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의 변경가능성과 의사결정의 심사숙고 정도가
구매제품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나준희*
본 연구는 구매제품의 만족이 구매하지 않은 다른 제품의 애착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
여준 연구이다. 즉, 구매하지 않은 다른 제품의 애착정도가 높아질수록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이 낮
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매의 변경가능성 조건과 의사결정의 심사숙고 정도가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소비자는 구매를 변경할 수 없는 조건에서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에 비해 구매제
품에 대해서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의사결정의 심사숙고 정도가
높은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구매제품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서 구매하
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은 구매제품의
대한 만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Ⅰ. 서 론

측면이 더욱 많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
매이후 소비자가 지각하는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은 구매제품의 성과뿐만 아니라 구매하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제품구매로 인한 소비
자의 만족은 자신이 구매한 구매제품의 성과

않은 다른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즉, 구매한 제품에 대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해서 구매이전에 생각했던 기대에 비해 성과

구매이전의 비교대안과 비교하여 긍정적일 경

가 큰 경우에 만족이 나타난다고 한다(예: Day

우에는 만족하지만, 비교대안과 비교하여 부정

2002; McDougall and Levesque 2000). 이에

적일 경우에는 불만족한다. 예를 들면, 최근

따라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되고 있는 디지털 카

품의 성과가 기대보다 좋은 경우에는 만족하

메라를 사고자 하는 K군이 있다고 하자. 이때

지만 그 성과가 기대보다 좋지 못한 경우에는

에 K군은 카메라의 속성 중에서 화소와 제품

불만족한다고 한다.

의 크기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어떠한 제품을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의 구매상황은 하나의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그러던

제품만을 두고 구매할 것인지, 또는 구매하지

중 동일가격으로는 카메라의 화소에서 가장

않을 것인지를 고려하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우수한 C브랜드의 제품과 카메라의 크기에서

여러 개의 비교대안 중에서 하나를 구매하는

가장 작아 디자인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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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S브랜드의 제품을 두고 최종적으로 고민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제품이 소유하고

하다가 결국은 카메라의 화소에서 더욱 우수

있는 속성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하고 시뮬레

한 C브랜드의 제품으로 구매하였다. 이때에 K

이션(simulation)하여 내린 의사결정이 오히려

군의 C브랜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그렇지 않은 의사결정에 비해 호의도가 더욱

기존연구에 의하면, K군의 만족도는 구매제

낮다는 것이다(Tordesillas and Chaiken 1999).

품인 C브랜드 제품의 성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는 종종 그들의 심사

다고 한다. 그러나 C브랜드에 대한 K군의 만

숙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매우 큰 심리적인 불

족도가 반드시 C브랜드의 성능에 의해서만 결

편함(psychological discomfort)을 느낀다고 한

정되는가?

다. 왜냐하면 여러 제품의 각 속성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Frey(1981)는 선택대안의 만족

심사숙고한 의사결정은 자칫 자신이 구매한

과 불만족은 항상 자신이 선택한 대안의 성과

제품이 보유하지 않은 속성을 구매하지 않은

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

제품(forgone option)이 보유한 경우, 그 속성

였다. 또한 Gilbert와 Ebert(2002)의 연구에 의

에 대한 평가가 구매이전에 비해 구매이후에

하면,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은 자신의 선

더욱 좋게 연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Inman

택을 바꿀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따라서도

and Zeelenberg 2002).

달라진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택대안에

즉, 보완적 방식에 의해 속성전체에 대해서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단순히 선택대안 자체의

평가할 때에는 덜 매력적으로 보여 구매하지

성과뿐만 아니라 선택상황의 맥락(contexts)에

않은 제품이었으나, 심사숙고한 의사결정을 하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

즉, 자신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경우에는

우에 비해 구매하지 않은 제품의 좋은 속성에

선택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택할

대해서 비보완적으로 회상되고 재평가되어 자

수 있으나, 선택을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주

칫 구매하지 않은 제품이 구매이전에 비해 더

어진 상황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적 특성이 대안에 대한 만족도 평

그러한 매력도에 의해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 애착도(attachment)가 증대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중요하다

이를 위의 K군의 예로 설명하면, 카메라의

고 생각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화소에서 우수한 C브랜드의 제품과 크기에서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심사숙고한 의사결

작아 멋진 S브랜드의 제품사이에서 고민하던

정(deliberative decision making)이 그렇지 않

K군은 결국 화소에서 우수한 C브랜드의 제품

은 의사결정에 비해 그들의 의사결정의 질

을 구매하였다. 이때에 K군은 구매이전에는

(quality)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경

덜 매력적으로 보였던 카메라의 크기가 구매

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심사숙고

이후에 자꾸 생각나 S브랜드의 제품에 대해서

한 의사결정이 소비자 의사결정의 질(quality)

더 많은 애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을 항상 증대시키는가?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비자가 선택을 바꿀

이에 대해서 Wilson과 Schooler(1991)는 그

수 있는지, 또는 바꿀 수 없는지에 따라 그들

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 의사결정시 너무 많

이 선택한 제품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

은 생각은 오히려 의사결정에 대한 질을 감소

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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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에 대한 연구는 최근 많은 기업에서 고

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조건의 피험자들로

객만족 차원에서 소비자의 반품을 매우 자유

구분한 후, 여러 사진을 제시하고 자신이 가장

롭게 실시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과

좋아하는 사진을 선택하라고 한다. 그리고 이

연 기업의 그러한 전략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후에 자신이 선택한 사진에 대한 만족도에 대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서 물어보았다. 실험결과, 선택에 대한 변경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소비자가

이 가능하지 않은 피험자들은 선택에 대한 변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 심사숙고한 의사결정

경이 가능한 조건의 피험자들에 비해 더욱 만

을 하는 것이 과연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대

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

한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

수록 증가하였다.

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

이러한 측면에서 Gilbert와 Ebert(2002)의 연

다. 즉, 너무 많은 생각은 오히려 소비자로 하

구는 선택대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에 대한

여금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 하여 자칫 구매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선택대안에

품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

대한 소비자의 만족은 단순히 선택대안에 대

주고자 한다.

