구매압박감은 어떤 것을 사고 싶은 갑작스러운 충동

또는 충동적인 느낌이며, 인터넷 쇼핑과정에서의 구매

압박감은 인터넷 환경에서 특정한 자극에 의해 발생하

는 감정적 반응으로 즉시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의

지를 말한다(Zhao, 2010). 이러한 충동적인 구매압박감

은 경험을 통해 발생되는 욕구의 상태로 자발적인 설득

에 의해 느끼는 강렬한 감정이며 실제 구매행동 전에

갑자기 그러나 자연스럽게 나타난다(Parboteeah et al.,

2009).

구매압박감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감정 및 충

동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나 아직 미비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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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긍정적 감정은 구

매압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Verha-

gen & Dolen, 2011), 인터넷 쇼핑몰의 환경 자극에 의해

소비자들은 즐거움과 사고 싶은 감정을 느꼈고 이러한

감정들은 소비자들의 구매압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Zhao, 2010).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

비자들이 쾌락적 인지를 많이 할수록 구매압박감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arboteeah et al., 2009). 오프

라인에서도 소비자들이 쇼핑과정에서 긍정적 감정을 많

이 느낄수록 구매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Beatty & Ferrell, 1998). 이와 같이 인터넷 쇼핑과정

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긍정적 감정은 어떤 것을 사고

싶은 갑작스러운 충동 또는 충동적인 느낌인 구매압박

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소비자가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구매

압박감을 많이 경험할 것이다.

4. e-충동구매

e-충동구매란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가 사전 구매계획

없이 통제하기 어려운 급격한 감정에 의하여 혹은 기분

에 따라서 혹은 마케팅 자극에 의해 갑작스럽게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쾌락적으로 복잡한 감정적 갈등을

동반한다(Kim, 2002; Lu, 2011; Uam, 2003). 이러한 e-

충동구매는 구체적인 구매계획 없이 자극을 접한 후 구

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계획구매에 포함되기도 하

며, 문제인식이나 정보탐색, 대안평가과정이 결여된다

는 점에서 계획구매와는 구분된다(Yoon & Moon, 2009).

인터넷 쇼핑은 쉬운 정보획득 및 저렴한 탐색비용, 제

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많은 가격혜택과 구매편리성 등

으로 인해 오프라인에 비해 더욱 빈번하게 e-충동구매가

발생한다(Jin, 2011; Kim, 2000).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

비자들이 긍정적 감정을 느낄 때 구매압박감이 자극되었

으며 이어서 구매압박감은 충동구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Kim, 2008; Park et al., 2006).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쇼핑

과정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계획된 충동구매행동, 상기된 충동구매행동, 패션지향

적 충동구매행동은 증가하였으며(Park, 2005),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이 충동구매를 더 많이 자극하였

다(Park, 2012). 특히 의류제품 쇼핑과정에서 소비자들

의 쾌락적 소비성향과 충동적 구매성향은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긍정적 감정을 매개로 충동구매행동을 유발

하였으며(Park & Kim, 2008), 인터넷 쇼핑흥미도가 높

은 소비자일수록 제품의 소재, 세탁 및 관리법, 가격과

같은 제품정보에 의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고 이로 인

한 충동구매행동이 발생하였다(Park & Koh, 2008).

또한 e-충동구매과정에서 쾌락적 지각이 구매압박감

에 영향을 미쳤으며(Parboteeah et al., 2009), 구매압박감

은 충동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Verhagen & Dolen, 2011; Zhao, 2010) e-충동구매에 대

한 구매압박감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소비자가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e-충

동구매를 많이 할 것이다.

