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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 록)

소비지연(consumptiondelay)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고 그 제품을

소비하는 시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의미하며(Nowlis,Mandel&

McCabe,2004;Park& Kim,2006),매우 범 한 개념이다.본 연구는

소비지연의 유형 제품을 결제하는 순간,즉 구매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 에서 제품을 소유하는 시 사이에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소비행태

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심리 반응을 심층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구매-소유 시 이 불일치하는 소비의 형태가 다양해지고,이용하는

소비자의 수 역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게 되는 심리

기제(mechanism)에 해 탐색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실정이

다.본 연구에서는 시간 지표(temporallandmark)에 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구매-소유 시 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이

가지는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확인해 보고 이에 따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 다.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은 제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 구

매에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련된 소비자 반응 변수

에 한 탐색이 요구된다.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기 ,

소비자의 제품 소비에 한 리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상된 만족도

(anticipatedsatisfaction)를 반응변수로 사용하여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가 제품의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

그리고 이러한 효과의 심리 기제로서 제품과 련된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 다. 한 이러한 향을 조 해 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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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구매 부정 기분과 자기 련 상상(self-relatedimagination)의

조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 다.이에 한 검증을 해 본 연구는 다

양한 구매-소유 시 불일치 소비 상황과 자극을 사용하여 총 4개의 실

증연구를 수행하 다.

실증연구 1을 통해 구매-소유 시 불일치 시,제품 수령일이 시간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보다 구체 으로 제품 수령일이

명시된 상황과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험자의 지각된 시간구성에 차

이가 나타났으며,이를 통해 제품 수령일이 갖는 시간 지표로서의 역

할수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증연구 2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시,시간 지표로서 제품 수령

일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정 효과에 해 검증해보았다.실험 결과,제

품 수령일이 명시 된 경우,명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제품과 련된 미래 자

아 평가에 의해 매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즉,제품 수령일이 명시된 경

우,제품 수령일은 사람들의 심 카테고리 형성에 향을 주어 제품 수령

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미래 자아에 해 더 정 인 평가를 나타

냈으며,제품 수령일의 명시가 유발하는 제품과 련된 정 인 미래 자

아 평가로 인해 상된 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증연구 3은 구매-소유 시 불일치 시,시간 지표로서 제품 수령

일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에 한 구매 부정 기분(pre-purchase

negativemood)의 조 역할을 검증해보고자 수행하 다.실험 결과,

시간 지표가 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구매

부정 기분에 의해 조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구매 부

정 기분은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효과를 조 하고 있음 한 검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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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보다 구체 으로 제품 수령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구매

부정 기분을 경험한 피험자는 경험하지 않은 피험자보다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으나,제품 수령일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 조 된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 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효과는 구매

부정 기분인 경우(vs.control)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증연구 4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시,제품 수령일의

비명시가 유발하는 부정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상된 만족도는 시각화(visualization)와 정(+)의 상 계를

나타낸다(MacInnis& Price,1987).이러한 에서 미래에 한 정

자아 평가 신,제품과 련된 자신의 모습을 직 상상하게 하는

자기 련 상상은 제품 수령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상된

만족도에 한 부정 평가를 완화시켜 수 있을 것이라 상하 다.

실험 결과,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자

기 련 상상이 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보다

구체 으로 제품 수령일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상된 만족도는 자기

련 상상을 한 경우,타인 련 상상을 한 경우보다 더 높게 났다.반

면,제품 수령일이 명시 된 경우,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한 조 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타

인 련 상상을 한 경우(vs.자기 련 상상)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효

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역할

이와 련된 변수들의 탐색,이들 사이의 계 검증을 통해 이론 , 략

시사 을 제안하고자 하 다.본 연구는 상 으로 마 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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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시간 지표에 한 연구,소비지연의 정

향에 한 연구, 상된 만족도에 한 연구를 확장시켰다. 한 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해외 직 구매와 출시 약 매 등 다양한

유형의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과 다양한 자극을 사용하여 제품 수

령일의 역할 련 변수들과의 계를 검토함으로써 실제 기업에서

용 가능한 마 략 방안을 구체 이고 다면 으로 제안하 다.

주제어:소비지연,시간 지표, 상된 만족도,시간 자아 평가,

부정 기분,자기 련 상상

학번:2010-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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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배경 목

1.연구의 배경

소비(consumption)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는 행동으로 구

매와 동시에 발생할 수도,시간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Blackwell,

Miniard,& Engel,2001).최근에는 기술의 발 과 소비자들의 욕구 세

분화,기업들의 경쟁심화 등을 원인으로 이러한 소비 행태의 유형이

차 다양해지고 있다.특히 과거 소비자가 기피해왔던 소비 지연

(consumptiondelay),즉 제품의 소유 사용이 구매와 같은 시 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소비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Nowlis,Mandel& McCabe,2004;Park& Kim,2006).인터넷 쇼핑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비는 최근 나타난 소비지연의 가장 일반 인 사례

하나로 볼 수 있다.인터넷 쇼핑 환경 하에서는 배송과 선 등을 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소비가 언제 이루어

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Park& Kim,2007).2013년부터 재까지 국내

에서 사회 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직 구매 역시 인터넷 쇼핑

의 한 형태로,제품 구매에서부터 소유까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른 소비지연의 로, 량 고객화

(masscustomization)상품의 소비 행태를 들 수 있다. 량 고객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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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개별 으로 맞춤화된 제품 서비스를 량 생산되는 표 화된

다른 안들과 같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해서 유연한 차

와 조직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Hatt,1996). 량 고객화 제품

은 소비자의 욕구가 세분화,다양화 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

고,주문 후 제작되는 차상의 특성으로 구매 결정 시 과 제품 소유

사용 시 이 다른 경우가 많다.마지막으로 하이테크,인터넷 산업

등 첨단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제품 사 공지(preannouncing)

와 이에 따른 약구매 제도 역시 구매 결정 시 과 제품 소유 사용

시 이 다른 하나로 볼 수 있다.신제품 사 공지란 기업이 신제

품을 출시하기 에 소비자,유통업자 등 이해 계자에게 미리 제품과

련된 공식 인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에 한 심과 인지도를 높이는

마 커뮤니 이션 략을 의미 한다(Eliashberg& Robertson,1988).

