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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ers believe it is more profitable to buy products at a discount price than at a fixed price. However,

consumers who miss an opportunity for a discount would experience regret; consequently, they may also

forgo a purchase despite experiencing regret if a subsequent opportunity was no more attractive than the ini-

tial one. This phenomenon has been conceptualized as inaction inertia.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if con-

sumers showed behavior of inaction inertia under the situation of fashion products purchase as well as if

price and involvement had a moderating effect on product purchas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res-

earch based 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fluence of inaction inertia on

purchase intention, respondents exposed to scenario of experiencing similar price discount in the past, both

under high-price situations and low-price situations, made statistically fewer responses than those exposed

to situations without such experience; therefore, effect of inaction inertia could be confirmed.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product price on relationships between inaction inertia and purchase inten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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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가격 전략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기업의 할인 판매 정책은 최선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방법론적으로 신중히 실행되어야 한

다(Kim, 2014; Nagle & Holden, 1995). 상품 할인은 다

양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는데, 가령 계절 할인, 브랜

드 할인, 이벤트 할인, 아이템 할인 등이 그 예이다(Kim,

2009). 무엇보다도 패션 상품 판매에서 가격 전략은 의미

가 큰데, 이는 패션 상품 소비가 트렌드와 유행 주기에

민감한 특성에 기인한다. 패션 상품은 일반적으로 시즌

마다 신상품들이 생산되면서 타 상품군에 비해 상품당

평균 사용 기간이 짧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이

빠르다(Rhee, 2000).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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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할인에 관한 의사결정은 패션 기업의 실질적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Rhee, 2000). 한편 가격 전략과 관련

되어 최근 주목되는 현상 중 하나는, 이제는 주도적인 패

션상품 유통 채널로서 자리잡은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아울렛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다양한 타임 세일 전략

들이다. 타임 세일은 정상 상품의 가격을 한시적으로만

이벤트성으로 할인한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

래의 정상 가격으로 환원하는 할인 방식이며, 이는 TV

홈쇼핑, 백화점 등 온라인 및 모바일 이외의 다양한 전

형적 패션 유통 채널로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특히 신상품의 일시적 판촉 할인이나 ‘오늘만 특가 세

일’ 등과 같은 기간 한정 세일은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정상가 또는 더 작은 할인율의 가격 할인으로 환원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화된 패션 상품에서의 가격

전략의 실무적 변화와 니즈는, 관련한 소비자 감정 및

인식 등 반응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

략적 적용이 필요하다(Thomas et al., 1991). 가령, 이러한

할인 정책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할 경우, 가격 할인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와 상품 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할인 효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선

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높

아지며, 가격 대비 가치지각이 높아진다. 소비자들은 상

품을 정가로 구매했을 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을

때 이익이라고 여긴다. 반면, 할인의 기회를 놓친 소비자

들은 후회를 경험하게 되면서, 후속 할인 기회가 초기 할

인 기회보다 매력적이지 않을 경우 구매를 포기하게 된

다(Arkes et al., 2002; Cui et al., 2016). 즉 후속 할인 기회

가 실제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

기 할인 기회에서 더 큰 이익의 가능성을 경험했고 놓쳤

기 때문에 후속 할인 기회를 사실상 손실로 인지하게 된

다. Tykocinski et al.(1995)은 이처럼 초기 기회의 무행동

이 후속 기회에도 이어지는 현상을 ‘무행동 관성(inact-

ion inertia)’ 효과라고 개념화하였다. 무행동 관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다양한 비패션 분야에

서 이루어졌기에 그 결과를 패션 상품의 상황에 적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S. H. Kim, 2013). 패션 시장은 광

범위한 상품 유형에 따른 폭넓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

고, 시간 변화에 따라 상품 가격의 변화 폭이 넓은 소비

재라는 특성상(Rhee, 2000), 무행동 관성 이론을 전략적

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패션 상품에 특화된 추가적 연

구가 수반되어야 한다(Koo et al., 2016; Park, 2012; van

Putten et al., 2013; Zhang et al., 2016).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상품의 반복적인 할인 상황에서

의 무행동 관성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했다. 즉 초기 할

인에 대하여 아무런 행동, 즉 구매를 하지 않았던 소비자

의 기회손실에 대한 경험이, 이후의 후속적 유사 할인 상

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소비자의 패션 상품에 대한 무행동 관

성 효과를 상품의 가격대별로 분석했다. 가격 할인과 구

매 의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상품의 가격대란 매우 중요

한 조절 요인 중 하나이다(Tykocinski et al., 1995). 가령

상품이 고가격일 경우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더라도

실제로 할인되는 금액의 폭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무행

동 관성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가격

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최근 활성화 되어 가는 패션 상품의 다양한

가격 할인 상황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의미 있는 학

술적 실무적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무행동 관성

사전적 의미로 행동(action; 行洞)이란 넓은 의미로 동

기를 가지며 의도성, 목적 그리고 의미를 갖는 것을 말

한다. 그리고 관성(inertia, 慣性)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을 때 처음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

