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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상품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정 형성에 관한 연구
- 구매 후 인지적 효용평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How Fashion Consumers’ Positive Post-impulsive Purchase Emotions
are Shaped: An Approach on Mediating Role of Post-purchase Utility Evaluation
문희강(Moon, Hee-Kang)․윤남희(Yoon, Namhee)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충동구매를 빈번히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패션상품 구매에서 충동구매가 차
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동안 충동구매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비합리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만 집중하는 반면, 본 연구는 반복적으로 충동구매를 하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패션상품의 충동구
매상황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감정이 충동구매 후에도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구매 후 인지적 효용평가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검증하였으며, 충동구매 만족이 높은 소비자 특성
을 규명하기 위해 지속적 정보탐색과 내적귀인 2가지 변수를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구매 시 긍정적 감정이 구매 후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과 함께 구매 후 인지적 효용평가
의 매개적 역할이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즉, 쇼핑 시 긍정적 감정과 같은 쾌락적 가치를 획득함으로써 구매 후의 인
지적 평가과정에서 시간과 노력과 같은 비금전적 비용을 적게 지각하게 되며, 이런 소비자는 구매 후에 긍정적 감
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지속적 정보 탐색량이 많고 구매결과에 대한 내적귀인을 많이 하는 소비자일수록
구매 후 인지적 평가와 감정형성에서 보다 긍정적임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점포환경 내에서의 쾌
락적 가치 제공의 중요성과 함께 소비자가 구매결정에 확신을 갖고 긍정적인 인지적 효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브랜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충동구매, 충동구매 시 감정, 긍정적 소비감정, 구매 후 효용평가, 내적귀인, 지속적 정보탐색

Ⅰ. 서 론

행동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rasad 1975; Rook and Hoch 1985). 이러
한 충동구매는 주로 즐거움과 흥분이라는 감정을

충동구매는 소비자들이 구매의도나 계획이 없거

동반한 즉흥적이고 급작스런 구매와 관련지어 설명

나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에 노출된 후 감

되기 때문에(Rook 1987), 제품과 관련한 계획성

정적 만족이나 쾌락적 욕구 충족을 위해 제품을 구

과 숙고성의 부족으로 구매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매하는 행동으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20~40대

감정들을 동반한다고 하였다(Dittmar and Drury

소비자의 약 73%가 충동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

2000). 이와 같이 충동구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났으며(김희정 2007 재인용), 특히 패션상품 구매

은 충동구매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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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결과에 대해 주로 보고하고 있으나, Lee

행동을 계획구매보다 오히려 더 합리적인 행동으로

and Johnson(2002)의 연구에 의하면 브라우징

간주하여 비용대비 효용평가를 높게 할 수 있음을

을 많이 하고 쇼핑을 즐기는 충동구매자들은 오히

시사하고 있다.

려 구매만족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구매 후 소비자가 형성하는 긍정적 소비감정

이는 비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의한 구매결정도 긍

은 소비자의 재구매 행동이나 충성을 예측하는 변

정적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패션

통해 반복적으로 충동구매를 하는 소비자 행동을

제품 관련 충동구매 연구들을 살펴보면, 충동구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쇼핑의 쾌락적 측

행동과 관련된 소비자특성에 관한 연구(강경자 1999;

면이 점차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

강은미와 박은주 2003; 김선화와 이영선 2001)나

심미적, 감성적 측면이 특히 중요한 패션제품 구매

충동구매행동과 점포요인, 상황요인, 감정요인과의

행동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충동구매 후 느끼는

관계와 같은 충동구매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에

만족과 충족감과 같은 충동구매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많으나(박은주와 정영옥 2002; 최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영은와 박은주 2002; 황진숙와 신영필 2001), 패

패션상품의 충동구매는 쾌락적 측면이 더욱 부각

션상품 충동구매 후 소비자가 경험하는 긍정적 감

되는 구매 상황이므로 구매 시 긍정적 감정은 소비

정과 이에 영항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한 포괄적

자의 구매 후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

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동구매

로 생각된다. 그러나 충동구매가 비록 이성보다는

시 감정과 구매 후에 발생하는 인지적 평가과정인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매행동이지만, 즉흥적이

비용대비 효용평가가 패션상품 충동구매에 대한 구

고 감정적 선호에 의해 이루어지는 충동구매 상황

매 후 긍정적 감정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선영 1993) 이후의 소비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구매 시 감정과 구매 후

경험한 일시적인 흥분과 쇼핑의 즐거움과 같은 감

감정의 영향관계에서 구매 후 효용평가의 매개적

정은 감소하고 구매결과에 대한 사후 인지적 평가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쇼핑과정과 구매 후 소비과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매 시 감정에 관한 연구들

에서 소비자의 인지와 감정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에 의하면 쇼핑 시 점포에서 경험하는 기분상태는

작용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소비자 행동을

제품성과에 대한 판단과 소비감정에 동시에 영향

합리적 선택의 가정 하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정보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원일 1999; 김광수