한 로 애 (Apple)은 신제품 출시 6개월 부터 제품 련 정보를 언

론에 사 공지 해오고 있으며,이러한 략은 주가 소비자의 선호도

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Dahlén,Thorbjørnsen,&

Sjödin,2011;이명천·진백림·김정 ,2013).실제로 2014년 10월 24일,애

코리아가 아이폰 6의 가격을 공개한 후,같은 날 진행된 이동통신 3사

의 아이폰 6 약 매가 시작 한 시간 만에 비 수량의 품 로 종료되

어 화제가 된 바 있다(차완용,2014).

마 분야에서 소비지연에 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제품(서비스)구매 결정 시 과 소유 사용 시 사이

에 발생되는 지연은 제품평가와 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Hui,

Thakor,& Gill,1998;Mischel,Grusec,& Masters,1969;Mowen&

Mowen,1991;Taylor,1995).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소비지연의

부정 향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악하고(Larson,1987;Mowen &

Mowen1991;Taylor,1994),지각된 지연(perceiveddelay)을 일 수 있

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을 맞추어 왔다(Antonides,Verho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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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Aalst,2001;Dellaert& Kahn,1999;Park& Kim,2007).그 다

면, 에서 언 된 다양한 형태의 지연(delay)이 수반되는 소비방식들은

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이 질문에 해 기업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기업 측면에서는 사 에 수요를

측하여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기 해,혹은 경쟁자로부터 자신의

시장을 지키기 해 략 으로 약주문,선주문 등 소비지연을 수반하

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Lily& Walters,1997;Sorescu,Shankar,&

Kushwaha,2007).즉 기업 경 의 효율성 측면에서 소비지연을 수반하

는 의 소비유형들은 매력 인 안일 수밖에 없다.그 다면 소비자

측면에서 지연은 반드시 부정 인 반응만을 유발해 내는가?왜 소비자들

은 소비지연이 존재할 것을 사 에 인지했음에도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일까?본 연구는 이 물음에 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소비지연의 부정 향에 한 연구는 마 과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오랜 기간 심층 으로 진행되어왔으나,지연이 유발할 수 있는

정 인 향,보다 구체 으로 지연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구매를 결정

하게 만드는 이유에 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Giebelhausen,

Robinson,& Cronin,2011;Nowlis,Mandel,& McCabe,2004).Nowlis,

MandelandMcCabe(2004)가 지연이 유발하는 정 감정에 해 검

증한 바 있지만,제한 인 자극과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최근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지연을 수반하는 다양한 소비 행태를 설명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지연,보다 구체 으로 제품 구매

를 결정하는 시 과 제품을 소유하는 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

우,소비자의 구매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해 탐색하

고,다양한 유형의 소비지연 상황 하에서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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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소비지연(consumptiondelay)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구매)하고 그

제품을 소비(획득/경험)하는 시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의미하며

(Nowlis,Mandel& McCabe,2004;Park& Kim,2006),매우 범 한

개념이다.은행이나 병원,음식 등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에 한 기다림

(waiting)에서부터(Hui& Thsi,1996;Katz,Larson,& Larson,1991;

Pruyn& Smidts,1998),e-business상황에서 발생하는 선 /배송에 따

른 지연까지 다양한 소비 경험이 포함 된다(Meyer,2001).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제품을 결제하는 순간,즉 구매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 에

서 제품을 획득,소유하는 시 사이의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소비유

형으로 그 범 를 한정하고자 한다.이와 같은 이유로 이 후,본 연구에

서는 소비지연이라는 용어 신 개념 명확성을 해 ‘구매-소유 시

불일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본 연구의 일차 목 은 이 구매

-소유 시 이 불일치하는 여러 형태의 소비 상황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의 심리 반응을 심층 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구매-소유 시 이 불일치하는 소비의 유형 형태가 다양해지고,이

용하는 소비자의 수 역시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게 되

는 심리 기제(psychologicalmechanism)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부

족한 실정이다.소수이기는 하지만,제한 으로 지연의 정 효과를 검

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Caplin& Leahy,2001;Giebelhausen,Robinson,

& Cronin,2011;Nowlis,Mandel& McCabe,2004).그러나 지연의 부정

효과에 한 연구들은 그 인지 ,감정 기제 모두에 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Dellaert& Kahn,1999;Larson,1987; Mowen

& Mowen,1991;Taylor,1994), 정 효과,즉 부정 인 반응 평가

가 수반되지 않는 지연상황에 한 연구들은 그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5-

그 기제에 한 연구도 매우 제한 으로 이루어져 왔다.그리고 이들 연

구에 사용된 자극 역시 한정 이어서 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구매-소유 시 이 불일치하는 소비 행태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마 분야에서 시간(time)은 소비자의 의사결정 행동에 향을

미치는 매우 요한 요인 하나이다(Ebert & Meyvis, 2014;

Rajagopal& Rha,2009;Trope& Liberman 2003,2010;Zhang &

Kalra,2014).보다 구체 으로 시간에 한 연구 소비자의 구매와 소

비 사이 시간의 차이(gap)에 한 상은 해석수 이론(CLT:construal

level theory)(Trope & Liberman, 2003), 망 회계(prospective

accounting)(Prelec & Loewenstein,1998),심 시뮬 이션(mental

simulation)(Tayloretal,1998),시간 지표(temporallandmark)(Shum,

1998)등의 심리이론들로 설명할 수 있다.이미 마 분야의 많은 연

구들이 해석수 이론, 망 회계,심 시뮬 이션 이론 등을 사용하여

이와 련된 다양한 변수와 그 효과들을 검증해왔다.그러나 시간 지

표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다른 이론들에 비해 범 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시간 지표(temporallandmark)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두드러지는 개인 ,사회 으로 의미 있는 특별한 사건으로(Peetz&