한다. 따라서 무행동 관성이란 한 개인이 처음의 어떤 의

미와 목적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이후 관

련된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도 처음, 즉 무행

동(비구매)의 상태를 유지하여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

려는 개인의 심리적 상황으로 정의된다(Cui et al., 2016;

Park, 2012; Tykocinski et al., 1995). 가령 첫 번째 가격 인

하의 상황에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후의 유사한 가격

인하 상황에서 이전 기억을 통해 여전히 아무 선택도 하

지 않으려 하는 성향이다. 무행동 관성은 현재의 행동 기

회를 포기함으로써 이후의 불편한 사고 과정과 후회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후회 동기 회피 성향에

따라 발생한다(Tykocinski & Pittman, 2001). 이는 지난

실패한 행동의 결과로 이후 유사한 후속 기회에서도 아

무런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추가적인

기회마저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Tykocinski et

al., 1995). 이러한 무행동 관성이 발현되는 심리적 원인

의 핵심은 후회, 가치평가, 그리고 회피의 심리이다(Ar-

kes et al., 2002; Cui et al., 2016; van Putten et al., 2013). 먼

저 초기의 큰 기회를 놓친 후 작은 기회의 후속 기회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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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했을 때 나타나는 무행동 관성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

은 두 기회를 비교하였을 때 발생하는 후회의 감정이다

(Arkes et al., 2002; Tykocinski et al., 1995; Zhang et al.,

2016). 현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등한 결과를 나타낼

때, 불쾌한 사고 과정이 시작되고 현재의 행동 기회를 거

부함으로써 후회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Tykocinski

& Pittman, 2001). 한편 사람들의 반응은 초기 기회의 매

력성이 클수록 후속 기회는 더 부정적으로 여기며 강한

무행동 관성적 성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은 사후가

정적(counterfactual) 사고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며, 이

런 사고의 내용은 대비 효과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험된 후회의 강도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Roese,

1997; Tykocinski et al., 1995). 또한 사람들은 같은 효용

을 가진, 서로 다른 두 대안이 있을 경우, 하나의 대안을

선택한 이상 다른 대안으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데, 일

단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다

른 대안은 손실로 지각하기 때문이다(Luce, 1998). 따라

서 사람들이 초기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손실로 지각하는지에 따라 무행동 관성의 효과가 다르

게 나타난다(Cui et al., 2016). 한편 기회에 대한 상대적 가

치평가(valuation) 또한 무행동 관성을 유발하는 주요한

소비자의 심리 상태로 이해된다. van Putten et al.(2013)

은 무행동 관성의 중요한 원인으로 가치평가와 후회를

고려해야 하며, 침몰 비용 효과(sunk cost effect), 결정 회

피(decision avoidance)와 같은 사회 심리 현상(social psy-

chological phenomenon)과도 밀접하다고 설명했다. 무행

동 관성은 주로 의사결정 상황에서 다뤄졌는데, 가령 축

구팀 운영에서 코치가 선수 교체의 의사결정을 실행한

후 후회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후 후회하는 등의 가정적

상황에서의 연구가 있었다(Zeelenberg et al., 2002).

한편 무행동 관성은 소매가격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소

비자들의 상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심리

변인이다. 소비 행동의 상황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가

장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기회란 가격 할인을 의미하기에

무행동 관성에 관한 소비자 연구들은 반복되는 가격 할

인 혜택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Cui et al., 2016; Park, 2012; Zeelenberg et al., 2006).

즉 가격 할인 등의 기회는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복수의 가격 할인 상황에 노출되는 소

비자는 처음의 기회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가에

따라 그 다음의 후속적 가격 할인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 초기 기회(1차 가격 할인)를 어떠한 상황에서 놓

치게 되었을 경우, 그 손실에 따른 후회의 정도에 따라 이

후 후속 기회(2차 가격 할인)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

음으로써 추가적 후회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무행동

관성의 결과이다(Cui et al., 2016). 가령 60% 할인된 가

격의 상품 구매 기회를 놓친 후 10%의 할인 기회를 마주

하게 된 경우, 해당 상품을 60% 할인된 가격의 가치로 평

가절하하게 되면서 10% 할인된 가격도 정상가격에 비

해서 할인된 가격임에도, 구매하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

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Arkes et al., 2002). 소비 행동

과 관련된 상황에서의 무행동 관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

식 시장에서의 기회손실 및 후회의 상황(Tykocinski et

al., 2004), 스키 리조트 패스(Tykocinski et al., 1995), 피

트니스 클럽 회원권(Tykocinski & Pittman, 1998; Zeelen-

berg et al., 2006) 등에 관한 연구의 사례가 있다. 패션 영

역에서 무행동 관성 효과를 연구한 사례는 Arkes et al.