처리 패러다임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쇼핑의 경험

와 곽원일 1998). 따라서 구매 시 긍정적 감정은

적 관점을 지지하는 견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혹은 구매 후 효용평가와 같은 인지적

(Hirschman and Holbrook 1986), 충동구매

평가를 매개로 하여 구매 후 긍정적인 소비감정 형

시 경험한 쾌락적 욕구충족이 구매 후 긍정적 감정

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충동구

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매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Hausman(2000)의
연구는 소비자들이 충동구매를 많은 인지적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탐색과 평가과정을 줄여주는 효율
적인 행동으로 본다고 하여, 소비자들이 충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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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상품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정 형성에 관한 연구 - 구매 후 인지적 효용평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Ⅱ. 문헌고찰 및 가설 설정

그러나 패션상품 구매에서는 계획 구매일지라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아이템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
서 쇼핑을 하러 나가는 욕구 구체화형 비계획구매

2.1 패션상품의 충동구매행동

(진현정 2008)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패션상품이 다양한 브랜드와 디자인으로 제공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유형은 일반적으로 계획구

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평

매와 비계획구매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구매계획

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한된 정보 내에서 비교

없이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비계획구매는 다시 다

적 빈번히 구매하는 상품이므로 구체적인 구매계획

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충동구매에 대한 초기의

을 필요로 하는 계획구매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연구들은 충동구매를 비계획구매와 동일한 개념을

이다(진현정 2008). 따라서 패션상품 구매의 경우

사용하여 충동구매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제안하고

에는 욕구구체화형 비계획구매를 계획구매와 구분

있다. 그러나 충동구매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자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극을 접하기 전 구매의도가 없었으나 자극을 접한

한편, 비계획 구매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분류되

후 구매가 이루어지는 비계획구매와 충동구매를 구

는 충동구매유형인 순수충동구매 또한 실제 구매행

분하고 있다(Rook and Hoch 1985; Rook 1987).

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매행동 유형이라고 할

차지민(2001)은 구매평가과정을 중심으로 이성적

수 있다. 순수충동구매는 전혀 옷을 살 생각이 없

비계획구매, 감성적 비계획구매, 일반적 충동구매,

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중한 충동구매로 분류하여 비계획구매와 충동구

패션상품은 가시도가 높고 소비자들이 구매욕구를

매를 구별하고 있으며, 고선영(1993)은 이성적 판

항상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기 때문에(이수

단과 감정적 선호 중 어느 한가지가 불완전하여 발

진 외 1997; 이은영 1997) 구매의도가 전혀 없는

생하는 경우만 충동구매로 정의하고 그 외의 비계

상태에서 구매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

획구매를 합리적 비계획구매라 하여 구분하고자 하

렵다. 따라서 패션상품의 구매행동의 75%이상를

였다. 또한, 패션상품에 대한 비계획구매를 소비자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충동구매의 대부분은 평

가 느끼는 정서적 반응의 측면에서 살펴본 최근의

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상품을 우연히 발견하여

연구는 욕구인식의 정도에 따라 욕구발현형, 욕구

구매하게 되는 욕구상기형이거나 새로운 스타일의

구체화형, 욕구상기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옷을 발견하면 구매충동을 느껴 구매하게 되는 패

였다(진현정 2008).

션지향적 특성의 욕구발현형 충동구매일 것으로 판

패션상품 충동구매행동의 유형화에 대한 선행연

단된다(박은주 2005).

구들을 살펴본 결과, 패션상품의 충동구매행동을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패션상품 충동구매의

원인, 욕구인식의 정도, 구매계획의 정도, 인지적

개념화에 적절한 개념정의로는 Weinberg and

노력정도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

Gottward(1982)가 제안한 충동구매의 조건을 들

가 이루어졌으며, 구매계획의 유무나 구체화 정도

수 있다. 비계획구매의 하위유형으로 충동구매를

는 충동구매를 포함한 비계획구매를 이성적인 계획

개념화한 Weinberg and Gottward(1982)에 의

구매와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어왔다.

하면 비계획구매는 이성적인 구매결정과정을 거칠

소비자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9년 6월

지우세요205

문희강․윤남희

수 있으나 충동구매는 자극이 구매결정을 통제하는

시간보다 짧을수록 충동성 정도가 높은 제품이라

반응적인 행동이며 인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

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시각은 충동구매를 너무 단

동이라고 하여 정서적, 인지적, 반사적 차원의 세

순화시켰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충동구매가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정서적 차원은 정서가 매

구매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투입하는 시간과 노

우 활성화되어 감정적 선호에 의해 구매가 이루어

력을 줄여주는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지는 상태이며, 인지적 차원은 구매결정과정에서

있다. Hausman(2000) 또한 충동구매가 휴리스

이성적 판단에 의한 지적인 통제가 부족한 상태,

틱(heuristic)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정보탐색에

반사적 차원은 자극에 의해 구매동기가 활성화되

소요되는 노력을 경감해주기 때문에 탐색행동에 대

어 반사적인 행동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소비자가 구매결정과

로 충동구매를 자극하는 요인으로는 소비자 특성,

정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을 절감함으

제품특성, 마케팅 자극, 상황요인 등이 있는데,

로써 충동구매를 효율적인 구매결정방법으로 인식

Dholakia(2000)는 마케팅 자극, 소비자의 개인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적, 심리적 상황요인, 소비자의 충동성향들이 구매