가설 5: 소비자가 구매압박감을 많이 느낄수록 e-충

동구매를 많이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의 쇼핑가치, 긍정적 감정, 구매압박감, e-충동

구매 간의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도출한 가설을 중심으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변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

지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문항은 선행연구결과에서 신뢰

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쇼핑가치 7문

항(Babin & Griffin, 1998; Shin, 2006), 긍정적 감정 4문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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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Verhagen & Dolen, 2011), 구매압박감 4문항(Parbo-

teeah et al., 2009; Verhagen & Dolen, 2011; Well et al.,

2011), 충동구매 4문항(Lim & Hong, 2004; Wang, 2011)

및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

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

항내용에 대해 높게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부산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들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제품을 구

매한 경험이 있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

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2012년 8월에 총 600부를 배

포하였고 설문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수되지

않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것과 분석이 불가능한 응

답을 제외한 50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

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4.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0.7세였으며, 하

루에 인터넷 이용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49.3%)

이 가장 많았고, 최근 3개월 내에 인터넷 쇼핑을 통해

의류제품을 구매한 빈도는 1~2회(54.9%)가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였다. 인터넷 쇼핑을 통한 의류제품의 월평

균 구매비용은 5~10만원 미만(40.5%)이 높게 나타났고

가장 많이 구입한 의류제품은 티셔츠(39.9%)였으며 11번

가, G마켓과 같은 종합쇼핑몰(51.1%)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분석

연구모형의 변수인 쇼핑가치, 긍정적 감정, 구매압박

감, e-충동구매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고 크론바하 알파값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변수들의 요인구조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쇼핑가치는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

며 요인들의 전체 분산 중 설명력은 75.89%였고, Cron-

bach's α값은 .81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요인 1은 쇼핑하는 것을 신나는 것이다, 필요한 물건이

꼭 없더라도 쇼핑이 즐겁고 재미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쾌락적 쇼핑가치’라 하였고, 요인 2는 꼭 필요한

제품이 있을 때만 쇼핑한다, 쇼핑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

한 수단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어 ‘실용적 쇼핑가치’라 명명하였다. 긍정적 감

정, 구매압박감, e-충동구매는 모두 단일요인으로 추출

되었으며 각각 전체 분산의 65% 이상을 설명해주었고

신뢰도 계수는 .82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여

주었다.

변수들의 수렴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수에 대한 각 측정변수들의 적

합도 지수는 양호하게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각 잠재변

수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χ
2
=364.54,

df=122, p=.00, GFI=.93, AGFI=.90, NFI=.92, CFI=.95,

RMR=.04). 집중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

여 표준화 요인부하량, 평균 분산추출값(AVE), 잠재변

수 신뢰도(CR)을 살펴본 결과 각각 0.68 이상, 0.57 이

상, 0.8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과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Lee & Lim, 2011). 판별타당성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잠재변수 각각의 AVE와 그 두 잠재변수 간

의 상관관계제곱을 비교한 결과, <Table 2>와 같이 각

잠재변수의 평균 분산추출값이 모든 잠재변수 간의 상

관제곱값보다 큰 것을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구매압박

감과 e-충동구매 각각의 AVE(0.57, 0.60)가 두 변수 간

의 상관관계제곱값(0.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2.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을 검증한 결과는 <Fig. 2>와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χ
2
=366.65, df=124,

p=.00, GFI=.93, AGFI=.90, NFI=.92, CFI=.95, RMR=

.04). 가설 1 “소비자의 쾌락적 쇼핑가치가 높을수록 긍

정적 감정을 많이 느낄 것이다”에 대한 검증결과, 쾌락

적 쇼핑가치는 긍정적 감정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Estimate=

.44, t-value=10.99, p=.001). 즉, 필요한 물건이 꼭 없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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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인터넷 쇼핑을 즐겁고 재미있어 하고 시간을 보내

거나 여러 곳을 둘러보는 것을 즐기는 쾌락적 쇼핑가치

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쇼핑에 열광하고 뿌듯해하고 흥

분하는 등 긍정적 감정은 많이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

Table 1. Factor analysis of research variables

Construct Factor Items
Factor

loadings
t-value

Eigenvalues

(Cumulative

variances)