(2002)이 신발 구매 상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있

었으며, 무행동 관성이 발현되며 이것이 이후 소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무행동 관성을

다뤘던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의사결정 및 소비 상황에

서 놓친 기회에 대한 후회와 그 결과적인 무행동 관성 성

향의 유의성을 확인했으며, 수많은 심리적, 개인적, 상황

적 변인들에 의해 무행동 관성 특성의 발현과 그 영향력

은 다양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Zeelenberg et

al., 2006). 특히 패션 상품은 타 상품군에 비해 제품 회전

이 전반적인 산업에서 매우 빠르며 관련하여 소매가격

의 변화가 한 시즌 내에서 다채롭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무행동 관성의 중요한 역할이 예상된다. 즉 패션 상품

은 수명 주기가 짧아 빠르게 가치가 하락하며, 재고 소진

으로 인해 할인율이 다른 상품에 비해 큰 편이다(Rhee,

2000). 상품 할인은 계절 할인, 이벤트 할인, 브랜드 할인,

아이템 할인 등 다양한 할인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Kim, 2009), 이러한 할인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

할 경우 브랜드 인식 및 이미지와 상품 구매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구매 의도에 있어서 패션

상품은 다른 상품군보다 저가에서 고가에 이르는 가격

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매우 크므로(Lee

& Rhee, 2002) 패션 상품에서 무행동 관성의 영향을 살

펴보는 것은 주요한 가격 전략 결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

을 제공할 것이다(Bloch, 1981).

2. 무행동 관성 효과와 구매 의도

무행동 관성의 결과는 후속 기회에서의 소비자들의 무

반응 및 회피로 귀결되며, 구매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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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Zeelenberg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상품 할인 프

로모션이 끝난 후 해당 상품의 판매가 감소할 수 있음을

실험하였다. 소비자가 마켓에서 판매하는 특정 브랜드

의 할인된 상품을 경험하고 난 후 시간이 지나 상품이

필요한 상황에 다시 마켓을 방문했지만 할인은 종료되

었다. 이때, 타 브랜드들의 상품을 나열하여 다른 대안이

생겼을 때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알아보았는데 다른 브

랜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 상품의 작은 할인을 놓친 경우보다 큰 할인을 놓

친 경우 다른 브랜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Park(2012)과 S. H. Kim(2013)의 연구에서도

또한 무행동 관성 효과는 유사한 후속 소비 기회에서 소

비자들을 위축시켜 구매 의도나 호의적인 브랜드 평가

혹은 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무행동 관

성의 부정적인 효과는 구매를 포기한 상황에서 발생하

는 스트레스가 후회의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으로 설명되

는데, 단 후회의 감정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이 후속

상황에서의 구매 의도에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대해

서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가령 후회

의 감정이 높을 경우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후회의

감정이 낮을 경우 무행동 관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이와 반대로, Zhang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무행동 관

성의 후회 수준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즉 후회 수준

이 높은 소비자의 구매 의도가 후회 수준이 낮은 소비자

보다 더 낮은 구매 의도를 보였다. 이러한 무행동 관성

에 따른 후속 상황에서의 구매 의도는 상품의 속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S. H. Kim, 2013; Zhang et al., 2016).

S. H. Kim(2013)은 상품의 쾌락적 속성과 실용적 속성을

조절변수로 무행동 관성을 실험하였다. 쾌락적 속성이

강한 상품은 즐거움을 제공하며, 여러 감각을 자극하여

감각적인 경험을 느끼게 하는 소비를 말하며, 이러한 상

품의 소비는 소비자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구매하고 난 후 후회를 경험하는 확률이 높다(Zhang et

al., 2016). 실용적 속성을 가진 상품은 소비자가 필수적

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쾌락재가 죄책감으로 인하여

소비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과 달리 실용재는 비교적

소비를 정당화하기 쉽다. 이러한 상품적 특성이 미치는

무행동 관성에서의 영향으로 쾌락적 대안에서 무행동

관성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실용적 대안에서는 쾌락적

대안에 비하여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것

을 볼 수 있었다(Arkes et al., 2002; Zhang et al., 2016).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타

상품군에서 확인된 무행동 관성 효과가 패션 상품에서

도 유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즉 패션 상품의 가격대 변화

의 상황에서, 무행동 관성 효과를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들의 스트레스와 후회의 감정은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

자 구매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Fig. 1). 구

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1: 소비자의 무행동 관성 인식은 구매 의도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무행동 관성 효과와 상품 가격대

가격이란 경제적 맥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희생해야만 하는 돈의 양이다. 즉, 가격을 상품 또

는 서비스의 일정량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나타낸

다(Nagle & Holden, 1995). 가격으로 자원 사용의 사용

방법을 나타내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상품과 서

비스가 생산되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Monroe, 2003).