특히, 감정의 정보역할 이론(Theory of feeling-

충동을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지속적 정보탐색이나

as-information)에 따르면 정보판단의 성격이나

브라우징과 같은 소비자의 탐색성향 또한 충동구매

상황요인에 의해 느낌이나 무드와 같은 감성적 정

의 선행요인임이 밝혀졌다(김선화와 이영선 2001;

보가 인지적 판단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Schwarz

박은주 2005). 그러나 패션상품의 충동구매에서는

and Clore 1996; Clore et al. 1994). 이 이론

특히 새롭고 독특한 의류상품이나 유행디자인과 같

은 감성이나 감정이 인지적 역할을 하여 합리적인

은 제품특성이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주요요인으로

이성적 판단을 대체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강경자와 정수진 1998; 황진숙와 신

인지와 감정의 통합적, 호환적 역할을 제안하고 있

영필 200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전 구매

다. 따라서 인지적 정보와 판단이 결여된 구매상황

의도 없이 패션점포를 방문하였으나, 점포 내에서

에서는 감성이나 감정이 판단정보로 활용될 수 있

제공되는 자극에 의해 구매 시 감정이 활성화되어

으며, 패션상품 충동구매 시 긍정적 감정이 활성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매행동을 패션제품 충동

되어 구매결정을 하였다면 인지적 판단이 결여된

구매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매결정이었더라도 합리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패션상품의 구매상황은 감성적

2.2 연구가설의 개발

측면과 쾌락적 요소가 중요한 패션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제품의 구입이라는 목적 외에도 쇼핑 자체가

충동구매의 개념을 정의하는 다양한 시각 중에서

더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박은주 2005).

D'Antoni and Shenson(1973)은 쇼핑에서 구매

즉, 충동구매는 소비자가 구매결정에 투입한 비용

의사결정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충동구

을 경감시키고 쾌락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구매결정

매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특정 제품을 구매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충동구매 시 소비

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확연하게 적게 소요되는

자가 경험한 긍정적 감정은 구매 후 비용대비 효용

경우를 충동구매로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평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으

206

소비자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9년 6월

패션상품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정 형성에 관한 연구 - 구매 후 인지적 효용평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후 제품평가나 구매 후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욱 클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

가설 1: 충동구매 시 경험한 긍정적 감정은 구

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매 후 효용평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충동구매 시 경험한 긍정적 감정은
구매 후 긍정적 감정 형성에 정적

충동구매를 정의함에 있어서 상상, 즐거움, 사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 감정적 만족감과 같은 비경제적 측면의 요인들
은 중요한 충동구매의 이유로 설명되기도 한다(박

쇼핑 시 점포에서 경험하는 기분상태는 제품성과

은주 2005). 특히, 충동구매 후에 발생하는 소비

에 대한 판단과 소비정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자의 심리적인 변화과정에 관한 한 연구는(김희정

는 것으로 확인한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곽원

2007) 충동구매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일 1999; 김광수와 곽원일 1998), 구매 시 긍정

어로 쾌락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연구결과에 의

적 감정은 구매 후 비용대비 효용평가와 같은 인지

하면 계획에 없던 제품을 구매했지만 기분전환이

적 평가와 구매 후 긍정적 감정에 동시에 영향을

되었다는 사실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정서

미칠 것이다. 그러나 흥분되고 즉흥적인 충동구매

위안형 자기합리화가 발생한다고 한다. 즉, 충동구

상황이 끝난 후에는 비계획적인 충동구매에서 유발

매 상황에서는 쇼핑행동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으

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자기합리

며, 쾌락적 요소는 충동구매 상황에서 제품구입보

화 과정을 거치는 등(김희정 2007), 자신의 구매

다 더 가치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

행동에 대해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라 충동구매 후의 심리적 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된다. 김희정(2007)의 연구에 의하면, 충동구매

있다. 따라서 충동구매 시 소비자가 경험한 긍정적

후 소비자가 경험하는 자기합리화 기제로는 나름대

감정은 만족이나 긍정적 구매 후 감정 형성에 직접

로 합리적인 판단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는 자아방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견

어형, 제품 디자인의 새로움이나 희소성을 강조하

해는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는 제품속성형, 쇼핑과정에서 얻는 정서적이고 쾌

쇼핑 과정 그 자체에서 더 큰 만족과 긍정적인 감

락적인 혜택으로 위안을 얻는 정서위안형, 구매상

정을 지각한다고 한 Earl and Potts(2000)의 주

황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회피형, 자신만의 문

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제품에 대한 구매 후 평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타인지향형이 존재한다.