한 기대-성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의사결
정자의 선택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고 있다.
특히 선택의 변경가능성이 선택대안에 대한
만족을 이해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심리적 면역시

2.1 구매의 변경가능성

스템(psychological immune system)은 매우 중
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심리적 면역시스템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의 의사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말을 자주 한다. 이

결정 결과를 심리적으로 재구성(restructuring)

말은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Gilbert, Pinel,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대안 및 상황을 생각할

Wilson, Blumberg, Wheatley 1998), 우리 속담

수 없으므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상

에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러한

황을 즐기라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피할 수 있

심리적 면역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자는 부정적

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결과로 인해 초기에는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Myers(2000)에 의하면, 지난 25년 동안 미국

정서를 느꼈다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에서 결혼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감소하였다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완

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바로 이혼에

화되어 원래의 정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

대한 수용성(acceptability)이 용이해졌기 때문

다(Affelect and Tennen 1996). 즉, 이러한 심

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Gilbert와 Ebert

리적 면역시스템의 작동으로 인해 사람들은

(2002)는 선택대안에 대한 만족도에 선택의 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자

경가능성(changeability)이 매우 유의한 영향을

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친다고 한다. 그들은 실험에서 선택에 대한

심리적 면역시스템에 대한 예를 들면, 선거

변경이 가능한 조건의 피험자들과 선택에 대

에서 비록 자신이 반대한 후보자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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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당선이 된다면, 사람들이 초기에는 여전히

호하기 위한 심리적 면역시스템이 작동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다할지라도 이후 어느 정

반면에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

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당선자에 대해서 이전

의 선택한 대안의 부정적 측면이 현저하게 지

과는 다르게 보다 긍정적으로 재인식하는 경우

각되어 심리적 면역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론 선택하지 않았던 다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심리적 면역시스템은 부

른 대안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증대될 수 있

정적인 정서로부터 자신을 보호(self-serving)하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재의 선택대안에 대

기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Sedikides, Campbell,

해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

Reeder, and Elliot 1998).

다(Gilbert and Ebert 2002).

한편, 사람들은 미래사건에 대한 감정적인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의 구매상황에

반응을 예측할 때, 그들의 심리적 면역시스템

서도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Gilbert, Pinel,

TV 홈쇼핑에서의 빈번한 반품상황이 이에 해

Wilson, Blumberg, and Wheatley 1998). 심리

당한다. 최근 TV 홈쇼핑은 매우 성행하고 있

적 면역시스템에 대한 무시(immune neglect)

다. 하지만 빈번한 반품률은 기업의 수익성을

란 부정적 결과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적 정서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에 대한 과대평가를 의미한다.

렇다면 빈번한 반품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즉, 부정적 결과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때

무엇일까?

현재의 부정적 정서는 심리적 면역시스템이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원인을 구분할 수 있다.

작동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완

첫째,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제품 자체의

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

낮은 품질이다. 즉, TV로 볼 때에는 우수한 제

리적 면역시스템에 대해서 망각하여, 현재의

품으로 생각되어 구매하였으나 배송된 제품이

부정적 결과를 현저하게 지각하고 부정적 정

생각보다 별로라고 생각되었기에 반품할 수 있

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시간의 흐름과는

다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와 연관된 내용으로

관계없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정적 정서가

서 무료반품이 가능하기에 반품률이 높아질 수

지속될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있다. 즉, 반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예를 들면, 자신이 애지중지하며 소중히 키

전혀 없는 상황은 소비자의 구매변경을 매우

워온 애완견을 잃어버린 경우, 오랜 시간이 지

용이한 상황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신이 구매한

나 되돌아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별 문제가

제품에 대한 만족이 낮아질 수 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그 당시에는 세

구매의 변경이 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구

상의 전부를 잃은 것처럼 몹시 서러운 경우가

매하지 않은 비교대안 또는 적어도 구매하기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전 대안인 비옵션 대안(no-choice option)과

이러한 측면에서 선택대안에 대한 만족은 소비

비교하여 구매제품에 대한 소유는 계속적인

자의 심리적 면역시스템(psychological immune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심리적 면역시스

system)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선택의

템의 작동이 무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경

변경가능성은 심리적 면역시스템과 직접적으

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소비자의 구매제품의

로 연관되어 있다. 즉, 선택을 변경할 수 없는

반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높다고 할

경우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 내에서 자신을 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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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

구매를 위한 프로세스가 보다 심사숙고한 경
우에 더욱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소비자는 특정의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고

(Carmon, Wertenbroch, and Zeelenberg 2003).

려대안군(consideration set)의 각 제품에 대해

즉, 소비자는 심사숙고의 과정을 통해 비록

서 자신이 소유한 경우를 상상하며, 시뮬레이

구매하지 않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

션 한다. 즉, 소비자는 각 제품이 주는 효익

미 소유한 경험(prefactual ownership)을 느끼

(benefits) 및 비용(costs)을 상상하고 시뮬레

게 되며 이에 따라 그 제품에 대한 애착이 증

이션 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자신의 구매

대된다고 한다. Carmon, Wertenbroch,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이러한 시뮬레이션

Zeelenberg(2003)는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

과정을 통해 소비자는 비록 자신이 최종적으

한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는 구매를 위

로 구매하지 않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

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보다 심사숙고한 경우,

이 제공하는 여러 효익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

구매이후 오히려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하고 고려하였으므로, 어떤 제품을 구매한 이

상대적인 매력도가 증대된다고 한다.

후, 구매하지 않은 다른 대안에 대한 애착

그렇다면 구매의사결정이 심사숙고할수록 구

(attachment)이 발생한다고 한다(Dhar and

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애착이 항

Wertenbroch 2000).

상 증가할까? 이에 대해서 본 연구는 구매의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소비자는 자신

변경가능성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주

이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이 나타나

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Kahneman과 Tversky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역시 차이

(1979)는 손실회피(loss aversion)의 논리로서

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애착

즉, 구매에 대한 변경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손

는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실회피란 손실에 대한 심리적 가치가 동일한

가 증가한다. 그리고 비록 구매하지 않았다할

정도의 이익에 대한 심리적 가치보다 더욱 크

지라도, 소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매하기

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Kahneman, Knetsch,

이전에 해당 제품에 대해서 이미 소유한 경험

and Thaler 1990; Strahilevitz and Loewenstein

을 느끼므로 손실회피적 측면에서 구매하지

1998).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이 증가할 수 있을 것

이러한 측면에서 Thaler(1980)는 사람들은

이다. 따라서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

사물을 포기할 때의 심리적 손실감이 동일한

이 증가하는 경우, 구매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사물을 취득할 때의 심리적 소유감보다 더욱

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크다고 한다. 즉, 소비자는 비록 자신이 구매

그렇지만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많은 심

하지 않았다할지라도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과

사숙고는 오히려 소비자로 하여금 자기보호를

정에서 그 효익에 대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

강화시킬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 심리적인 소유가 이루어졌으므로 구매하지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애착은

않음은 오히려 그 효익이 손실로 지각되어 더

낮게 나타날 것이며,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도

욱 그 가치가 크게 지각된다는 것이다. 그리

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 이러한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은

한편,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심사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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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가 적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에 대

따라 피험자를 2개의 집단(고/저)로 구분하는

해서 본 연구는 심사숙고의 정도가 적은 경우

집단간 실험설계(between subjects design)로

에는 구매의 변경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을

구성하였으며, 구매의 변경가능성(변경가능/변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심사숙고의 정도가 적

경불가능)에 대한 실험설계는 집단내 실험설

다는 것은 그 만큼 시뮬레이션을 적게 할 가

계(within subjects design)로 구성하였다.