또한 가격은 소득과 지출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일정 소

득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가격은 구매할 상품, 구매할 상

품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Nagle & Holden, 1995). 가격과

구매 행동과의 관계에서 가치(value) 또한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 인식된 가치는 구매자의 금전적 희생과 품

질에 대한 인식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며 품질에 대한

인식이 금전적 희생에 대한 인식보다 클 때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난다(Liozu et al., 2015). 가격은 소비자들마다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

격이 높은 상품을 고품질로 여기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

가격이 높은 것이 구매에 장애가 되는 소비자도 있다.

또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 고객들은 그들이 지불해

야 할 가격이 불가피하게 변화가 생겨도 자신들이 선호

하는 브랜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You, 2008). 가격은

구매자의 판단과 상품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은 상품의 품질을 내재적 단서들(intrinsic cues)

로 평가할 수 없을 때, 외재적 단서들(extrinsic cues) 중

Fig.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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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가장 대표적인 품질 지표로 이용한다(Jacoby &

Chestnut, 1978).

즉, 새로운 상품 또는 소비자가 접해보지 못한 상품으

로써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외재적 단서로 상품

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중 가격 요인이 영향력을 미친다

는 것이다. N. Kim(2013)의 연구에서는 온, 오프라인에

서의 가격 차이의 크기와 빈도가 무행동 관성에 의한 후

회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과 구매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같은 상품의 가격 차이가

클수록 구매에 대한 후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격의 할인은 브랜드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할인 마케팅

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Cui et al., 2016). 가격은 소비자

의 구매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소비자들은 가격으로 상품의 품질과 가치

를 측정한다(Jacoby & Chestnut, 1978; Monroe, 2003;

Nagle & Holden, 1995). 패션 상품은 상품 수명 주기가

짧아 가치가 하락하고 재고 감소를 위한 가격 할인이 필

요하게 되며, 가치하락으로 인해 할인율도 다른 상품에

비해 큰 편이다(Rhee, 2000). 또한 패션 상품은 다른 상

품군보다 저가에서 고가에 이르는 가격의 범위가 넓으

며, 가격의 변동이 매우 크다(Lee & Rhee, 2002). 가격의

고-저에 따라 고가격에서 수요가 줄어들고 저가격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은 가격에 따른 구매에 큰 영향력

이 있음을 보여주며, 무행동 관성 실험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세분화하여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격의 차이가 무행동 관성에

나타나는 가치평가, 후회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

며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저가격

상품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손실되는 금액이 크

지 않으므로, 성인 소비자들에 금전적으로 큰 위험을 수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가격 상품은 금전적 위험이 더

욱 크다. 패션에서 가격대가 높다는 것은 상품에서의 위

험지각이 커지며 상품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 심리적인

쾌락성이 강화됨을 의미한다(Rhee, 2000). 쾌락성이 높

은 상품에서 무행동 관성의 추후 구매 상황에서의 부정

적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

패션 상품에서의 가격대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무행동 관성의 부정적 효과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Zhang et al., 2016). 이를 구체적인 가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상품 가격대는 무행동 관성이 구매 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본 실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인 20, 30대 336명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28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무행동 관성의 심

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고자 가상의 소비 상황

에 대한 시나리오를 사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Table

1). 이 실험 시나리오는 처음 무행동 관성을 실증적으로

제안하고 설명한 Tykocinski et al.(1995)의 연구를 토대

로 하여 패션 상품 구매의 일반적 상황에 맞춰 작성하였

다. 먼저 무행동 관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총 2회에

걸친 반복적 가격 할인의 상황(이하 ‘기회손실 상황 시

나리오’)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하 ‘통제 상황 시나리오’)

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가상의 소비 시나리오를 작성

해야 했다. 무행동 관성이 유발될 수 있는 ‘기회손실 상

황 시나리오’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총 2회의 가격

할인이 이루어지는 소비 상황으로 설정했으며, 무행동

관성 효과가 가시적이기 위해서 초기 기회(1차 가격 할

인)에서 높은 가격 할인(60%)이 있었으나 기회를 놓치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후 후속 기회(2차 가격 할인)에 노