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객관적 속성에 대한 평

이 중에서 충동구매를 한 소비자들은 특히 자아방

가뿐 아니라 제품의 이미지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어형 자기합리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들의 감정적 반응과 같은 주관적평가도 함께 이루

이는 즉흥적인 구매결정이었지만 나름대로 합리적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대 2002). 따라서 패

인 결정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따라서

션상품의 구매 후 평가는 쾌락적 소비 측면이 중요

구매 후 평가과정에서 구매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하며 특히 충동구매의 경우 쾌락적 측면이 더욱 부

혹은 시간적 비용을 고려할 때 구매결과의 효용을

각되는 구매상황으로, 구매 시 긍정적 감정이 구매

높게 평가하는 경우 충동구매 후 소비자가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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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감정이나 전반적인 만족으로 연결될 수

행동원인을 유추하는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충동구매 시 긍

로, 이는 이미 행해진 행동에 대해 사후합리성을

정적 감정의 경험이 구매 후 긍정적 감정 형성에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자기합리화 행동을 설명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 외에 구매 후 비용대비 효용

하기 위한 이론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귀인은 특히

평가를 매개로 한 구매 시 감정의 영향력을 가정하

소비자의 구매 후 감정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고자 한다.

으로 알려져 있는데(Weiner 2000), 일반적으로
불만족의 원인은 외부로 돌리는 외적귀인을 하는

가설 2-2: 충동구매의 구매 후 효용평가는 구매
시 긍정적 감정과 구매 후 긍정적 감
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반면 만족의 원인은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는 내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Richins 1985).
충동구매 후 소비자가 경험하는 비용대비 효용평
가는 충동구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심리

패션상품 구매행동에서 소비자의 지식수준은 정

상태를 최소화하고자 행동에 사후합리성을 부여하

보탐색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Bloch et al.

는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합리성은

(1986)은 정보탐색은 반드시 구매를 위한 목적 외

행동이전에 사전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

에도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 이루어

소비자가 추구하는 것으로(김명언 1990), 충동구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지속적 탐색의

매 이후의 소비자 평가와 감정을 이해하기에 적합

목적을 향후 쇼핑 시 유용하게 사용할 정보를 미리

한 개념이다. 특히, 구매 후의 비용대비 효용평가

저장하는 것과 탐색과정에서 재미와 긍정적인 감

는 자신의 행동이 합리적인 것이었음을 증명하고자

정을 느끼는 등 쾌락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는 소비자의 자아방어형 자기합리화 과정에서 소

것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지속적 정보탐색과 동일

비자가 경험하는 인지적 사후 평가과정으로, 보다

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브라우징은 충동구매와 높

높은 지식과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보다 강한

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박은

사후 정당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

주 2005), 브라우징을 많이 하는 소비자들은 쇼핑

명언 1990). 뿐만 아니라, 지속적 정보탐색을 많

을 즐기며 자주 충동구매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 하는 충동구매자는 패션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Wilson 1994). 뿐만 아니라, 지속적 정보탐색을

지식도 매우 높으며 자신의 능력 또한 매우 높게

많이 하는 소비자들이 충동구매를 할 경우 그들은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Lee and Johnson

쇼핑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쇼핑 시 긍정적 감정을

2002), 지속적 정보탐색량이 많은 소비자가 충동

형성하기 쉬우며, 지속적 정보탐색이 많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경우 구매전 정보탐색량이 적은 충동

구매전 정보탐색량이 적더라도 구매만족이 높을 수

구매 상황에서도 구매만족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and Johnson 2002).

생각되며, 이들은 만족스러운 구매결과의 원인을

한편, 소비자들은 구매 후 결과에 대한 인지적

자신의 쇼핑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긍정적 내적귀인

평가와 감정적 만족 혹은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을 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충동구매

데, 이 과정에서 구매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는

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도

귀인을 하게 된다(Weiner 1985). 귀인이론이란

지속적 정보 탐색량과 내적귀인의 정도에 따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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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가설 3-2
∙ 지속적 정보탐색
∙ 내적귀인
충동구매 후
효용평가

가설 1

가설 2-2
충동구매 시
긍정적 감정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정

가설 2-1
<그림 1> 연구가설 모형

동구매 후에 소비자가 경험하는 충동구매 후 효용

구매결정과정에서 이성적 판단이 결여된 충동구매

평가와 구매 후 긍정적 감정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여부를 예, 아니오의 범주형 1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안한다.

행동의 반사적 조건을 구매의 즉흥성으로 7점 리
커트 척도로 1문항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감정적

가설 3-1: 지속적 정보탐색량에 따라 충동구매

차원은 선행연구(이학식과 임지훈 2002; 진현정

후 효용평가와 충동구매 후 긍정적

2008; Richins 1997)에서 밝혀진 긍정적인 쇼핑

감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감정 중 충동구매 상황과 관계된 즐거움, 흥분, 행

가설 3-2: 내적귀인의 정도에 따라 충동구매 후
효용평가와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정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복감을 포함한 3문항으로 충동구매 시 긍정적 감
정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정은 충동구매 이후 느끼
는 긍정적인 소비감정으로 선행연구(이학식과 임지
훈 2002; 진현정 2008; Richins 1997)의 충족