능성이 크므로 구매이전의 제품소유에 대한

즉, 실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는 의사결정

경험(prefactual ownership)은 상대적으로 낮을

의 심사숙고 정도에 따라 심사숙고가 많은 피

것이며 이에 따라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험자 집단과 심사숙고의 정도가 적은 피험자

애착역시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집단 등의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심사숙고의 정도가 적다는 것은 구매에 대한

각 집단의 모든 피험자는 구매를 변경할 수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있는 상황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의 시나리

자신의 구매를 변경할 수 있든, 그렇지 않든지

오와 구매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품을

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구매한 경우의 시나리오 등의 2가지의 시나리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오를 제시받았으며, 피험자는 자신에게 제시된
2개의 시나리오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구매제

가설 1: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에 비해

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각각 평가하였다.

변경할 수 없는 조건에서 구매된 제
품의 만족도가 더욱 높을 것이다.

3.2 실험설계

가설 2-1: 제품구매시 심사숙고의 정도가 많
은 경우,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본 연구는 2(의사결정의 심사숙고 정도: 고/

조건에 비해 변경할 수 없는 조건

저) × 구매의 변경가능성(변경가능/변경불가

에서 구매된 제품의 만족도가 더

능)의 2원 요인설계로 행해졌다. 즉, 의사결정

욱 높을 것이다.

의 심사숙고의 고/저(high/low)에 따라 2집단

가설 2-2: 제품구매시 심사숙고의 정도가 적

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는 자신의 구매에 대

은 경우, 구매의 변경가능성은 구

한 변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제품을 구매한 시

매된 제품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나리오 인물과 구매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지

치지 못할 것이다.

않은 상황에서 제품을 구매한 시나리오 인물
에 대한 2유형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제시되고
피험자들은 위의 두 유형에 대한 시나리오 인

Ⅲ. 실 험 1

물의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
하였다.

3.1 표본의 선정 및 실험집단의 구성

3.2.1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의사결정의

실험은 서울시내 소재 대학교의 “광고관리

심사숙고 정도와 구매에 대한 변경가능성이다.

론”을 수강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사숙고의 정도를

다. 실험집단은 의사결정의 심사숙고 정도에

측정하기 위해 DeCarlo와 Leigh(1996)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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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측정

의사결정의 심사숙고 정도가 구매제품에 대한

아이템을 양극단 척도(bi-polar scale)로 사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

하였다. 즉, “얼마나 주의 깊게 구매하였는가?”,

해 본 연구에서는 본실험을 실시하기전, 사전

“얼마나 신중하게 구매하였다고 확신하는가?”,

실험(pre-test)을 실시하여 심사숙고의 정도와

“얼마나 심사숙고한 구매인가?”를 7점 척도로

본실험에서 사용할 제품을 구분하였다. 심사숙

측정하였다. 1점은 “전혀 아니다”이며 7점은

고에 대한 조작은 Carmon et al.(2003)의 기간

“매우 그렇다”이다. 즉, 1점에 가까울수록 심사

(duration)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숙고에 대한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으며, 7점

Carmon et al.(2003)은 많은 심사숙고의 기간

에 가까울수록 매우 심사숙고한 의사결정이라

은 2달, 적은 심사숙고의 기간은 2일로 구분되

고 할 수 있다.

어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또한 구매에 대한 변경가능성은 정도(level)
의 개념이 아니라 범주(category)의 개념으로

연구를 바탕으로 심사숙고의 정도를 시간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이용하였다. 따라서 피험자들에게는 “구매에

심사숙고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와 “구매에 대한 변경

는 2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이 불가능하다.”의 내용으로 지시문이 제시되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는 지에 대한

었다.

심층면접법(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구매제품에

며 면접결과, 심사숙고의 정도가 많은 경우는

대한 만족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

1주일, 심사숙고의 정도가 적은 경우는 5분으

개의 측정 아이템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측정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이러한

아이템은 Oliver(1993)의 측정 아이템을 이용

내용을 바탕으로 45명의 대학생집단을 대상으

하여 “Mr. Kim은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얼마

로 사전실험을 실시하고 43명의 응답내용을

나 만족할 것 같은가?”로 질문하였다. 피험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주일(M=5.50)과 5분

들은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역시 1점은 “전

(M=3.65)의 심사숙고 정도는 유의하게 나타

혀 아니다”이며 7점은 “매우 그렇다”이다. 즉,

났다(t(41)=5.82, p< .01).

1점에 가까울수록 구매한 제품에 대한 만족정

또한 본 연구자는 본실험에서 사용할 실험

도가 낮다고 할 수 있으며, 7점에 가까울수록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역시 대학생 2인을 대

구매제품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다.

상으로 대학생집단에서 특별한 이벤트에 친구

또한 본 연구에서는 Zeelenberg, van den

에게 선물하기 좋은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Bos, van Dijk, 그리고 Pieters(2002)의 연구에

를 심층 면접하였다. 특별 이벤트에 친구에게

서 사용된 측정 아이템을 변형하여 구매에 대

선물하기 좋은 제품을 실험 제품으로 사용하

한 변경이 가능한 조건과 구매에 대한 변경이

려는 이유는 대학생 집단에서 비교적 선호하

불가능한 조건 중 어느 조건에서의 구매가 더

는 제품을 실험 제품으로 선정하기 위함이다.

욱 만족스러울 것 같은가?를 선택하게 하여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였다.

대학생 피험자 집단이 선호하는 제품을 선정
하기 위한 사전실험 결과, 선정된 제품은 CD,
화장품, 향수, 꽃 등이 나왔다. 이 중에서 제품

3.2.2 실험절차

속성에 의해 독립적인 제품으로 구별될 수 있

본 연구는 구매제품에 대한 변경가능성 및

는 제품인 CD를 대상으로 선호도와 관여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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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가적인 사전실험을 실시하였다. 즉, CD

및 환불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조건 중 어느 조

의 경우 속성에 따라 재즈, 클래식, 국악, 가요,

건에서 더 만족스러운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또

팝, 샹송, 칸초네 등으로 구별될 수 있어 이에

한 각 조건에 있어서 구매한 제품에 대한 만족을

대한 선호도와 관여도를 질문하였다.

모두 평가하게 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모든 피험자

분석결과, 이 중에서 재즈음악 CD와 클래식
음악 CD는 선호도(M재즈=4.91, M클래식=4.63)

들에게 심사숙고에 대한 조작점검(manipulation
check)을 실시하였다.