출되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큰 할인과 작은 할인을 비

교하여 각 60%와 10%의 할인율을 도입했다. 반면 이에

대비되어 ‘통제 상황 시나리오’는 가상의 소비 상황에서

초기 기회 없이 단 한 번의 10% 가격 할인 기회만 주어

지는 상황으로, 기회손실 상황 대비 첫 번째의 가격 할인

및 이에 따른 기회손실이 없는 설정으로 구성되었다. 또

한 상품의 가격에 차이가 곧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대의 설정이 중요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여성 코트 상품의 가격대를 조사하

여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고가격대 및 저가격대 상품의

평균값을 정했고, 이 가격대를 반영하여 시나리오 상황

을 고가격(￦700,000)과 저가격(￦70,000)으로 설정하였

다. 또한 시나리오 상황에 사용한 자극물은 동절기 코트

로 설정하였다. 코트는 겉옷의 하나로 동절기에 착용하

는 필수적인 의복 품목으로써 착용자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Lee & Kim, 2004). 시나리오

구성은 본 설문에 앞서 진행된 반복된 예비 설문조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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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실험조작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응답자가 패션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과 현실적

으로 공감할 수 있는 구매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작

성하는 데 예비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응답자들의 피드

백이 반영되었다. 본 설문조사 참여자는 이상의 총 4개

의 시나리오 중 단 1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무작위로 노

출되었으며, 이들은 해당 시나리오를 읽고 설명에 따라

시나리오 상황에 대한 본인의 평가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 기입식 질문지법을 사용했다.

2.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무행동 관성이란 초기 구매 기회를 놓친

후 후속 구매 기회를 마주했을 때에도 구매하지 않는 현

상을 지칭한다. 무행동 관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기 위

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손실의 정도, 후회의 감정, 상품의

가치의 세 가지 요인으로 설문문항을 구상하였다(Arkes

et al., 2002; Tykocinski & Pittman, 2001). 실험참가자들

에게 기본 실험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자신이 이러한 상

황에 처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7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⑦=매우 그렇다)로 총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격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시나리오를 저가

격의 상황과 고가격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가격대별로 무

행동 관성 인식이 소비자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보았다. 시나리오에 채택된 상품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모직 코트의 가격을 조사하여 평균가격으로

고가격을 설정했고, SPA 브랜드들의 모직 코트의 가격

대를 조사하여 평균가격으로 저가격을 설정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무행동 관성의 검증을 위해 초기 기회

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구매 의도와 초기 기회가 발생하

Table 1. Scenarios

Condition

Type

Retail

Price

Control Condition Opportunity Loss Condition

Low 

“Scene #1: 10% Discount Situation

You went to a fashion brand store located near your

place. While browsing, you found a nice coat in B brand.

The coat was on 10% discount with the adjusted retail

of ￦63,000 (the original retail is ￦70,000).”

“Scene #1: 60% Discount Situation

You visited a fashion brand store located near your place.

While browsing, you find a nice coat in B brand. The

coat is currently on 60% sale with the adjusted retail of

￦28,000 (the original retail is ￦70,000). The salesperson
of the brand informed you that there would be a time

sale opportunity of 60% discount within a few days. So,

you chose not to buy at that point to wait for the upcom-

ing sales, left the store.

However, after a few days when the time sale for the coat

was on, you failed to revisit the store and you missed it.

Scene #2: 10% Discount Situation

A few more days later, you went to the store again.

While browsing, you found the same coat was on 10%

discount with the adjusted retail of ￦63,000.”

High

“Scene #1: 10% Discount Situation

You went to a fashion brand store located near your

place. While browsing, you found a nice coat in B brand.

The coat was on 10% discount with the adjusted retail

of ￦630,000 (the original retail is ￦700,000).”

“Scene #1: 60% Discount Situation

You visited a fashion brand store located near your place.

While browsing, you find a nice coat in B brand. The

coat is currently on 60% sale with the adjusted retail of

￦280,000 (the original retail is ￦700,000). The sales-
person of the brand informed you that there would be a

time sale opportunity of 60% discount within a few

days. So, you chose not to buy at that point to wait for

the upcoming sales, left the store.

However, after a few days when the time sale for the coat

was on, you failed to revisit the store and you missed it.

Scene #2: 10% Discount Situation

A few more days later, you went to the store again.