Ⅲ. 연구방법 및 가설검정

감, 성취감 차원을 수정, 보완하여 4문항을 측정하
였다. 충동구매 후 효용평가는 충동구매 후 의복을
소비하면서 구매 시 투입한 시간과 노력의 비용과

3.1 측정도구의 개발

비교하여 구매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황
정민(2000)의 쇼핑가치지각 문항 중 효용가치 문

충동구매는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상품을

항을 수정, 보완하여 3문항을 측정하였다. 내적 귀

우연히 발견하여 구매하게 되는 욕구 상기형 충동

인은 충동구매의 결과에 대한 이유를 소비자 자신

구매와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발견하면 구매충동을

으로 추론하는 과정으로(Weiner 1985), 충동구매

느껴 구매하게 되는 욕구 발현형 충동구매를 포함

결과를 나의 능력, 스스로의 결정에 귀인함을 포함

한다(박은주 2005). Weinberg and Gottward

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4문항을 측정하였다. 지속적

(1982)의 충동구매 조건에 따라 인지적 차원으로

정보탐색은 주관적 지식정보탐색량으로 측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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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Chronbach's
ɑ

문항

나는 그 매장에서 옷을 쇼핑하는 동안 즐거웠다
충동구매 시
나는 그 옷을 발견하고 사는 동안 들떠 있었다.
긍정적 감정
나는 그 옷을 발견하고 사는 동안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0.883

나는 지금 생각해도 그 옷을 산 것이 뿌듯하다.
충동구매 후 나는 그 옷을 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긍정적 감정 나는 그 옷에 대해 만족한다.

0.928

나는 그 옷을 입을 때 행복하다.
내가 소비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할 때, 최대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충동구매 후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마음에 드는 상품을 쉽게 구매했다고 생각한다.
효용평가
내가 소비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0.860

그 구매의 결과는 나로 인한 것이다.
내적귀인

그 구매 결과는 나의 능력 때문이다.

0.795

그 구매결과의 원인은 나의 패션지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옷을 산 것은 나 스스로 한 결정이었다.
TV, 패션잡지, 신문 및 인터넷의 유행에 관한 기사나 패션 광고를 유심히 살펴본다.

지속적
정보탐색

친구나 주변사람과 유행에 관해 자주 이야기한다.

0.888

옷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들으면 잘 기억해 둔다.
거리나 사람이 많은데서 타인의 옷차림을 눈여겨본다.

며, 김정희(1996)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4문항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을 포함하였다.
충동구매 시 긍정적 감정,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

본 연구의 실증적 조사를 위해 전문 리서치 기관

정, 충동구매 후 효용평가, 내적 귀인, 지속적 정

의 패널을 이용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20대-40대

보탐색은 모두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요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2008년 9월 23일부터

인분석 결과 모두 단일차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의

한, 신뢰도 분석결과 <표 1>과 같이 Chronbach's

뢰한 전문 리서치 기관(엠브레인)이 보유한 패널은

ɑ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나 내적일관성을 지니고 있

전국대상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통계청 고시 추

는 것을 확인하였다.

계인구의 연령별 분포에서 오차범위 5%안에 해당
하여 이 패널을 모집단으로 선정하는데 무리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브랜드의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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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동구매행동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일부분으

Ⅳ. 결과 및 논의

로 수행되어 연구범위를 백화점, 가두점, 할인점
등에 입점한 의류브랜드 상품의 충동구매행동에 한
정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최근 2개월 내 충동구매

4.1 충동구매 시 긍정적 감정이 충동구매 후 효용평

로 브랜드 의류상품을 구입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가설검증

제한하기 위해 충동구매의 인지적 차원인 이성적
판단의 결여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응답을 마친 555

충동구매 시 긍정적 감정이 충동구매 후 효용평

명 중 검증 데이터시스템을 통해 불성실 응답자를

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한

제거하고 500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먼저, ‘옷을

결과<표 2>,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살 생각 없이(사전 계획 없이) 의류브랜드 매장을

가설1은 지지되었다. 충동구매는 감정적으로 활성

방문했다가 옷을 구매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

화된 상태이며 쇼핑하는 동안 즐겁고, 흥분되고,

항을 통해 충동구매의 인지적 차원을 측정하였으

행복한 감정을 느껴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과 같은

며, 이를 통해 이성적 판단이 결여된 의사결정과정

비금전적 비용을 낮게 지각할 수 있다. 그래서 충

을 거쳤다고 판단된 응답자에게 다시 구매결정의

동구매 후 소비 시 느끼는 효용은 들인 노력에 비

반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구매결정의 즉흥성 정도를

해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가진단 하도록 하였다. 즉흥적으로 구매를 결정

이는 Hausman(2000)이 언급한 소비자의 낮은

했다는 충동구매의 반사적 차원문항의 점수가 1-3

정보탐색비용 지각에 의해 충동구매가 효율적인 탐

점으로 구매의 즉흥성이 낮았던 응답자를 제거하고

색행동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결

실제로 충동구매가 일어났다고 판단된 최종 404명

과이며, 이로 인해 구매 시의 감정은 구매 이후의

의 응답치가 실증적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

인지적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짐을 확인

용된 표본의 특성은 20대가 291명(72%)으로 많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감정적인 구매결정의 결과