AVE CR
Reli-

ability

Shopping

value

Hedonic

shopping

value

During shopping, I felt the excitement of the hunt. .83 -

2.27

(39.09)
.68 .82 .81

I enjoyed this shopping for its own sake, not just for

the items I may have purchased.
.81 19.80

Compared to other things I could have done, the time

spent shopping was truly enjoyable. 
.83 19.99

Utilitarian

shopping

value

Shopping does not have a greater meaning other than

a means to purchase items.
.82 -

2.09

(75.89)
.59 .82 .86I just shop only when I need something necessary. .74 15.43

I went shopping in the consideration of previous ex-

perience.
.74 15.47

Positive

affect

I was enthusiastic. .82 -

2.64

(68.68)
.58 .87 .85

I was proud. .78 18.17

I was excited. .76 17.91

I was inspired. .68 15.54

Urge to buy

impulsively

I experienced a strong urge to make unplanned shop-

ping purchases.
.76 -

2.61

(67.27)
.57 .78 .84

I experienced a number of sudden urges to buy things. .79 16.93

I felt a sudden urge to by something while shopping. .76 16.35

While shopping, I saw a number of things I wanted

to buy even though they were not on my shopping

list.

.69 14.64

Impulse

buying

When I see anything with a new feature, I buy it and

try out.
.80 -

2.67

(65.18)
.60 .80 .82I buy exciting products immediately if I see them. .83 18.70

I buy anything if I suddenly feel compelled to buy. .68 15.36

I buy anything I like without a lot of thinking. .77 17.36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research variables

Construct
Hedonic

shopping value

Utilitarian

shopping value
Positive affect

Urge to buy

impulsively
Impulse buying

Hedonic

shopping value
1.00***

Utilitarian

shopping value

1.36***

 ( .13)
a 1.00***

Positive affect
1.56***

 ( .31)

1.45***

 ( .20)
1.00***

Urge to buy

impulsively

1.53***

 ( .28)

1.43***

 ( .18)

1.50***

 ( .25)
1.00***

Impulse buying
1.40***

 ( .16)

1.37***

 ( .14)

1.42***

 ( .18)

1.51***

 ( .26)
1.00

***p<.001

a: Squared correlation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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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가설 2 “소비자의 실용적 쇼핑가치가 높을수록 긍정

적 감정을 많이 느낄 것이다”에 대한 검증결과, 실용적

쇼핑가치가 긍정적 감정에 대해 유의적인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Estimate

=.29, t-value=6.82, p=.001). 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쇼핑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이상의 의미

는 없으며 꼭 필요한 제품이 있을 때 쇼핑을 하고 구매

경험을 고려하여 쇼핑을 하는 실용적 쇼핑가치가 높은

소비자들도 열성적으로 쇼핑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긍정

적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 쇼핑에서 소비자들의 쇼핑가치가 긍정적 감정

에 대한 선행변수로 직접적인 영향 요인임을 확인해주

었으며 쾌락적 쇼핑가치가 실용적 쇼핑가치에 비해 긍

정적 감정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가치가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Mathwich et al., 2001; Park & Kang, 2005; Park,

2012).

가설 3 “소비자가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구매

압박감을 많이 경험할 것이다”에 대한 검증결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긍정적 감정은 구매압박감에 대해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3은 채택되었

다(Estimate=.95, t-value=9.75, p=.001). 이는 인터넷 쇼핑

몰에서 쇼핑하는 동안 열성적으로 쇼핑하였고 뿌듯한 마

음이 들면서 흥분하는 등 긍정적 감정은 많이 느낄수록

소비자들은 구매압박감을 많이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긍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구

매압박감을 경험하였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

었다(Verhagen & Dolen, 2011).

가설 4 “소비자가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e-충

동구매를 많이 할 것이다”에 대한 검증결과, 인터넷 쇼

핑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은 e-충동구매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

었다(Estimate=.23, t-value=4.11, p=.001). 이는 인터넷 쇼

핑몰에서 쇼핑하는 동안 열성적으로 쇼핑하며, 뿌듯한

마음이 드는 등의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독특하

거나 갑자기 마음에 끌리는 의류제품을 곧바로 구매하

는 등의 e-충동구매를 많이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긍정적 감정이 높을수

록 충동구매행동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Park, 2005).