While browsing, you found the same coat was on 10%

discount with the adjusted retail of ￦6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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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황에서의 구매 의도를 측정하였다. 구매 의사

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상품에 관

한 소비자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이윤창출 및 마케팅의 성패가 달라지는 궁극적인 소비

자의 행동 양식이다(You, 2008). 구매 의도는 기본 실험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가

정했을 때 어떤 행동 결정을 할 것인지를 5점 리커트 척

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다)로 총 3문항으

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0.0을 사용하

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평균값 분석, t-test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였

으며, 각 측정변수 간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을 위해 내

적 일관성 검증(Cronbach's α)과 요인분석(factor analy-

sis)을 실시하였다. 가격에 따른 각 측정변수 간의 차이

를 평균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

립변수 t-test를 사용하였다. 무행동 관성 효과에 상품 가

격대가 미치는 조절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사전 통계분석 결과

1)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분석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을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학력, 월평균 수입으로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했다. 성별은 남성이 163명(48.5%), 여성이 173명(51.5%)

으로 여성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연령은 20대가 166명

(49.4%), 30대가 170명(50.6%)으로 균일한 비중으로 조

사되었다. 결혼여부는 미혼 237명(70.5%), 기혼 99명

(29.5%)으로 미혼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

은 학생 83명(24.7%), 사무직 120명(35.7%), 서비스직

28명(8.3%), 전문직 51명(15.2%), 무직 40명(11.9%), 기

타 14명(4.2%)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학력은 고졸 미만

3명(0.9%), 고졸 38명(11.3%), 대학 재학 77명(22.9%),

대졸 185명(55.1%), 대학원 재학 14명(4.2%), 대학원 졸

업 이상 19명(5.7%)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월평균

수입은 100만 원 미만이 13명(3.9%),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26명(37.5%),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115명(34.2%), 5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67명

(19.9%), 900만 원 이상이 15명(4.5%)으로 확인되었다.

2)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을 가격(고가격/저가격)에 따라 실시하였다(Table 2).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용된 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며, 요인적재량에 근거하여 직각

회전 중 Varimax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Varimax

회전 후, 아이겐 값이 1.00 이상이고, 요인적재량이 .40 이

상인 변수들을 추출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각 변

수들의 요인별 신뢰성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

하는 방법인 Cronbach's α값을 통해 .70 이상을 적정 수

준의 신뢰도로 간주하였다(Cronbach, 1951).

3) 무행동 관성 실험조작 유효성 분석

먼저 소비자의 무행동 관성이 패션 상품 구매 상황에

서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Ta-

ble 3). 즉 본 연구에서 가격대별(고가격/저가격)로 무행

동 관성 경험 상황(즉 2회의 동일 할인 경험 상황으로,

그 2회 중 처음 할인 경험 상황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의 할인 상황에 다시 처한 경우)과 일반 할

인 경험 상황(즉 1회의 할인 상황으로, 해당 할인 상황에

처음 직면하는 경우)에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무행동 관

성 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Table 4>와

같다. 즉 고가격 상황과 고가격 통제 상황에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무행동 관성의 수준은 p<.0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저가격과 저가격 통

제와의 차이, 저가격 상황과 저가격 통제 상황 사이에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무행동 관성 수준 또한 p<.0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시나리오에서, 상품이 고가

격 및 저가격 상황 모두에서 응답자들은 무행동 관성의

조작을 유의하게 경험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났고,

실험의 조작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2. 가설 검증

1) 무행동 관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가설 1)

무행동 관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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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Durbin-Watson의 값이 2.00에 근접함으로 자기 상

관이 없으므로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분석에서 R
2
은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

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종속변수의 총 변동 비

율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무행동 관성을 투

입한 모형 2단계에서의 설명력은 .33으로 나타났으며,

‘무행동 관성’(β=−.35, p<.01)이 구매 의도에 유의한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es

Variable Item

Retail Price: Low Retail Price: High

Factor

loading

Eigen

value

Total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Factor

loading

Eigen

value

Total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Inaction

Inertia

If I buy the item in the scenario above,

I will get a monetary loss.
.83

2.42 80.81 .88

.78

2.20 70.62 .79
If I buy the item in the scenario above,

I will regret.
.93 .89

The item in the scenario above does

not worth the suggested retail price.
.93 .84

Purchase

Intention

I have intention to buy the item in the

scenario above.
.87

2.41 80.26 .87

.86

2.10 69.99 .78
I will recommend the item in the sce-

nario above to others.
.87 .81

I will say positive things about purch-

ase of the item in the scenario above.
.94 .84

Table 3. Perceived inaction inertia differences across two conditions (Retail Price: Low)

Control Condition (n=83)

Mean (S.D.)

Opportunity Loss Condition (n=83)

Mean (S.D.)
t

4.70 (1.40) 3.51 (1.19) 5.90***

***p<.001

Table 4. Perceived inaction inertia differences across two conditions (Retail Price: High)

Control Condition (n=85)

Mean (S.D.)