았으며, 30대 84명(20.8%), 40대가 29명(7.2%)

로 이루어지는 충동구매인 경우에도 구매결정에 대

이었는데, 그 중 225명(55.7%)으로 대학졸업 이

한 구매 후의 이성적인 판단과 평가가 항상 부정적

상의 높은 학력수준을 보였다. 직업은 대학(원)생

인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이 169명(41.8%)과 회사원이 140명(34.7%)으

충동구매 시에 긍정적 감정을 크게 느끼는 경우 비

로 고루 분포되었으며, 전업주부도 86명(21.3%)

용대비 효용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월평균 수입은 200

짐으로써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165명(41.1%)로 가

것이다.

장 높았으며,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이 114
명(28.2%), 600만원 이상이 74명(18.3%)으로

4.2 충동구매 시 긍정적 감정이 충동구매 후 긍정적

고루 분포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구매 후 효용평가의

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검증

석, t검정으로 분석되었다.
충동구매 시 긍정적 감정이 충동구매 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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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구매 후 효용평가의 매

첫째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개효과를 밝히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

는 독립변수이며,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치는 영향력이 매개변수가 투입되는 경우 감소되

다.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

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정에

나, 독립변수와는 달리 제3의 변수의 입장에서 독

구매 시 긍정적 감정과 구매 후 효용평가를 단계입

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에 개입하여 종속변수의 결

력법(stepwise)에 의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를 독립변수에 의해 전부 설명되지 못하거나 전

과, 구매 후 긍정적 감정에 대한 구매 시 긍정적

혀 설명되지 않는 것을 설명 가능하게 하는 비가시

감정의 직접적인 설명력은 구매 후 효용평가가 투

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주우진과 황희중 2008).

입됨으로 인해 21.2%에서 2.2%로 감소하여 구매

매개효과에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시와 후의 감정변수 관계에 구매 후 효용평가의 매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완전매개(perfect

개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구매 후 긍

mediation)효과와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매 후 효용

영향력이 유의하지만 예측력이 매개변수의 예측력

평가만의 설명력은 46.7%였는데, 구매 시 긍정적

보다 작게 나타나는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감정이 투입된 모형2에서는 R2의 증가량이 2.2%

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에 그쳤을 뿐 아니라, 구매 후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여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β)이 구매

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가설 2-1을 먼저 검증하

후 효용평가는 0.600이며, 구매시 긍정적 감정은

였다.

0.172로 상대적으로 낮아 충동구매라 하더라도 구

구매 시 긍정적 감정과 구매 후 긍정적 감정의

매 후 만족에 이르는 과정은 인지적 평가과정이 큰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구매 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구매 시에 투입한

감정은 구매 후 감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시간과 노력의 비용에 비해 효용이 높다고 판단할

로 나타나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즉, 충동구매

수록 충동구매 후 구매결과에 대한 충족감과 성취

후 의복을 소비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감의 긍정적 감정이 커진다고 할 수 있으며, 구매

것은 충동구매 시에 인지적인 평가가 없더라도 구

시 감정의 구매 후 감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

매 후에는 수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보다 구매 후 효용평가를 매개로 한 영향력이 더

러한 결과는 쾌락적 쇼핑가치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2도 지지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Hirschman and

되었다.

Holbrook, 1986).
가설 2-1의 검증을 통해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4.3 충동구매 후 효용평가와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어

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특성에 관한 가

서 구매 후 효용평가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설검증

하였다.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매
개변수 분석방법에서 부분조절효과를 입중하기 위

충동구매 시 긍정적 감정과 구매 후 긍정적 감정

해서는 다음의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의 관계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구매 후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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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설 1, 2, 3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충동구매 시 긍정적 감정이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구매 후 효용평가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R2

F값

충동구매 후
효용평가

충동구매 시 긍정적 감정

.480***

.230

120.360***

2-1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정

충동구매 시 긍정적 감정

.460***

.212

108.183***

충동구매 후 효용평가

.683***

.467

351.576***

2-2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정

충동구매 후 효용평가

.600***

충동구매 시 긍정적 감정

.172***

.489

192.172***

가설1

가
설
2

모형1
모형2

***P.001 수준에서 유의

평가와 구매 후 긍정적 감정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이 215명, 5.00점 미만 내적귀인 저집단이 189

소비자 특성을 밝히기 위해 소비자의 지속적 정보

명으로 분류되었다.