Wilson,2013),소소한 물건의 소유 까지도 과거의 자신과 재의 자신을

구별하여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Wilson& Ross,2003).마 분

야에서 시간 지표에 한 기존 연구들은 과거 지표에 이 맞추어져

왔다(Ahn,Liu,& Soman,2009;Shum,1998;Zaubermanetal.,2010).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과거의 시간 지표(과거 경험한 사건)뿐

아니라 미래의 시간 지표(미래의 특정 날짜)역시 사람들의 시간 범주

구성과 미래 시 에서의 정 인 자아 평가에 향을 주어,특정 행동

에 한 의도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이 밝 졌다(Dai,

Milkman,& Riis,2014;Peetz& Wilson,2013;Wilson& Ross,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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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을 참고 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시,제품 수령일이 시간 지표

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구매시

에서 제품 소유시 (제품 수령일)이 명확히 제시된다면,구매시 에서

미래시 의 제품 수령일은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상되며,최종 으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기존 마 분야에서 시간 차이(gap)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을 설

명하는 가장 일반 인 이론은 해석수 이론(CLT)이었다.해석수 이론

연구에서는 시간의 거리(distance)에 따른 소비자의 해석수 의 차이 검

증에 을 맞추고 있다.보다 구체 으로 사람들은 시간 공간에

한 심 거리가 멀면 높은 해석수 을,가까우면 낮은 해석수 을 보임

을 주장한다(Trope& Liberman,2003).따라서 미래 시 이 거리 개

념이 아닌 구체 인 ‘날짜’, 즉,특정 시 으로 지각되는 경우에는 해석

수 이론에 따른 설명 보다는 시간 지표로서 시 지각에 을 맞춘

설명이 보다 합할 것이라고 단된다.그러나 제품 수령일 뿐 아니라

미래 특정 시 의 시간 지표에 한 연구는 마 분야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그 기 때문에 구매-소유 시 불일치 시,명

시된 제품 수령일이 소비자에게 시간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한 검증이 우선 으로 요구된다.본 연구는 명시된 제품 수령일이 소

비자의 시간구성에 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함으로써,제품 수령일이 갖

는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수행 가능성에 해 제안하는 것을 그 첫 번

째 목표로 한다.

둘째,구매-소유 시 불일치 시,시간 지표로서 제품 수령일이 소

비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본 연구는 지연의 부

정 효과에만 이 맞추어져 온 기존 소비지연에 한 연구를 보완하

고,제한 으로 검증된 소비지연의 정 효과에 한 연구를 확장시키

고자 한다.PeetzandWilson(2013)은 미래 특정 시 의 명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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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 카테고리 기 을 형성,자아 정체성(identity)과 바람직한 미래의

자아 모습을 추구하기 한 동기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 다.

그들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여,제품 수령일의 명시는 사람들의 심 카

테고리 형성에 향을 주어 제품 수령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미래

자아에 해 더 정 인 평가를 유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

반면,소비자의 반응변수 상된 만족도(anticipatedsatisfaction)는

자아 련 (self-related)결과의 상상을 통해 제품 소비를 리 으로

경험하여 상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이다(Walker& Olson,1997).따라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가 유발하는 제품과 련된 정 인 자아 평가는

정 자아 련 연상의 일종으로 상된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

라 상된다.

셋째,구매-소유 시 불일치 시,시간 지표로서 제품 수령일이 소

비자에게 미치는 향에 한 구매 기분의 조 역할을 검증해보고

자 한다.기분(mood)은 상의 평가에 향을 미친다(Gardner,1985).특

히 기분은 재 자아 시간 자아에 한 평가에도 향을 미친다

(Forgas,2001;McFarland& Buehler,2012).따라서 시간 지표가 자

아 평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구매 기분 상태와 한

련이 있을 것이라 상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사람들

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정 기분에 을 맞추어,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 명시가 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

에 미치는 향에 기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해 심도 있게 살펴

보고자 한다.

넷째,구매-소유 시 불일치 시,제품 수령일의 비명시가 유발하는

부정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시간 지표

로서 제품 수령일이 갖는 정 인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에서 근

방식을 바꾸어,시간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즉 제품 수령일이 명

시되지 않은 경우에 을 맞추어 통합 으로 구매-소유 시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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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유형에 한 략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상된 만족도는 시

각화(visualization)와 정(+)의 상 계를 가진다(MacInnis & Price,

1987).이러한 에서 미래에 한 정 자아 평가 신,제품과

련된 자신의 모습을 직 상상하게 하는 자기 련 상상(self-related

imagination)(Dahl& Hoeffler,2004)은 제품 수령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

우 발생하는 상된 만족도에 한 부정 평가를 완화시켜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

마지막으로,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역할

이와 련된 변수들의 탐색,이들 사이의 계 검증을 통해 실무 시사

을 찾고자 한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시장에서 구매-소유 시 불

일치 유형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이러한 소비유형은 특히 기업의

차별성,그리고 생산 재고 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 이 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기업은 지연된 제품 소유시 을 정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혹시 모를 시간 지연에 따르는 부정 인 효과

를 제거해야한다.따라서 본 연구는 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 다양한 자극을 사용하여

제품 수령일의 역할 련 변수들과의 계를 검토함으로써 실제 기업

에서 용 가능한 략 방안을 구체 이고 다면 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 여

부가 소비자의 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 이들의 계가 구매 부정 기분과 자기 련

상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해서도 검증해보고자 한다.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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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literaturereview)와 실증연구(empiricalstudy)를

병행하여 시행하 다.우선,문헌연구를 통하여 가설을 도출한 후,총 4

개의 실증연구를 시행하여 이를 검증하 다.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소비지연과 련된 기존 문헌을 검토함으로써,소비지연과