에서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며(t(43)=1.13, p>
.26), 관여도(M재즈=3.87, M클래식=4.05)에서 역

3.3 결과

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43)=-.41, p>
.69). 이에 따라 실험 1에서는 재즈음악 CD와

3.3.1 독립변수의 조작점검

클래식음악 CD를 실험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의사결정의

이후 본실험에서 연구자는 설문작성의 주의

심사숙고 정도이다. 즉,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위해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내

그리고 각 피험자에게는 심사숙고의 정도에

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DeCarlo와

따라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중 하나가 제시되

Leigh(1996)가 사용한 측정 아이템을 변형하

었다.

여 “얼마나 주의 깊게 구매하였는가?”, “얼마
나 신중하게 구매하였다고 확신하는가?”, “얼

시나리오 1
평소에 재즈 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하
는 Mr. Kim은 동료들과 점심식사 후, 약 20분 정도
의 시간이 남아 음악 CD를 구매하고자 회사에서
매우 가까운 음악사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자유로운
연주가 좋은 재즈음악 CD와 절제된 연주가 돋보이
는 클래식음악 CD 모두를 동시에 구매하고 싶었으
나, 지갑을 보니 2개중에서 하나만 살 수 있는 돈만
있었다. 그래서 약 5분정도 고민하고 Mr. Kim은 결
국 재즈음악 CD를 구매하였다.

마나 심사숙고한 구매인가?”를 7점 척도로 측

시나리오 2
평소에 재즈 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하
는 Mr. Kim은 자유로운 연주가 좋은 재즈음악 CD

4.44)와 제품구매를 위해 5분을 고민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측정 아이템간의 신뢰성은 Cronbach' α 계수값
이 .91로 나타났다. 이는 .70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Nunnally와 Bernstein
(1994)의 주장에 의해 측정 아이템간의 내적
일관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작화 점
검 측정결과, 제품구매를 위해 1주일을 고민하
는 것으로 제시된 많은 심사숙고의 정도(M=
제시된 적은 심사숙고의 정도(M= 3.97) 사이에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6)= 2.26, p< .05).

와 절제된 연주가 돋보이는 클래식음악 CD중 어느
것을 구매할 지에 대해서 며칠째 고민하였다. 그렇
게 1주일째 고민한 어느 날 Mr. Kim은 동료들과 점
심식사 후, 회사에서 매우 가까운 음악사를 방문하
여 결국 재즈음악 CD를 구매하였다.

3.3.2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
본 연구는 총 52명의 피험자를 의사결정의
심사숙고 정도에 따라 2집단으로 구분하였으
며, 각 집단에는 각각 26명의 피험자를 무작위

시나리오를 모두 읽은 후, 피험자들은 Mr.

로 할당하여 실험 1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Kim이 구매한 재즈음악 CD를 다른 제품으로

불성실하게 응답한 4명 피험자의 응답내용은

교환 및 환불이 얼마든지 가능한 조건과 교환

모든 통계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결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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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사용한 피험자 수는 총 48명이었다.

정도가 적은 피험자의 만족정도는 구매의 변
2

48명의 피험자는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조

경가능성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χ (1,

건의 시나리오와 구매를 변경할 수 없는 조건

23)=2.13, p> .14).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1>

의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받았으며, 2개 유형의

과 같다.

시나리오 중 어느 시나리오에 나오는 등장인

또한 본 연구는 카이스퀘어 검증의 한계를

물의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지를

극복하기 위해 반복측정에 의한 분산분석을

선택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은 각각의 시나리오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구매의 변경가능성이

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

구매제품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효

도에 대해서 응답하였다.

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1, 46)=4.37, p<

가설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
2

.05). 즉, 구매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구

법은 카이스퀘어(χ )검증과 집단내 실험설계를

매제품에 대한 만족도(M=5.06)와 구매를 변경

분석하기 위해 반복측정(repeated measures)에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

의한 분산분석(ANOVA)이다.

도(M=4.54)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1
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심사숙고 정도는 구매제

2

<표 1> 가설검증을 위한 χ 검증
변경이 가능한 변경이 불가능한
구매상황
구매상황
많은 심사숙고

6

19

적은 심사숙고

8

15

품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F(1, 46)=1.01, p> .32). 즉, 구매에 있어서
심사숙고의 정도가 많은 경우(M=4.90)와 구
매에 있어서 심사숙고의 정도가 적은 경우
(M=4.70)에 있어서 구매제품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χ 검증결과, 25명의 심사숙고 정도가 많은

마지막으로 구매의 심사숙고의 정도와 구매

피험자 중에서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의

의 변경가능성과의 상호작용은 구매제품에 대

시나리오가 더욱 만족스럽다고 선택한 피험자

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는 6명이었으며, 구매를 변경할 수 없는 조건

났다(F(1, 46)=7.99, p< .01). 구체적으로 살펴

의 시나리오가 더욱 만족스럽다고 선택한 피험자

볼 때, 심사숙고 정도가 많은 경우 구매를 변경

가 19명이었다. 즉, 구매를 위한 심사숙고의 정도

할 수 있는 경우(M=4.32)와 변경할 수 없는

가 많은 피험자들은 구매를 변경할 수 없는 경

경우(M=5.48)의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도 차이

우가 변경할 수 있는 경우보다 구매제품에 대

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4)=4.32,

2

해서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χ (1, 25)
=6.76, p< .01).

p< .01). 이에 따라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심사숙고가 적은 경우에 있어서 구매

그러나 23명의 심사숙고 정도가 적은 피험자

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M=4.61)와 구매를

중에서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의 시나리

변경할 수 없는 경우(M=4.78)의 구매제품에

오가 더욱 만족스럽다고 선택한 피험자는 8명

대한 만족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이었으며, 구매를 변경할 수 없는 조건의 시나

타났다(t(22)=-.44, p> .67). 따라서 가설 2-2

리오가 더욱 만족스럽다고 선택한 피험자는 15

역시 지지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

명이었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대한 심사숙고

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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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매의 변경가능성과 심사숙고 정도의 상호작용 효과
만족 7
6

5.48
4.78

5

4.61

4

4.32

변경가능
변경불가능

3

많은 심사숙고

Ⅳ. 실 험 2

적은 심사숙고

능)의 집단간 실험설계로 행해졌다. 즉, 의사결
정의 심사숙고 정도에 따라 고/저(high/low)
의 2집단, 자신의 구매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

본 연구는 구매에 대한 심사숙고의 정도와

상황에서 제품을 구매한 시나리오 인물이 제

구매의 변경가능성이 구매제품의 만족에 미치

시된 집단과 구매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지 않

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은 상황에서 제품을 구매한 시나리오 인물이

본 연구자는 실험 1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

제시된 집단의 2집단 등 총 4개의 집단으로

험 1은 피험자 수의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집

구성되었다. 실험은 서울시내 소재 대학교의

단간 실험설계(between subject design)와 집

“마케팅원론”을 수강하는 학부생 112명이며,

단내 실험설계(within subject design)를 혼합

이들은 각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하여 실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오히
려 피험자들이 연구자의 의도대로 답하려는

4.1.1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현상(demand artifact)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실험 1에서는

심사숙고 정도와 구매에 대한 변경가능성이다.