Opportunity Loss Condition (n=85)

Mean (S.D.)
t

5.06 (1.48) 4.09 (1.32) 4.50***

***p<.001

Table 5. Effect of inaction inertia on purchase intention

Step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1

Gender −.01 0−.08**

.03 01.94**Age −.02 −1.86**

Education −.16 −2.04**

2

Gender −.04 0−.32**

.33 20.30**
Age −.00 0−.38**

Education −.15 −2.36**

Inaction inertia −.35 −8.53**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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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추가적으로 저/고가격대별 무행동 관성 할인 상황과

통제(일반 할인) 상황 간 구매 의도 차이에 대해 독립표

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고가격 무행동 관성 할인

상황과 고가격 통제(일반 할인) 상황 간의 응답자의 구

매 의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즉 고

가격 무행동 관성 할인 상황에서 고가격 통제(일반 할

인) 상황보다 응답자의 구매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았다. 한편 저가격 무행동 관성 할인 상황과 저가

격 통제(일반 할인) 상황 간의 응답자의 구매 의도 차이

를 분석한 결과, p=.000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즉 저

가격 무행동 관성 할인 상황에서 저가격 통제(일반 할

인) 상황보다 응답자의 구매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았다.

2) 무행동 관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

품 가격의 조절효과(가설 2)

무행동 관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격

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무행동 관성

을 투입한 모형 2단계에서의 설명력은 .33으로 나타났

고, 가격을 첨가한 모형 3단계의 설명력은 .34로 증가하

였다. 독립변수인 무행동 관성을 통제하였을 때 조절변

수인 가격이 종속변수인 구매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p<.05)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고가격일수록 구매 의

도는 낮아진다. 4단계에서 ‘무행동 관성×가격’의 상호작

용항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설명력은 .35로 .01 증가하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p>.05)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이는 무행동 관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가격

은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

되었다.

V.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패션 상품은 타 상품군에 비해서 시즌마다 트렌드 변

화가 급격하며 그에 따라 상품의 소매가격 변화가 심한

특성을 갖는다. 이에 타 상품군에 비해 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비의 심리 또한 다변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상품 가격의 일시적 할인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

정적인 소비자 심리 상태의 하나로서 무행동 관성이라

는 개념을 도입하여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또

한 추가로, 이러한 무행동 관성의 효과에 대한 상품 가

격대의 조절효과 또한 확인했다.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설정된 가상의 쇼핑 상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일시적

패션 상품 가격 인하 상황을 설정한 설문조사 결과, 소

비자들은 무행동 관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이는 이

후 주어지는 유사 할인 상황에서 구매 의사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된 추가적인 가격

대별 구매 의도 평균값 분석결과에서도 무행동 관성의

구매 의도에 대한 유의한 부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즉,

과거 유사 가격 할인을 겪은 쇼핑 상황을 묘사한 시나

리오(무행동 관성 상황)에 노출된 응답자들이, 이를 겪

지 않은 쇼핑 상황을 묘사한 시나리오에 노출된 응답자

들에 비해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 의도가 낮았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무행동 관성의 부적 영

향력은 기존의 패션 상품 및 비패션 상품 소비에의 영향

을 연구했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되었다(Tykocin-

Table 6. Purchase intention differences across two conditions (Retail Price: Low)

Control Condition (n=83)

Mean (S.D.)

Opportunity Loss Condition (n=83)

Mean (S.D.)
t

2.95 (0.88) 2.44 (0.93) −3.63***

***p<.001

Table 7. Purchase intention differences across two conditions (Retail Price: High)

Control Condition (n=85)

Mean (S.D.)

Opportunity Loss Condition (n=85)

Mean (S.D.)
t

2.49 (1.02) 2.09 (0.83) −2.8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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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 & Pittman, 1998; Tykocinski et al., 1995; Zeelenberg

et al., 2006). 둘째, 무행동 관성과 구매 의도의 관계에서

예상했던 상품 가격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시나리오에 제시된 상품이 고가격일 경우와 저가격일

경우에 상관없이 패션 상품 구매 상황에서 무행동 관성

의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가격대 간

구매의도의 평균값 차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

과, 저가격 무행동 관성 할인 상황보다 고가격 무행동 관

성 할인 상황에서 소비자 구매 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회손실이 클수록 무행동 관성의 인식이 강해지

고 이것이 소비자의 추후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경향이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던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차

이가 있는 내용이었다(Tykocinski et al., 2004). 상품의

소매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동일한 할인율이라도 실제

로 할인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

황에서 할인 금액이 적은 상황에 비해 무행동 관성 인식

이 강해지고, 이는 구매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더욱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가설에 대해서는 유의한 통계적

지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무행동 관성을 패션 영역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경험적 속성이 강한 상품 소비, 가

령 스키권,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주식 매입 등의 상황

에서 손실된 초기 기회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 거부 심

리를 유의하게 확인했다면(Zeelenberg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패션 상품군에서도 저가 및

고가의 가격대에서 상관없이 모두 유의하게 발현됨을

확인했다. 이는 무행동 관성이 다양한 제품군에서 적용

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기존 관련 연구결과를 확장한다.