련된 부정 효과와 정 효과에 해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기존 문

헌의 결과와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틈(gap)을 확인하고,본 연구의 범

와 필요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그리고 시간의 범주 시간의 간격

에 따른 소비자 반응 변화에 한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과 마 분야

의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제품 수령일의 시간 지표로서 역할 수행

가능성에 해 확인하고,제품 수령일의 지정과 미래의 정 자아 평

가 사이의 련성에 한 가설을 세웠다. 한 반응변수로서 상된 만

족도의 특성 요성에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이를 바탕으로

제품 수령일 명시 여부,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 사이의 계에

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 자아 평가와 상된 만족도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문헌연구를 토 로,두 개의 변수,자아

평가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기분(mood)과 상된 만족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자기 련 상상(self-relatedimagination)을 발견

하 으며,이를 검토하여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

명시 여부와 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 사이의 계가 구매

기분과 자기 련 상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한 가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실증연구 1을 통해 제품 수령일의 시간 지표 역할 가능성을 확인하

고,이 후 실험연구에서 사용할 자극을 도출하 다.실증연구 2는 학생

을 상으로 하 으며,매장 구매 상황과 해외 직 구매 상황에서 사

연구를 통해 선정된 운동화 랜드,뉴발란스(NewBalance)의 량 고객

화(masscustomization)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를 측정하 다.보다

구체 으로,매장 직 구매 상황과 해외 직 구매 상황(온라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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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시 불일치 상황)-제품 수령일 명시,해외 직 구매 상황(온라인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제품 수령일 비명시 각각이 상된 만족

도에 미치는 향을 비교,검증해 보았다. 한 해외 직 구매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미래 정

자아 평가가 매개하는지 확인해 으로써 제품 수령일 명시 여부의 정

효과에 한 심리 기제를 규명해보고자 하 다.실증연구 3은 구매

-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 명시 여부가 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구매 부정 기분의 조 효

과를 검증해보고자 시행하 다.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 한 외

타당성을 높이고자,일반인을 상으로 해외 직 구매가 아닌 약

구매 상황(e.g.제품 결제 후,제품 출시일에 제품을 받는 소비 상황)을

제시하 고,제품 역시 소비 유형의 특성에 맞게 태블릿 PC를 사용하

다.마지막으로 실증연구 4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 자기

련 상상이 제품 수령일 명시 여부와 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

사이의 계에 미치는 조 향에 해 검증하고자 시행되었다.실증

연구 4는 일반인을 상으로 실증연구 3과 같은 소비 상황,자극을 사용

하여 진행되었다.실험결과는 SPSS19를 사용하여 이항회귀분석(binary

regression),분산분석(ANOVA),회귀분석(Regression)등으로 분석하

다.

제 3 연구의 구성체계

본 연구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본 연구의 구성체계는 [그림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각 장의 주요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제 1장 서론에서는 제 1 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 을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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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에서는 연구의 근방법을,제 3 에서는 연구의 구성체계를 제시

하 다.

제 2장은 문헌연구로 크게 3개의 로 구성되어 있다.제 1 은 소비

지연에 한 연구의 검토로 소비지연의 개념,지연이 소비자 행동에 미

치는 향 등에 해 살펴보았다.제 2 은 시간의 간격과 소비자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구체 으로 시간의 간격에 따른 소비자 행동

변화에 한 기존 이론들을 소개하고 특히 심 회계기간과 시간 지

표,즉 시간 범주 구성에 한 연구들을 집 으로 탐색하 다.그리

고 시간 자아 평가(temporalself-appraisal)의 개념과 이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서 기분(mood)에 한 연구들을 검토해보았다.제 2장의

마지막인 제 3 은 상된 만족도(anticipatedsatisfaction)에 한 연구

들을 검토,정리하 다. 상된 만족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상된 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시각화(visualization)와 자기 련 상상

(self-relatedimagination)에 한 연구들을 고찰하 다.

제 3장 연구가설 설정 실증연구 개 역시 3개의 로 구성되어

있다.첫 번째 에서는 제 2장의 문헌연구를 토 로 가설을 도출하 으

며,제 2 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개념 연구 모형으로 제시하 다.

제 3 은 가설 검증을 해 수행된 4개의 실증연구를 개 하 다.

제 4장 실증연구 1에서는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이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해 검증하 다.제 1

에서는 실험방법을 소개하고 자료 수집 방식을 명시하 다.제 2 에서

는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 다.제 3 에서는 실증연구 1의 결과를 요

약하고 논의하 다.

제 5장 실증연구 2에서는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이에 한 미래 자아 평가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제 1 에서는 실험방법 자료 수집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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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 으며,제 2 에서는 실증연구 2의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 다.

제 3 에서는 실증연구 2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 다.

제 6장 실증연구 3에서는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제품 수령일

명시 여부와 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와의 계에 향을 미치

는 구매 부정 기분의 역할을 검증하 다.제 1 에서는 실험방법

자료 수집 방식을 포함한 실험에 한 소개를,제 2 에서는 가설 검

증 결과를,제 3 에서는 결과의 요약과 논의 사항을 제시하 다.

제 7장 실증연구 4에서는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제품 수령일

명시 여부와 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와의 계에 향을 미치

는 자기 련 상상의 역할을 검증하 다.제 1 에서는 실험방법을 소개

하고 자료 수집 방식을 명시하 으며,제 2 에서는 실증연구 4의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 다.제 3 에서는 실증연구 4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 다.