만족을 측정함에 있어서 단일항목 측정아이템

이를 조사하기 위해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서

(single-item)을 사용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

사용한 측정아이템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될 수 있다.

즉, DeCarlo와 Leigh(1996)의 측정아이템을

이를 위해 실험 2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

변형하여 “얼마나 주의 깊게 구매하였는가?”,

거하고 보다 정교한 실험을 위해 집단간 실험

“얼마나 신중하게 구매하였다고 확신하는가?”,

설계만으로 실험디자인을 구성하였으며, 만족

“얼마나 심사숙고한 구매인가?”를 7점 척도로

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복수항목 측정아이템

측정하였다. 또한 구매에 대한 변경가능성 역

(multi-items)을 사용하였다.

시 범주(category)의 개념으로 이용하여 피험
자들에게 “구매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와
“구매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다.”의 내용으로

4.1 실험설계와 표본의 선정

지시문을 조작하였다.
그리고 만족에 대한 측정아이템은 실험 1에

본 연구는 2(의사결정의 심사숙고 정도: 고/

서 단일항목 측정아이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저) × 구매의 변경가능성(변경가능/변경불가

위해 Spreng, MacKenzie, 그리고 Olshav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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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의 측정아이템을 변형하여 “Mr. Kim은

은 여러 고려대안 중에서 선택을 위해 고려하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만족할 것 같은가?”,

였지만 선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이 선

“구매한 제품은 Mr. Kim을 얼마나 기쁘게 해

택이후에 증대된다고 하였다. 즉, 소비자들이

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Mr. Kim이 구매한

어떤 제품을 선택하기 이전에 고려하는 제품

제품은 얼마나 좋은 제품일 것 같은가?”로 질

은 소비자가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문하였다. 역시 피험자들은 실험 1과 같은 7점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제품을 선택한

척도로 응답하였다. 1점은 “전혀 아니다”이며

다는 것은 선택제품에 대해서는 이익(gains)으

7점은 “매우 그렇다”이다.

로 지각하지만 선택을 고려하였지만 선택하지

특히 실험 2는 실험 1과 달리 추가적으로,
구매이후 구매하지 않은 다른 제품에 대한 애

않은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손실(losses)로
생각한다는 것이다(Carmon and Ariely 2000).

착(attachment)을 만족을 측정하기 이전에 측

이러한 측면에서 선택의 변경가능성이 없는

정하였다. 이는 구매의 변경가능성이 구매제품

경우에는 선택자체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1결과에 대

므로 선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생각. 즉, 손

해서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의 매개

실에 대한 생각은 무의미한 생각이므로 선택

적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측정이다. 즉, 본 연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애착이 나타나지 않

구자는 구매제품의 만족에 있어서 구매하지

는다. 반면에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않은 제품의 애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가중치가 더욱 커져 선

판단하였다.

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정도가 더욱 커

Gilbert와 Ebert(2002)는 피험자들에게 여

진다는 것이다.

러 개의 사진이 제시하며 그 중 하나를 선택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armon et al.(2003)

하라는 과업을 제시하였다. 실험결과, 어떤 특

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아이템을 변형하여

정의 대안을 선택한 이후에 다른 대안으로 바

“Mr. Kim은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얼

꿀 수 있는 변경가능성이 있는 조건의 피험

마나 좋은 제품으로 생각할 것 같은가?”, “Mr.

자들은 변경가능성이 없는 조건의 피험자들

Kim은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에 비해 선택대안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매력적으로 느낄 것인가?”, “Mr. Kim은 구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선택대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들

안을 다른 대안으로 바꾼다는 것은 선택대안

것 같은가?”를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자체의 만족도가 낮거나 또는 선택이후에 선
택하지 않았던 대안의 매력도를 높게 지각하

4.1.2 실험절차

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에 Gilbert와 Ebert

본 연구는 구매제품에 대한 변경가능성 및

(2002)의 연구에서 두 조건의 선택대안 자체

의사결정의 심사숙고 정도가 구매제품에 대한

의 만족도는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선택이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

선택하지 않았던 대안의 매력도 변화가 선택

해 실험 2에서는 심사숙고의 정도는 실험 1에

대안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

서 사용된 내용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나, 실

할 수 있다.

험 제품에 있어서는 사전실험을 통해 다시 선

한편, Carmon et al.(2003)은 선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들

정하였다.
실험 2에서 사전실험을 실시한 이유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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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사용된 재즈음악 CD와 클래식 음악 CD

한 제품은 색상은 참 좋은데, 쿠션이 별로라고 한

는 비록 동일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명확히 범

다. 이에 따라 Mr. Kim은 약 5분정도 고민하다가
결국 쿠션이 좋은 런닝화를 구매하였다. 그리고 제
품구매시 스포츠숍의 점원은 Mr. Kim에게 다음과

주가 구별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동일한 제품에서 속성차이만 부각되는 제품을

같은 말을 전했다.

선정하기 위해 사전실험을 실시하였다.
즉,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은 제품군간 비교
뿐만 아니라 제품내의 속성비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실험 2에
서는 새로운 실험 제품을 선정하였다. 실험 제
품을 선정하기 위해 피험자인 대학생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3개 제품의 2가지 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관여도 조사를 위한 사전실험
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제품은 휴대폰(제품크기,
LCD 액정크기), 런닝화(쿠션, 색상), 가방(제
품크기, 색상)이었다.