탐색과 충동구매에 대한 내적귀인에 따라 효용평가

지속적 정보탐색과 내적귀인의 고, 저 집단 간

와 구매 후 감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

구매 후 효용평가와 긍정적 감정<표 3, 표 4>의

속적 정보탐색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

차이를 t검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속적 정

해, 지속적 정보탐색 4문항 합산평균점수의 중위수

보탐색이 높은 집단이 정보탐색이 낮은 집단에 비

(median)를 기준으로 4.75점 이상이면 지속적 정

해 구매 후 효용평가와 긍정적 감정 모두 유의하게

보탐색 고집단(214명), 미만이면 지속적 정보탐색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상시 정보원으로부터 의

저집단(190명)으로 분류하였다. 내적귀인 역시 4

복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소비자는 충동

문항의 합산평균점수의 중위수를 기준하여 집단을

구매 시 추가적인 정보탐색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

구분한 결과, 중위수 5.00점 이상 내적귀인 고집

력이 적더라도 구매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비교적

<표 3> 가설 3-1 검증을 위한 t검정결과:
지속적 정보탐색 집단별 충동구매 후 효용평가와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정의 차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설
3-1

t값

지속적 정보탐색 고집단
(n=214)

지속적 정보탐색 저집단 (n=190)

충동구매 후
효용평가

4.943

4.519

4.486***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정

4.957

4.558

3.887***

***P.001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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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설 3-2 검증을 위한 t검정결과:
내적귀인 집단별 충동구매 후 효용평가와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정의 차이
종속변수

가설
3-2

독립변수

t값

내적귀인 고집단 (n=215)

내적귀인 저집단 (n=189)

충동구매 후
효용평가

5.034

4.414

6.737***

충동구매 후
긍정적 감정

5.047

4.454

5.910***

***P.001 수준에서 유의

많이 알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이를 가

의 충동구매상황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감정이 충

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따라서 충동적으로 구매한

동구매 후에도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상품이라도 이후 상품의 효용가치 평가를 높게 할

대해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충동구매는 인지적 사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고과정 없이 반사적으로 행동한 결과이며, 구매상

소비자들은 구매 후 감정적 만족도 매우 높음을 확

황에서 감정이 활성화된 상태이므로, 충동구매 시

인할 수 있었다.

엔 흥분이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만이 부

한편, 내적귀인의 정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각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진다. 그러나 충동구매

살펴본 결과, 내적귀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후 의류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는 인지적인 평가

비해 구매 후 효용평가와 긍정적 감정<표 3, 표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이때 인지적인 평가과정은

4>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구

충동구매 시 들인 시간과 노력을 비용으로 생각하

매 후 효용평가는 구매결과에 대한 평가의 원인을

고 그 비용에 대한 효용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

자신에게 귀속시킬수록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다. 따라서 충동구매 후에도 구매에 대한 성취감과

와 같은 긍정적 효용평가는 충동구매 후 긍정적인

충족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려면 구매 후

감정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비용대비 효용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구매만족의 결과

이다.

를 자신에게 돌리는 내적 귀인 경향이 있다고 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Richins, 1985).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충동구매 후 효
용평가는 충동구매 후 긍정적인 감정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쳤으며, 구매 시의 긍정적인 감정이
활성화 될 때 시간과 노력 등의 비금전적인 비용을

Ⅴ. 결론 및 제언

낮게 지각하게 되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검증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충동구매 시 긍정적인
감정은 충동구매 후 긍정적인 감정에 유의한 영향

충동구매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충동구매의 부정

을 미쳤으나, 충동구매 후 효용평가가 투입되면 설

적인 결과에만 집중하는 반면, 본 연구는 패션상품

명력이 낮아져 두 감정사이의 영향관계를 구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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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평가가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소비자

긍정적 인지적 평가과정으로 비용대비 효용평가의

는 충동구매 시에는 감정적 반응으로 행동이 일어

역할이 중요함을 밝혔다. 즉, 구매 시 감정과 구

날 수 있으나, 구매 후 소비과정에서 긍정적인 감

매 후 감정의 영향관계에서 구매 후 비용대비 효

정을 갖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인지 평가과정을 거

용평가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쇼핑과정과

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행동

구매 후 소비과정에서 소비자의 인지와 감정이 어

의 사후합리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기합리화와 같

떻게 통합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혔으

은 인지적 평가과정을 거친다는 김희정(2007)의

며(Schwarz and Clore 1996; Clore et al.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높은 비용대비 효용

1994), 이를 통해 쾌락적 쇼핑에 대한 선행연구들

평가에 의해 구매 후 만족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을 발전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지금까

형성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충동구매

지 연구들이 제품 구입 시 소비자가 점포에서 경험

행동을 유발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하는 감정이 제품의 판단과 소비감정에 영향을 미

주는 것이다.

친다는 보고에 그쳤으나, 이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

특히, 충동구매 시와 후의 감정들 사이를 매개하

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는 효용평가는 지속적 정보탐색이 높고, 내적귀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마케팅 시사점을 제언해본

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다면 우선, 충동구매 시의 긍정적 감정 형성이 구

는 평상시 패션정보에 대한 탐색이 활발하여 구매

매 후 만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시 투입하는 노력이 낮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쉽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쇼핑과정 중에서 쾌락적

게 구매결정을 내리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여 충동

인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쇼핑 시

구매 후 만족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

흥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마케팅을 통한

한다. 또한 구매 후 효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체험적 요소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긍정적

평가의 원인을 소비자 자신으로 귀속시킬수록 높아

감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

져 긍정적인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

히 소비자 충동구매를 할 때 긍정적 감정을 형성할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브라우징을 많이 하는 소

수 있도록 점포서비스 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

비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또

후 인지적 평가가 높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극 요

한 만족도 높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인을 찾아서 제공해야한다. 또한, 충동구매 후 효

것이다(Lee and Johnson 2002).