제 8장은 결론 부분으로 제 1 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 평가하고,

제 2 에서는 연구의 이론 , 략 시사 을 제안하 다.마지막으로

제 3 에서는 연구의 한계를 지 하고 향후 연구과제에 해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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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연구의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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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 연구

제 1 소비지연에 한 이해

1.소비지연의 개념

소비자는 여러 소비 상황에서 제품의 선택(choosing)과 그 제품의 소

비(consuming)사이에 지연(delay)을 경험하곤 한다. 를 들어,인터넷

쇼핑몰이나,통신 매용 카탈로그(mail-ordercatalog)를 통해 제품을 구

매할 때에는 제품이 배송되기까지 며칠을 기다려야만 한다(Kolesar&

Galbraith2000;Nowlis,Mandel& McCabe,2004).이 뿐 아니라,슈퍼

마켓에서 결제를 해 을 서는 상황(Tom & Lucey1995), 화나 인

터넷 연결을 기다리는 상황 등 매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다림

은 발생될 수 있다(Antonides,Verhoef,& Aalst,2002;Dellaert&

Kahn,1999).과거 연구들은 이러한 지연 경험을 서비스(service)제공

상황에 한정하여 수행하여왔다.Taylor(1994)는 그의 연구에서 지연 경

험을 이해하기 해서는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그가 정의하는

기다림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고자 비하는 시 에서부터 서비스가 시

작되는 시 이다.즉,지연 경험 자체를 서비스 분야에 국한하여 정의하

고 있다.그러나 최근 서비스와 제품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소비자

의 욕구 다양화 기업 간 경쟁심화,기술의 발 등을 이유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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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유형들이 나타나게 되면서,서비스에 국한되어 다루어졌던 지연 경

험에 한 개념은 확장될 필요가 생겼다.실제로,최근 연구에서는 지연

경험의 개념을 서비스 뿐 아니라 에 보이는 제품의 소비 상황에도

용하여 사용하고 있다.이 같은 에서 소비지연(consumptiondelay)

이란,‘소비자가 제품에 한 구매의사결정을 내린 시 과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획득 혹은 경험하게 되는 소비 시 사이의 지연(delay)이나

기다림(waiting)’으로 정의할 수 있다(Nowlis,Mandel,& McCabe,2004;

Park& Kim,2006).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다림(wait)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우선,기다림이 발생하는 시 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소비자는 거래(transaction)가 이루어지기 ,이루어지는 동안,이루

어진 후에 기다림을 경험할 수 있다.따라서 이에 따라 기다림을 세 가

지 유형,과정 (pre-process),과정 (in-process),그리고 과정 후

(post-process)로 구분할 수 있다(Dubé-Rioux,Schmitt,& Leclerc,

1988;Venkateson& Anderson,1985). 한 과정 기다림은 일반 으

로 다시 사 스 기다림(pre-schedule wait),지연(delay), 기

(queuewait)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 때의 지연은 사후 스 기다림

(postschedulewait)을 의미한다.사 스 기다림과 지연은 계획된

시작 시간에 한 기다림의 시 에 의해 구별되며,보다 구체 으로 설

명하자면,약속된 시간에 소비자가 먼 와서 기다리게 된 경우

(pre-schedulewait)와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서비스를 받게 되어 소비

자가 기다리게 되는 경우(postschedulewait)로 분류된다.반면, 기

(queuewait)는 계획된 시작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는 기

다림의 형태이다.이러한 기다림에 한 범주화는 지연의 효과를 이해하

는데 유용한 출발 이 되기는 하지만,이들 유형들이 모두 상호배타 이

지는 않다(Taylor,1994).

기다림 지연에는 이처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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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래가 발생되는 시 에서 완료되기 까지의 기다림에 해서만 살

펴보고자 한다.즉 소비자가 결제를 한 시 과 제품을 소유할 수 있는

시 사이에 지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비 상 역시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 온 소멸성과 재고 보

유가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 서비스가 아닌 에 보이고 재고 보유가

가능한 제품(product)의 소유에만 한정하기로 한다. 한 일반 으로 많

은 연구에서 지연(delay)과 기다림(waiting)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Leclerc,Shumitt,& Dubé,1995;Nowlis,Mandel& McCabe,

2004;Park& Kim,2006),Taylor(1994)가 과정 기다림 약속된

시간보다 서비스가 늦게 발생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유형을 지연

(delay)으로 따로 구분하여 사용한 것과 같이 ‘지연’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게 되면 기존 연구들의 개념 정의와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그 기

때문에,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결제를 한 시 과 제품을 소유할 수 있

는 시 사이에 지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지연이라는 용어

신에 ‘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소비지연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향

소비지연은 제품 서비스에 한 평가 만족 등 소비자 반응에

향을 미친다(Hui& Tse,1996;Leclerc,Shumitt,& Dubé,1995;

Nowlis,Mandel,& McCabe,2004;Taylor,1994).다수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소비지연은 제품 서비스에 한 소비자 반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Antonides,Verhoef& Aast,2001;Hui,Thakor,& Gill,

1998;Mischel,Grusec,& Masters,1969;Taylor,1994,1995).우선,지

연(delay)은 소비자에게 걱정(anxiety),긴장(stress),그리고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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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등의 부정 감정(negativeaffect)을 유발하여 제품 서

비스 제공자에 한 평가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Dellaert& Kahn,

1999;Taylor,1994).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할인된 효용 이론

(discountedutilitytheory)에 따르면,사람들은 나 에 받는 것보다 먼

받는 것을 선호한다(Loewenstein& Prelec,1992).이와 같은 에서

상된 지연(anticipateddelay)은 보상(reward)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

다(Mischel,Grusec,& Masters,1969).MowenandMowen(1991)의

시간과 결과 평가 모형에서도 지연된 이득(gain)은 손실(loss)로써 지각

된다.따라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제

품 소유나 소비는 그 가치를 평가 하하게 된다.Larson(1987)역시 부

가가치가 없는 시간,즉 을 서거나 구매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받기

해 기다리는 행동 등은 소비자에게 손실(loss)로써 지각될 수 있음을

주장하 다.