시나리오 1-1(구매의 변경가능): 제품 구매후, 언
제든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
시나리오 1-2(구매의 변경불가능): 제품 구매후,
절대로 교환 및 환불할 수 없음.
시나리오 2
가을이 오니 전국 각지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
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직장동료들마다 마라
톤 열풍이다. 이에 따라 Mr. Kim도 이번 기회에 비
록 마라톤은 아닐지라도 아침마다 조깅이라도 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런닝화를 사고자 했다. 그리던 어
느날 Mr. Kim은 회사에서 매우 가까운 스포츠숍

사전실험 결과, 이 중에서 런닝화의 쿠션

(sports shop)를 방문하였다. 스포츠에는 수많은 런

(cushion)과 색상(color)만이 중요도(M쿠션=5.13,

닝화가 있었으며, 이 중에서 Mr. Kim의 마음을 사
로잡은 런닝화는 2종류로 압축되었다. 한 제품은 쿠
션은 참 좋은데 색상이 별로인 제품이며, 다른 한

M색상=5.39)에 있어서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며
(t(40)=-1.00,

p>

.33),

또한

관여도(M쿠션

=4.33, M색상=4.67)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40)=-.72, p> .47). 따라서 실험 2의
실험 제품으로 런닝화가 선정되었다. 이후 실
험 2에서도 연구자는 설문작성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험자
는 다음의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제시받
았다.
시나리오 1
가을이 오니 전국 각지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
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직장동료들마다 마라
톤 열풍이다. 이에 따라 Mr. Kim도 이번 기회에 비
록 마라톤은 아닐지라도 아침마다 조깅이라도 해야

제품은 색상은 현란해서 참 좋은데, 쿠션이 별로라
고 한다. Mr. Kim은 어떤 것을 살 것인지 결정하지
못해 집에 돌아왔고 이후 1주일동안 고민하다가 결
국 쿠션이 좋은 런닝화를 구매하였다. 그리고 제품
구매시 스포츠숍의 점원은 Mr. Kim에게 다음과 같
은 말을 전했다.
시나리오 2-1(구매의 변경가능): 제품 구매후, 언
제든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
시나리오 2-2(구매의 변경불가능): 제품 구매후,
절대로 교환 및 환불할 수 없음.

4개의 집단 중 특정의 한 집단에 임의로 배
정된 피험자들은 주어진 시나리오를 모두 읽

겠다고 마음먹고 런닝화를 사고자 했다. 그러던 어
느 날 Mr. Kim은 동료들과 점심식사 후,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회사에서 매우 가까운 스포츠

은 후, 각 집단의 등장하는 Mr. Kim이 구매한

숍(sports shop)를 방문하였다. 스포츠숍에는 수많

작점검(manipulation check)을 실시하였다.

은 런닝화가 있었으며, 이 중에서 Mr. Kim의 마음
을 사로잡은 런닝화는 2종류로 압축되었다. 한 제품
은 쿠션은 참 좋은데 색상이 별로인 제품이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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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이후 연구
자는 피험자에게 심사숙고의 정도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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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결과

품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 97)=.09, p> .76). 즉, 구매에

4.2.1 독립변수의 조작점검

있어서 심사숙고의 정도가 많은 경우(M=4.46)

실험 2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의사결정의

와 구매에 있어서 심사숙고의 정도가 적은 경

심사숙고 정도이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제대로

우(M=4.42)에 있어서 구매제품의 만족에는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작점검은 실험 1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측정결과, 측

마지막으로 구매의 심사숙고의 정도와 구매

정 아이템간의 신뢰성은 Cronbach' α 계수값이

의 변경가능성과의 상호작용은 구매제품에 대

.79로 나타났으며, 많은 심사숙고(M=4.54)와

한 만족도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적은 심사숙고(M=4.10) 사이에는 유의한 차

으로 나타났다(F(1, 97)=4.91, p< .05). 구체

이가 있었다(t(99)=3.17, p< .01).

적으로, 심사숙고의 정도가 많은 경우 구매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 경우(M=4.13)와 불가능

4.2.2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

한 경우(M=4.79)에 있어서 구매제품에 대한

실험 2에서는 실험 1의 단일항목 측정아이템

만족도 차이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ingle-item)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3개

(t(47)= -3.00, p< .01). 즉, 구매의사결정의

의 복수아이템(multi-items)을 사용하였다. 그

심사숙고가 많은 경우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리고 측정 아이템간의 신뢰성은 Cronbach'α 계

조건의 구매제품보다 변경하지 못하는 조건의

수값이 .82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제품에 대해서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

실험 2의 결과에 대한 분석방법은 이원분산분

타났다.

석(two-way ANOVA)이다.

그러나 심사숙고가 적은 경우에 있어서 구매

분산분석결과, 구매의 변경가능성은 한계적으

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 경우(M=4.44)와 구매

로(marginally)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M=4.39)에 있

97)=3.59, p< .10). 즉, 구매에 대한 변경이 불

어서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

가능한 상황에서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M=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50)=.22, p> .83).

4.59)과 구매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에 따라 실험 2의 결과는 실험 1의 결과와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M=4.30)이 차이가 있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었다. 그러나 구매의 심사숙고 정도는 구매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구매의 변경가능성과 심사숙고 정도가 구매제품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만족

7

6

5

4.79
4.44
4.39

4

변경가능

4.13

변경불가능
3

많은 심사숙고

적은 심사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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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

가능한 경우(M=3.84)와 불가능한 경우(M=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3.18)에 있어서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

대한 애착을 조사하였다. 조사에는 3가지의 측

착도 차이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아이템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아이템간의

(t(47)=3.68, p< .01). 그러나 심사숙고가 적

신뢰성은 Cronbach'α 계수값이 .89로 나타났다.

은 경우에 있어서, 구매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

그리고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은 이

경우(M=3.32)와 구매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

원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한 경우(M=3.21)에 있어서 구매하지 않은 제

분산분석결과, 구매의 변경가능성은 유의하

품에 대한 애착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였다(F(1, 97)=7.02, p< .01). 즉, 구매에 대한

로 나타났다(t(50)=.50, p> .62). 이를 그림으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매하지 않은 제

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품에 대한 애착(M=3.19)과 구매에 대한 변경
이 가능한 상황에서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

4.2.4 매개효과

한 애착(M=3.57)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구

본 연구는 구매의 변경가능성이 구매제품의

매의 심사숙고 정도는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대한 애착의 차이에 한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특히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에서 만족도

을 미쳤다(F(1, 97)=2.83, p< .10).

가 낮게 나타난다는 내용은 Gilbert와 Ebert

즉, 구매에 있어서 심사숙고의 정도가 많은

(2002)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일치하였

경우(M=3.52)와 구매에 있어서 심사숙고의

다. 그렇다면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정도가 적은 경우(M=3.27)에 있어서 구매하

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가? 이에 대한 의문

지 않은 제품의 애착도 차이에 한계적으로 유

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Carmon et

의한 차이가 있었다.

al.(2003)의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

마지막으로 구매의 심사숙고의 정도와 구매

(attachment)의 개념을 이용하고자 한다. 즉,

의 변경가능성과의 상호작용역시 구매하지 않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구매하지 않은

은 제품에 대한 애착도의 차이에 대해서 한계

다른 제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며,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구매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구매하지 않은

다(F(1, 97)=3.51, p< .10). 구체적으로 심사

다른 제품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조건

숙고의 정도가 많은 경우, 구매에 대한 변경이

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구매하지 않

<그림 3> 구매의 변경가능성과 심사숙고 정도가 구매하지 않은 제품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애착

5

4

3.84
3.32

3

3.18

3.21

2

변경가능
변경불가능

1

많은 심사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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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품에 대한 애착을 매개변수로 하여 구매

(Model 4).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구매하지 않

제품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은 다른 제품의 애착(B)이 구매의 변경가능성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방법론에

(A)과 구매한 제품의 만족(C)을 매개한다는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변수 테스트

것을 보여주고 있다.