기존 연구들은 소비자 및 상품의 특성 요인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어 패션 산업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에 비해, 본 연구는 패션 상품으로 세분화하여 패션 산

업에 적합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여 검증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실

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분별한 할인 정책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구매 의도를 떨어뜨리는

Table 8. Price moderation in the effect of inaction inertia on purchase intention

Step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1

Gender −.01 0−.08**

.03 01.94**Age −.02 −1.86**

Education −.16 −2.04**

2

Gender −.04 0−.32**

.33 20.30**
Age −.00 0−.38**

Education −.15 −2.36**

Inaction inertia (A) −.35 −8.53**

3

Gender −.03 0−.31**

.34 17.02**

Age −.00 0−.34**

Education −.14 −2.17**

Inaction inertia (A) −.34 −8.30**

Price (B) −.20 −1.71**

4

Gender −.04 0−.33**

.35 14.18**

Age −.00 0−.29**

Education −.14 −2.15**

Inaction inertia (A) −.36 −6.10**

Price (B) −.43 −1.04**

(A)×(B) −.05 0−.58**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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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패션 상품은 타 상품군에 비해 트렌드에 민감하고 시즌

마다 신상품을 기획해야 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따

라서 시즌 동안 신상품의 가격 변화가 극심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의 패션 상품에서 무행동 관성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주요한 가격 전략 결정에 의미있

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 활성

화되고 있는 요즈음의 패션 산업에서는 시즌 내 신상품

초기 판매 기간에서조차 탄력적인 가격 정책이 점차 확

산되며 고객을 유입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확산되어가는 탄력적인 패

션 상품의 가격 전략에 대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즉 기간 한정 세일과 같은 단발성의 세일은 이

벤트 이후 상품의 판매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매가격

대의 큰 폭의 차이를 둔 실험연구에도 불구하고, 가격대

별로 무행동 관성의 유의한 영향력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해석하면,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수용과 평

가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속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적

인 가격과 할인 액수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는 주관적인 심리적 반응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진

다(van Putten et al., 2013). 상품이 저가격일 때라도 무행

동 관성 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은 저가 상품일 경우라도

신중한 가격 전략을 실행해서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가

격에 불만족하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야 한다고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소매가격

에 대한 심리적 접근 관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Rhee,

2000). 무행동 관성은 소매가격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소

비자들의 상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심리

변인으로, 패션 상품에서도 패션 상품은 수명 주기가 짧

아 빠르게 가치가 하락하며, 재고 소진으로 인해 할인율

이 다른 상품에 비해 큰 편이다(Rhee, 2000). 상품 할인은

계절 할인, 이벤트 할인, 브랜드 할인, 아이템 할인 등 다

양한 할인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Kim, 2009), 이러

한 할인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경우 브랜드 인

식 및 이미지와 상품 구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마

케팅 전략을 설정한다면, 기본적으로 특히 중저가 패션

상품이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서 판매가 활발하며 기

존과 다른 타임 세일 등 한시적 가격 인하를 빈번히 실행

하는 요즈음의 가격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가격이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는 중저가 가격대의 패

션 상품에 있어서도 가격 전략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

며 소비자들의 부정적 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

록 한 번 가격 인하를 했던 제품을 다시 정상가로 판매

했다가 추후 세일하는 등의 방식은 소비자의 긍정적이

지 않은 평가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고 실행

되어야 한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무행동 관성은 초기의 큰 할인에 대한 구매 기회를 놓

친 후 후속의 작은 할인의 구매 기회를 마주했을 때 구

매하지 않는 현상으로, 할인이 활발하게 적용되는 패션

상품에 적용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행동 관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그 범

위가 넓고 자극물 또한 다양하여 패션 상품에 적용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할인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경우 브랜드 인식 및 이미지와 상품 구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행동 관성을 후회, 손실, 가치의

부정적인 요인 이외에도 무행동 관성을 유발하는 동기

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패션 상품을 의복 이외에도 시계, 신발 등

다양한 상품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관련 상품을 세분

화한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패션 산업에 요

구되는 할인 정책을 파악하여 다양한 할인 상황을 기준

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무행동 관성의 부

정적인 인식이 지속되는 시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절

한 할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

격대의 폭과 가격율의 차이 등을 더욱 다양하게 진행한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예측되었으

나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못한 패션 상품의 가격대의 조

절효과, 혹은 보다 확장되어 할인율이나 할인 금액에 따

른 무행동 관성의 영향력의 차이 등이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패션 상품은 다른 상품군보다 저

가에서 고가에 이르는 가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격

의 변동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후속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Bloch, 1981; Lee & Rhee, 2002; van Putte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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