반면,지연이 가지는 정 인 소비자 반응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도

존재한다.우선,일련의 연구들은 기다림(waiting)은 즐거운 경험에 한

기 로 인해 소비자에게 정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구체

으로,CaplinandLeahy(2001)는 즐거운 행 에 한 경험을 상하

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효용을 끌어낼 수 있음을 검증하 다.같은

맥락으로 Loewenstein (1987)의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좋아하는 스타

(star)로부터 키스를 받는 것 같은 쾌락 ,감정 인 결과에 해서는 스

스로 보상받는 시기를 지연시키고자 함이 검증되었다.Nowlis,Mandel

andMcCabe(2004)는 소비지연이 소비 즐거움(consumptionenjoyment)

에 정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단,이러한 효과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즉 제품이 즐거운 특성(pleasantness

properties)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러한 정 인 결과가 나타나며,그

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연은 소비 즐거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

이러한 효과는 소비의 실제성,제품의 선명함(vividness)에 의해 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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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밝 냈다. 다른 시각으로 지연의 정 효과를 검증한 연구도

존재한다.Giebelhausen,Robinson,andCronin(2011)은 서비스 기다림

은 오히려 좋은 품질(quality)의 신호(signal)로 인식되어 구매의도와 경

험된 만족도(experiencedsatisfaction)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한 이러한 효과는 제품에 한 선행지식,품질의 모호

성(ambiguity),제품의 품질 요성(importance)정도에 의해 조 됨을

검증하 다.

이처럼 최근 지연의 정 향과 지연의 략 사용에 한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여 히 부정 향에 한 연구보다는

연구의 범 와 역에 있어 제한 이다.특히 서비스 분야가 아닌 제품

소비에서 지연의 정 효과 략 사용에 한 연구는 Nowlis,

Mandeland McCabe(2004)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Giebelhausen,

Robinson,andCronin(2011)의 연구 역시 일부 실험에서 서비스가 아닌

제품(e.g.음료수)을 그 자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두 연구 모두 통제된

실험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다. 한 단지 지연의 유무로 차이 검증을 하

고 있어,비슷한 유형의 소비지연 상황인 인터넷 쇼핑이나 약주문 등

재 사용되고 있는 소비 상황에까지 확장,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제 제품 소비상황에서 지연의 정 향을 탐색하고 략

사용을 제안해 수 있는 확장된 연구가 요구된다.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 ,실무 필요를 충족시키기 해 심도 있는 연구가 아직 많이 진

행되지 않은 상태인 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유형에서 지연의 정 효

과를 새로운 반응변수와 심리 기제를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지연은 소비자의 시간에 한 지각과 련이

있다(Loewenstein,1987;Mischel,Grusec,& Masters,1969;Mowen&

Mowen1991).따라서 지연의 향을 받는 새로운 반응변수와 심리 기

제를 발견하기 해서는 우선 시간의 흐름과 이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에

한 연구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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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시간의 간격(temporalgap)과 소비자

1.시간의 간격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변화

시간과 련된 태도 선호의 변화에 한 연구는 행동과학 사회

과학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역에서 지속되어왔다(Mischel,Shoda,&

Rodriguez,1989;Thaler,1981;Trope& Liberman,2003,2010;Zhang

& Kalra,2014;Zhao,Hoeffler,& Zauberman,2007).그 구매와 소비

사이의 시간 차이(gap)에 따른 소비자 반응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마

분야의 몇 가지 이론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우선,해석수 이론(CLT:construal-leveltheory)에 따르면,사건

(events)으로부터의 심리 거리(psychologicaldistance)는 사람들이 사

건을 평가하고 나타내는데 요한 향을 미친다(Trope& Liberman,

2003,2010).사건의 심리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소비자는 높은 수

(high-levelconstrual),즉 핵심 요인이 포함된 기본 이며,안정 인 상

특성에서 을 맞추어 그 사건을 이해하려 한다.반면에,심리 거

리가 어들게 되면,같은 사건이더라도 보다 구체 인 하 특성에 의

해 표 하게 된다(low-levelconstrual).그리고 이러한 에 따라 소비

자의 선호(preference)는 심리 거리가 먼 경우에는 상 수 의 특성의

강조에 더 큰 향을 받고,심리 거리가 짧은 경우는 하 수 의 특

성을 강조했을 때 더 큰 향을 받는다(Eyaletal.,2004). Castañoet

al.(2008)은 시간 거리(temporaldistance)의 맥락에서 이를 검증하

다.이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심리 거리,시간 거리가 먼 경우에,소

비자는 제품의 성능에 큰 비 으로 두고 평가를 내리며,반 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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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낮으면, 환비용이나 감정 불확실성 등 제품을 수용하는데 드

는 비용에 해 더 큰 비 을 두고 평가를 내리고 있음이 밝 졌다.실

제 온라인 호텔 약 사이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을 시행한

ZhangandKalra(2014)의 연구 결과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나타냈다.

즉,빨리 약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품질의 호텔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

고,더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심 시뮬 이션(mentalsimulation)은 사건 혹은 사건의 시리즈

(series)에 한 모방 인 심 표 (imitativementalrepresentation)으

로 정의되며(Taylor& Schneider,1989),마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미래 소비에 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 상,

혹은 자신에게 일어날 미래 소비 망을 시각화하는 것을 말한다

(Bettman,1992).심 시뮬 이션은 사건을 실제처럼 느끼게 해주고,불

확실한 미래를 조정해 수 있기 때문에,사건을 구체 으로 만들고,지

각된 사건 발생 가능성 역시 높여주는 것으로 밝 졌다(Tayloretal.,

1998).심 시뮬 이션은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하나는 결

과 심 시뮬 이션(outcome-focusedsimulation)이고,나머지 하나는 과

정 심 시뮬 이션(process-focused simulation)이다(Taylor et al.