를 실시하였다.
즉, 구매의 변경가능성을 (A), 구매하지 않
은 제품에 대한 애착을 (B), 구매제품의 만족

Ⅴ. 결 론

을 (C)라 할 때, 본 테스트는 4개 모형의 검증
과정으로 구성되어진다. Model 1은 (A)와 (B)
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며, Model 2

5.1 연구결과

는 (A)와 (C)와의 관계, Model 3은 (B)와
(C)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Model 4는 매개변

본 연구는 구매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은

수 (B)를 통제한 조건 하에서 (A)와 (C)와의

소비자의 심사숙고 정도와 구매의 변경가능성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

분석 결과, Model 1은 F(1, 99)=6.21, β=

해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와

.24, p< .01로 유의하였으며, Model 2는 F(1,

논의는 크게 구매제품의 만족에 대한 내용과

99)=3.29, β=- .18, p< .10로 한계적으로 유의

구매하지 않은 제품의 애착에 대한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Model 3은 F(1, 99)=13.97, β

구분될 수 있다.

=- .35, p< .01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Model 4는

첫째,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구매를

F(2, 98)=7.52, β=- .10, p> .31로 유의하지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 비해 소비자로 하여금

않았다.

자신이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정도

즉,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구매하지

가 더욱 높았다. 또한 구매를 변경할 수 없는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이 증대되며(Model 1),

상황은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상황에 비해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이 감소된다(Model 2).

자신이 선택한 제품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게

또한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이 증대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될수록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이 감소한다

상황이 구매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 비해

(Model 3). 그러나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선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애착정도가 더욱

애착 없이 구매의 변경가능성만으로는 구매제

증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품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심사숙고를 많이 한 경우에는 심사숙

<그림 4> 매개효과분석
*

- .18

**

.24

구매의 변경
가능성(A)
***

p< .01,

**

p< .05,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 .10 (n.s.)

***

- .35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C)

대한 애착(B)
*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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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정도가 적은 경우에 비해 구매이후, 구매

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애착을 더욱 많이

상황에서는 구매하기 이전에 했던 구매에 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는 구매이전

한 심사숙고로 인해 구매이후에 오히려 구매

에 했던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비록 구매하

하지 않은 다른 제품에 대해서 더욱 애착하는

지 않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이미 소유한 경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구매한

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진 경

제품에 대한 만족이 낮게 나타났다.

우에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얻어진 심리
적 이익이 손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손실회피

5.2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연구방향

적 개념에서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소
비자들은 더욱 많은 애착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
점(theoretical implication)은 다음과 같다.

셋째, 심사숙고를 많이 한 소비자는 구매에

첫째, 구매 제품의 만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한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보다 변경이

패러다임은 구매 제품의 기대와 성과적 측면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구매에 있어서 구

에서 파악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구매제품

매하지 않은 다른 제품에 대해서 더욱 애착하

에 대한 만족 패러다임을 구매하지 않은 다른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사숙고를 많이 해

제품에 대한 애착을 기준으로 바라보았다는

서 구매하지 않은 다른 제품에 대한 애착정도

점이다.

가 높은 소비자라 할지라도 변경이 불가능한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구매제품의 만족에 영

상황에서 구매하지 않은 다른 제품에 대해서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구매하지 않은 다른

애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므로

제품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애착을 적게 했다. 반면에 변경이

다. 즉, 소비자는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가능한 구매상황에서 구매하지 않은 다른 제

애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매제품에 대한 만

품에 대한 애착은 소비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제품으로 변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
로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Gilbert와 Ebert
(2002)의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변경가능성

넷째, 심사숙고를 적게 한 소비자는 구매하

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심사숙고

지 않은 다른 제품에 대한 애착 및 구매제품

의 정도가 많은 조건으로 한정하고 심사숙고

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 구매의 변경가능성에

의 정도가 적은 조건에서는 이러한 변경가능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밝히

다섯째, 구매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많이 한

고 있다. 즉, 소비자의 심사숙고의 정도가 많

소비자는 구매를 변경할 수 있는 상황에서보

은 경우에는 구매에 대한 변경가능성이 조절

다 구매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매한

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심사

자신의 구매제품에 대해서 더욱 만족하는 것

숙고의 정도가 적은 경우에는 Gilbert와 Ebert

으로 나타났다. 즉, 구매에 대한 심사숙고를

(2002)가 설명하고 있는 변경가능성의 효과가

많이 한 소비자들은 구매를 변경할 수 없는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황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신
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더욱 만족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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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practical implic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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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를 통해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
은 구매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 변경

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애착은 향후의 구
매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구매상황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

다. 이를 기업의 상황과 연관 지어 살펴보면

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한계점을 지니고

최근 TV 홈쇼핑에서는 소비자들의 반품사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매제품에 대한 소비자

가 증대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의 만족, 구매하지 않은 다른 제품에 대한 애

홈쇼핑 기업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아울러

착에 관한 향후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더욱 증대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
들은 반품을 많이 하는 것일까?

첫째, 본 연구는 만족의 정성적인 측면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량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실제로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반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성적인 방법을 가

품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변경가능한 구매

미한 연구방법을 준비함이 더욱 소비자를 바

상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

르게 이해함에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

이다. 따라서 홈쇼핑 기업 특히 TV 홈쇼핑 기

히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 및 구매하지 않은

업에서는 구매의 변경가능성에 대한 본 연구

다른 제품에 대한 애착에 있어서 만족 및 애

결과를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

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왜 만족하는지?

면, 제품구매후 소비자의 비용부담 없는 반품

또 무엇 때문에 애착하는지? 등에 대해서 기술

은 구매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을 감소시

하게 하여 만족 및 애착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

켜 반품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반품에 따른

며 구체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정도의 소비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구매의 변경가능성에

주는 것은 구매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을

대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 심리적 면역시스템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

심사숙고는 구매하지 않은 다른 제품에 대한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연구에서

애착을 높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

는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보

업에서는 우선 자사 제품을 소비자의 고려대

여줄 수 있는 실험디자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안군(consideration set)에 포함시키려는 노력

셋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Carmon et al.