가설 5 “소비자가 구매압박감을 많이 느낄수록 e-충

동구매를 많이 할 것이다”에 대한 검증결과, 인터넷 쇼

핑에서 느끼는 구매압박감이 충동구매에 대해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지지되

었다(Estimate=.40, t-value= 6.74, p=.001). 즉, 인터넷 쇼

핑과정에서 소비자가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구매하고 싶

은 압박감을 느꼈을 때 독특하거나 갑자기 마음에 끌리

는 의류제품을 바로 구매하는 등의 e-충동구매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충동구매에 대한 구매압박

감의 영향력은 긍정적인 감정이 e-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크게 나타나 e-충동구매에서 구매압박감

이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구매압박감이 충동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는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Beatty & Ferrell,

Fig. 2. The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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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Verhagen & Dolen, 201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의 쇼핑

가치, 긍정적 감정, 구매압박감, 충동구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를 검증

하였다. 검증결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의류

제품을 구매할 때 쇼핑가치(쾌락적 쇼핑가치, 실용적 쇼

핑가치)가 높을수록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꼈으며 이중

에서도 쾌락적 쇼핑가치가 실용적 쇼핑가치보다 긍정

적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꼭

필요한 제품이 있을 때만 쇼핑을 하는 실용적 쇼핑가치

가 높을수록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지만 쇼핑이 즐겁

고 신난다는 쾌락적 쇼핑가치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좀

더 열정적으로 쇼핑하고 뿌듯해하는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쇼핑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러한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무언가

사고 싶은 구매압박감을 많이 느꼈고 충동구매도 많이

발생하였으며, 구매압박감을 많이 느낄수록 독특하거나

마음에 끌리는 의류제품을 충동구매하는 경향이 더 많

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의류제품의 인터넷 쇼핑몰 쇼핑과정에서 소비자

의 쇼핑가치는 긍정적 감정이나 구매압박감을 매개로

e-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구매압박감은 e-충동구매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류제품의 e-충동

구매에 대한 구매압박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마케팅 시

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들은 의류제품을 쇼핑할 때 쾌락적 쇼핑

가치가 높을수록 긍정적 감정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인터넷 쇼핑몰의 의류제품

관련 마케터들은 자사의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에게 패

션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독특하고

재미있는 디자인, 포장 등을 개발하여 재미(fun)의 요소

를 첨가시켜준다면 쾌락적 쇼핑가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로부터 긍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들이 긍정적 감정을 많

이 경험하거나 구매압박감을 많이 느낄 때 e-충동구매

를 많이 하였고 특히 구매압박감은 e-충동구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소비자들이 의류

제품과 제품 관련 주변 정보를 탐색하거나 브라우징을

할 때 제품의 남은 수량을 제시하거나 제한된 판매시기

를 제시하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압박감을 느끼

도록 하여 충동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e-충동구

매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특성변수로 쇼핑가치를 선

정하여 연구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e-충동구매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쇼핑성향, 의복관여 등 다양한

의류제품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특성들

을 포함하여 e-충동구매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

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인터

넷 쇼핑몰에서의 의류제품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포속성, 지각된 위험, 상황변수들을 포함한 모형

을 개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소비자의 e-충동구매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와 다

양한 통계방법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는 대

부분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소비

자의 쇼핑가치나 동기와 같은 내면적 심리상태 혹은 인

터넷 상에서의 구매과정은 다양한 감정적 변수와 예기

치 않은 상황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향후 연

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한 e-충동구매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e-충동

구매 조사제품을 의류제품 외의 악세사리, 홈패션제품

및 생활용품 등의 패션제품으로 확대하여 패션제품유형

각각에 대한 e-충동구매모형들을 개발하고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 쇼핑의 글로벌화로 국가나

문화권들 간 소비자들 간에 유사성과 차이점이 나타나

고 있으므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계층, 지역, 국가, 문

화에 따른 e-충동구매모형들을 개발하고 비교분석하여

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인터넷 사용이나 인터넷 관여 정

도 등이 본 연구모델의 조절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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