1998).Tayloretal.(1998)에 따르면,과정 심 시뮬 이션은 특정 목

표에 도달하는 단계를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이고,결과 심 시뮬 이션

은 목표 달성 시 원하는 결과에 해 생각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다수

의 연구들은 과정 심 시뮬 이션을 했을 때가 결과 심의 시뮬 이션

을 했을 때 보다 성과 향상에 더 도움이 됨을 검증하 다(Oettingen&

Mayer,2002;Pham & Taylor,1999;Rivkin& Taylor,1999).Castaño

etal.(2008)는 앞서 언 한 해석수 이론과 심 시뮬 이션 이론을 통

합하여,심리 거리의 수 과 심 시뮬 이션 유형이 행동 의도에 미

치는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 다.보다 구체 으로 그들의 2번째 실험에

서,먼 미래의 신제품 채택 시나리오에서는 과정 심의 시뮬 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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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키는 것보다 결과 심 시뮬 이션을 진시키는 것이 채택행동의도

를 높이는데 효과 이었으며,근 미래의 신제품 채택 시나리오에서는 과

정 심 시뮬 이션의 진이 환비용과 감정 불확실성을 이는데

도움을 주어 결과 심 시나리오보다 채택행동의도를 높이는데 효과 이

었음을 보여주었다.

시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론으로는 망 회계(prospectiveaccounting)이론이 있다.Prelecand

Loewenstein(1998)은 부정 효용,혹은 지불의 고통(painofpaying)은

시 (timing)과 지불 수단(e.g.신용카드 vs. )의 향을 받음을 검증

하 다.즉 지불 방식은 지불에 따르는 고통을 희석시켜 수 있기 때

문에 반 인 효용을 높이게 된다.그들이 제안한 망 회계의 핵심

개념은 지불 시 이 지불의 고통을 완화시켜 수 있다는 것이다.만약 소

비자가 소비 에 미리 지불을 하 다면,지불과 소비는 단 되어 보일

것이다.따라서 소비자는 소비를 무료(free)인 것처럼 지각하게 되고,지

불에서 오는 고통이 희석되어 소비를 즐길 수 있게 된다.반면,소비 후

지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의 세 이론은 모두 구매와 소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소비자 반응변화를 설명하고 있다.그 해석수 이론과 심

시뮬 이션 이론은 모두 ‘간격’에 을 맞추고 있다.즉 특정 ‘시

(timing)’보다는 시간 ‘거리(distance)’의 개념에 을 두고 근하고

있다.반면, 망 회계 이론은 ‘시 ’에 을 맞추고 있다. 망 회

계이론의 경우는 시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지 보다는 지불과 소비

가 같은 시 에서 이루어졌는가,그 지 않은가가 더 요하다.본 연구

는 다양한 소비지연 유형 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상황만을 살펴보고

자 하 다.따라서 시간의 거리 개념으로 상을 설명하는 것 보다는 시

에 을 둔 이론을 토 로 상에 근하는 것이 더 합하다고

단되었다.따라서 망 회계 이론처럼 시간에 한 연구 특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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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된 연구들을 보다 심층 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2.시간 범주에 한 연구

2.1시간과 심 회계기간(mentalaccountingperiod)

심 회계(mentalaccounting)는 Thaler(1985,1999)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사람들은 의사결정 시 경제학 원리를 사용하여 안

에 한 합리 인 평가를 내리기 보다는 자신 만의 틀(frame)을 만들고,

손실과 혜택이 그 틀에 의해 형성되는 상을 말한다.한 로,사람들은

소비 가능성의 측면에서 연 계좌의 돈과 당좌계좌(checkingaccount)의

돈을 같이 보지 않는다(Thaler,1981).마찬가지로 복권 당첨으로 얻은

돈은 일반 인 소득을 통해서 얻은 돈과 그 쓰임이 다르게 나타난다.이

러한 상들은 같은 이익(gain)이지만,사람들은 이를 각기 다른 심 계

좌에 할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다(Thaler,1981).심 회계는 다

음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첫째,결과(outcome)의 평가는 망이론

(prospecttheory)을 기 로 하여, 거 (referencepoint)으로부터의 변

화에 의해 결정 된다(Thaler,1985;Tversky& Kahneman,1981).둘째,

가계에서 ‘식비’,‘오락비’등의 항목으로 가계부를 기입하듯이,사람들도

마음속에 각각의 계정항목을 만들고,각 항목 내에서 손실이나 이익을

계산 한다(Thaler,1985).마지막은 각 항목이 손실인지 이익인지를 평가

할 때에 시간 간격을 어떻게 지정 하는가이다.다시 말해 평가를 하루

단 로 하는가,일주일 단 ,한 달,혹은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인지가

요하다(Thaler,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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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ler(1985,1999)가 제안한 이 심 회계 이론을 바탕을 많은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다수의 연구들이 사람들의 새로운 심 회계 기

간(mentalaccountingperiod)의 시작이 재무 결과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에 해 탐색해왔다(Read,Loewenstein,& Rabin,1999; Soman,

2004;Soman& Ahn,2011;Thaler,1999).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 회

계와 같은 범주화는 비단 그 상이 재화가 아닌 시간일 때에도 나타나

고 있음을 밝 냈다(Rajagopal& Rha,2009;Soman,2001).여기서 심

회계 기간(mentalaccountingperiod)이란 심 회계가 열리는 시 에서

닫히는 시 까지의 기간,즉 비용이 발생할 때부터,비용에 한 혜택

(benefit)을 얻을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의된다(Prelec& Loewenstein,

1998).그 다면,심 회계기간의 시작 구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Dai,Milkman,andRiis(2014)는 이 심 회계 기간의 시작 인 동시에

이 심 기간과 다음 심 기간을 구분해 주는 기 으로 시간 지표

(temporallandmark)를 제안하고 있다.다음은 이 시간 지표에 한

연구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2시간 지표(temporallandmark)의 개념과 역할