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비록 당시에

(2003)의 실험내용 중 많은 부분을 참고하였

는 소비자에게 구매되지 않았다할지라도 구매

다. 특히 Carmon et al.(2003)의 연구에서 피

이후, 소비자에게 나타나는 구매하지 않은 다

험자에게 제시된 시나리오는 익명(예: Ms. A

른 제품에 대한 애착을 통해 이후의 구매에서

또는 Ms. B)의 등장인물을 사용하였으며 본

는 구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연구에서도 유사한 방법(예: Mr. Kim)으로 시

특히 최근 반품 및 교환에 대한 소비자의 권

나리오를 구성하여 피험자에게 제시하였다. 물

익이 증대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는 반품이

론 3자의 익명의 등장인물을 이용하여서도 이

이전에 비해 더욱 용이해졌다. 따라서 비록 당

러한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연구결과가

시에는 구매되지 않았다할지라도 소비자의 고

더욱 명확함(robustness)을 보여주었다는 측면

려대안군에 존재하여 제품사용의 효용에 대한

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3자(self

시뮬레이션을 강화한다면 소비자의 애착은 증

vs. other)의 구분에 따른 다른 연구결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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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의 연구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다.

Consumer Research, 27(December), 360-370.
Day, Ellen(2002), “The Role of Value in Con-

넷째, 본 연구는 2(심사숙고의 정도)×2(구매

sumer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mer

의 변경가능성)의 만족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nd Complaining

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마케팅 상황에

Behavior, 15, 22-32.

서 보다 적용 가능한 변수개발이 이루어져야

DeCarlo, Tomas E. and Tomas E. Leigh(1996),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향후연구에서는 긍정적

“Impact of Salesperson Attraction on Sales

측면에서 만족을 다룬 본 연구와는 달리 부정

Managers'

적 측면에서 후회에 관한 연구 및 제품사용경

Journal of Marketing, 60(2), 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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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ion

and

Feedback,”,

Dhar, Ravi and Klaus Wertenbroch(2000),
“Consumer Choice between Hedonic and

<논문접수일: 2005. 4. 27>

Utilitarian Goods,” Journal of Marketing

<게재확정일: 2005. 9. 1>

Research, 37(1), 60-71.
Frey, Dieter(1981), “Reversible and irreversible
decision: Preference for consonant information as a function of attractiveness of

참고문헌

decision alterna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4), 621-626.
Affleck, Glenn and Howard Tennen(1996), “Con-

Gilbert, Daniel T. and Jane E. J. Ebert(2002),

struing Benefits From Adversity: Adap-

“Decision and Revisions: The Affective Fore-

tational Significance and Dispositional Un-

casting of Changeable Outcomes,” Journal of

derpinnings,” Journal of Personality, 64(4),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899-922.

503-514.

Baron, Reuben M. and David K. Kenny(1986),

, Elizabeth C. Pinel, Timothy D.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

Wilson, Stephen J. Blumberg and Talia P.

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

Wheatley(1998), “Immune Neglect: A Source

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

of Durability Bias in Affective Forecasting,”

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sychology, 51(6), 1173-1182.

75(3), 617-638.

Carmon, Ziv, Klaus Wertenbroch and Marcel

Inman, Jeffrey and Marcel Zeelenberg(2002),

Zeelenberg(2003), “Option Attachment: When

“Regret in Regret Purchase versus Swit-

Deliberating Makes Choosing Feel like

ching Decision: The Attenuating Role of

Lo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Decision Justifiability,” Journal of Consumer

30(June), 15-29.

Research, 29(June), 116-128.

84

, Dan Ariely(2000), "Focusing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1979),

on the Forgone: How Value Can Appear So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Different to Buyers and Sellers," Journal of

Under Risk,” Econometrica, 47(2), 263-291.

구매의 변경가능성과 의사결정의 심사숙고 정도가 구매제품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Jack L. Knetsch and Richard

Spreng, Richard A., Scott B. MacKenzie and

H. Thaler(1990), “Experimental Tests of the

Richard W. Olshavsky(1996), “A Reexamination

Endowment Effect and the Coase Theorem,”

of the Determinants of Consumer Sat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6), 1325-

faction,” Journal of Marketing, 60(3), 15-32.

1348.

Strahilevitz, Michal A. and George Loewenstein

McDougall, Gordon H. G and Terrence Levesque

(1998), “The Effect of Ownership History

(2000), “Customer Satisfaction with Service:

on the Valuation of Objects,” Journal of

Putting Perceived Value Into the Equation,”

Consumer Research, 25(December), 276-289.

Journal of Service Marketing, 14(5), 392-410.

Tordesillas, Rosalind S. and Shelly Chaiken

Myers, Daniel(2000), The American Paradox:

(1999), “Thinking Too or Too Little The

Spiritual Hunger in An Age of Plenty. New

Effects of Introspection on the Decision-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Making Process,” Personality and Social

Nunnally, Jum C. and Ira H. Bernstein(1994),
Psychometric Theory, 3th. New York:
McGraw-Hill.

Psychology Bulletin, 25(5), 623-629.
Wilson, Timothy D. and Jonathan W. Schooler
(1991), “Thinking Too Much: Introspection

Oliver, Richard L.(1993), “Cognitive, Affective,

Can Reduce The Quality of Preference and

and Attribute Bases of the Satisfaction

Deci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Respons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Psychology, 60(2), 181-192.

20(December), 418-430.

Zeelenberg, Marcel, Eric van Dijk, and Rik

Sedikides, Constantine, W. Keith Campbell,

Pieters, Kees van den Bos(2002), The

Glenn D. Reeder and Andrew J. Elliot

Inaction Effect in the Psychology of Regret.

(1998), “The Self-Serving Bias in Relation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82(3), 314-327.

Psychology, 74(2), 378-386.

소비자학연구

제16권 제3호 (2005년 9월)

85

The Effects of Changeability about Purchase and
Deliberation for Decision Making on the Satisfaction
June-Hee Na*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shows that satisfaction with the purchased goods may vary depending on the
extent of attachment to other nonpurchased goods. That is, the higher the attachment consumers
have to other nonpurchased goods, the lower the satisfaction they have with the purchased ones. To
demonstrate this, the study explored the effect of changeability of purchase and deliberation for
decision-making on the satisfaction.
The result revealed that consumers are more satisfied with the purchased goods in the unchangeable
condition than the changeable one. This effect appears in the high deliberation condition only. In
addition, this study observed the attachment to the nonpurchased goods as a mediating variable that
influenced the satisfaction with the purchased goods. That is, the attachment to the nonpurchased
good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with the purchased ones.
Key words: changeability, deliberation, attachment

* Research Fellow, Center for Marketing Research,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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