용평가를 높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평가의 기준이 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충동구매의 부정적인 반

는 인지된 비용을 줄여야하는데 그 비용은 외부요

응 즉, 충동구매 후 후회나 불만족 등의 결과에 대

인 즉, 판매의 조언이나 품절상황과 같은 구매압박

한 설명에 치우친 반면, 소비자들이 충동구매 후

에 의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속적 정보탐색이나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과 이를 통해 충

구매결정의 결과가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는

동구매를 반복적으로 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내적귀인과정에 의해 비용이 축소되어야 한다. 따

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충동구매 행

라서 구매압박을 하면 단기적으로 충동구매를 유발

동 유발에 중요한 긍정적인 감정이 구매 후 만족에

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구매

연결되기 위해서는 감정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함께

불만족을 유발하여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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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기업은 지속적인 브랜드의 정보를 제공함

의 합류,” 한국심리학회지, 9(1), 134-153.

으로써 소비자의 지속적 정보탐색을 활성화하는 전

김선화, 이영선(2001), “유행선도력과 쇼핑관련 특성과의

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계연구: 쇼핑동기, 지속적 정보탐색, 충동구매

구매상황에서도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
함으로써 소비자가 많은 정보를 갖게 하고 구매 시
점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신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므로, 판매원의 제
품정보에 대한 지식전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와 관련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5(1), 162172.
김정희(1996),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탐색내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정(2007), 소비자의 충동구매 자기합리화 기제 연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고 소비자의 구매시 상품평가과정이 쉽게 이루어

박은주(2005), “패션제품 충동구매행동에 대한 브라우징의

질 수 있도록 점포내 상품정보 인지 시간을 최소화

중재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9(9/10), 1340-

할 수 있는 상품제시 방법을 택하는 것이 도움이

1348.
박은주, 정영옥(2002), “의복충동구매에 대한 점포내 구매

될 것이다.
<논문접수일: 2008. 12. 06>
<1차수정본접수일: 2009. 05. 25>
<게재확정일: 2009. 06. 15>

상황과 감정적 요인의 영향: 소규모 디자이너 부
띠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3/4), 379389.
이동대(2002). 점포소매연구: 소매점포의 기능성과 쾌락
성, 2002년 한국유통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
문집, 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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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Fashion Consumers’ Positive Post-impulsive Purchase
Emotions are Shaped: An Approach on Mediating Role of
Post-purchase Utility Evaluation
Hee-Kang Moon․Namhee Yoon

ABSTRACT
Recently, lots of consumers are reported to have experience of impulsive purchase, especially
when they are exposed to fashion products. While negative outcomes of impulsive purchase
behaviors have been the primal issue of lots of studies, this study focuses on how positive
shopping emotions shape and influence consumers’ positive consumption emotions, with the
mediating role of post-purchase utility evaluation. This study intend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consumers’ repetitive impulsive buying behavior, by suggesting the compositive
role of consumers’ emotions and reasoning in the process of purchase and consumption. Also,
ongoing information search and internal attribution were included to more closely examine
satisfied impulsive buyers’ characteristics.
A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in order to verify hypotheses. The survey questionnaire
included a series of filtering questions measuring respondents’ level of impulsiveness in
purchase behavior, and finally the data from 404 female consumers at least 20 years of age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Measurement scales for shopping emotions, consumption
emotions, post-purchase utility evaluation, ongoing information search, and internal attribution
were modified from previous studies.
Consistent with our prediction, it was found that positive shopping emotions would have
an indirect impact on positive consumption emotions mediating post-purchase utility evaluation
as well as have a direct effect. However, fashion consumers’ positive post-impulsive purchase
emotions were mainly shaped by mediating role of post-purchase utility evaluation rather
Hee-Kang Moo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ai Chai University
Namhee Yoon / Manager, Korea Color & Fashion Trend Center,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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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by direct effect of purchase emotion. That is to say, consumers’ impulsive buying behavior
may persist by going through post-purchase reasoning process. Impulsive buying consumers’
positive shopping emotions achieved as a hedonic shopping value, affected consumption emotions
by lowering consumers’ level of cognitive shopping cost perception, and subsequently affected
positive consumption emotions. Moreover, the more a consumer practices ongoing information
search and attributes purchase result to internal causes, the more he or she is likely to form
positive post-purchase emotions.
A major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e identification of the role of post-purchase
utility evaluation in maintaining consumers’ positive emotions from purchase through consumption.
Furthermore,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ing studies on consumers’ hedonic shopping
behavior and impulsive buying, by extending the research focus from purchase to consumption.
I proposed some marketing suggestions and thought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rketing strategies stimulating consumers ongoing information search and promoting
consumers’ instore decision making process were discussed.
Key words: impulsive purchase behavior, shopping emotions, consumption emotions, postpurchase utility evaluation, internal attribution, ongoing information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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