시간 지표(temporallandmark)란,단조로운 매일의 일상에서 두드

러지는 개인 ,사회 으로 의미 있는 특별한 사건을 의미한다(Dai,

Milkman,& Riis,2014;Peetz& Wilson,2013;Shum,1998).보다 구체

으로 그 를 살펴보면,자신이 포함되어 있거나,그 지 않은 공 사

건(e.g.,재해,선거),의미 있는 개인 사건(e.g.,첫 경험,생활의 변화

등),달력의 기 일(e.g.,새해,크리스마스)등이 포함된다(Dai,Milkman,

& Riis,2014;Shum,1998). 한 이 외에,PeetzandWilson(2013)에

따르면 의미가 특별하지 않은 일상 인 날짜여도,해당 날짜를 명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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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만으로도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과거의 연구들은 주로 과거의 시간 지표에 해 다루어 왔다.기존

연구에 따르면,시간 지표는 자 기억(memory)과 경험,시간의 재

구성을 구조화 한다(Ahn,Liu,& Soman,2009;Shum,1998;Zauberman

etal.,2010). 를 들어,학생들은 학기의 시작과 끝과 같은 시간 지표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더 많이 회상해 낸다(Kurbat,Shevell,&

Rips,1998;Pillemer,Rhinehart,& White,1986). 한 사람들에게 그들

의 삶에 해 묘사하라고 지시하 을 때,어른들은 단순히 선형 과정

에 따라 말하기 보다는 특정 시기를 기 으로 조직화하여 자신의 삶에

해 이야기한다(Skowronskietal.,2007;Thomsen,2009;Thomsen&

Berntsen,2008).이처럼 공 인 사건에 한 시간 지표와 함께,삶의

특정 시기에 한 시작과 끝 한 기억의 회상을 보다 정확하게 해 주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그 기 때문에 요한 개인 변

화나 사건들은 시간에 따른 자아 특성의 지각을 구조화하고 자 인 기

억을 조직하는데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Peetz& Wilson,2013;

Thomsen& Berntsen,2008).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시간 지표는 과거 자아 특성에 한 지각

에 향을 미칠 수 있다.즉,시간 지표는 변화 혹은 시간 자아

(temporalselves)사이의 단 의 신호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Cantoretal,1987;Kling,Ryff,& Essex,1997).이와 같은 기제로 과

거 연구들은 시간 지표가 시간에 따른 자아 평가에 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주장해 왔다(Bartels& Rips,2010;Cantoretal.,1987).그러나 이

들의 연구는 모두 과거 발생한 사건에 을 맞추고 있으며,자아에

한 평가 변화 역시 과거 자아와 재 자아 사이의 차이를 보고 있다.

한 일상 인 지표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요한 환 을 그 지표

로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최근 연구들은 미래의 시간 지표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향에 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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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시도하고 있다(Dai,Milkman,& Riis,2014;Peetz& Wilson,2013;

Wilson& Ross,2003).PeetzandWilson(2013)은 인생의 환 과 같

은 특수한 지표 뿐 아니라 일상 시간 지표도 사람들에게 하게 명

시되기만 한다면,사람들의 심 범주화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

하 다. 한 이 게 형성된 심 범주화는 자아 정체성(identity)에 한

평가와 바람직한 미래 자아 모습 추구를 한 행동 동기에 향을 미침

을 밝 냈다.비슷한 맥락으로 Dai,Milkman,andRiis(2014)는 그들의

연구에서 ‘상쾌한 시작 효과(freshstarteffect)’라는 개념을 제안하 다.

이는 매주 첫 번째 날,학기 첫 시작일,새해 첫날 등과 같은 시간을 구

분하는 시간 지표들은 새로운 심 회계기간을 생성해 주며,이 지표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다 큰 시각으로 보게 해 주어 사람들에게

포부가 가득한 행동(aspirationalbehavior;다이어트,운동,목표 추구행

동 등)동기를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지표에 한 최신 연구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소비와 련된 새로운 시간지표로 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상황 시,제품

수령일을 제안하고,제품 수령일의 명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에

해 탐색하고자 한다.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상황의 경우,구매를 결정

하는 시 에서 제품 수령일은 미래의 시간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라 상된다.제품 수령일 명시가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다면,PeetzandWilson(201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제품 수령일이 재

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을 구분해 주는 기 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으로 시간 지표로서 제품 수령일이 시간에 따른 자아 평

가에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그리고 궁극 으

로 시간에 따른 자아의 평가가 어떠한 소비자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

는가에 한 탐색도 요구된다.우선 다음에서는 시간 자아 평가의 개

념과 련 요인들에 해 검토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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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자아 평가에 한 이해

3.1시간 자아 평가(temporalselfappraisal)의 개념

자아(self)는 시간의 단일한 지 에서 해석되기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체성(identity)의 연속 인 모임으로써 해석된다(Parfit,1984;

Ross & Wilson,2000).우리가 기억하거나 상하는 시간 자아

(temporalself)는 재의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계획

에도 향을 미친다(Markus & Nurius,1986;Oyserman,Terry,&

Bybee,2002; Peetz,Wilson,& Strahan,2009;Ross& Wilson,2002).

정리하면,시간 자아는 사람이 기억하거나 측하는 자신에 한 모습

을 의미한다.일반 으로 사람들은 과거의 자아는 재의 자아보다 폄하

하는 경향이 있고(Wilson& Ross2001),미래의 자아는 재보다 더

정 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Ersner-Hershfield et al,2009;

Kanten& Tiegen2008;Peetz& Wilson,2013).그러나 요한 것은,

시간 자아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과는 독립 으로 재의 자신의 모습

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Ross& Wilson,2002).보다 구체

으로 사람들은 재 자신과의 지각된 연결성과 단 성에 따라 과거/미래

의 자신에 한 평가를 다르게 하게 되는데,일반 으로 지각된 연결성

이 높을수록 재의 자신과 과거/미래의 자아를 비슷하게 평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Hanko,Crusius,& Mussweiler,2010;Libby,Eibach,&

Gilovich,2005;Ross& Wilson,2002).기존 연구들은 시간 자아와

재 자아 사이의 지각된 연결성에 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제안해

왔다(Hanko,Crusius& Mussweiler,2010;Joshi& Fast,2013;Strack,

Schwarz,& Gschneidinger,1985).제안된 변수로는 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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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요 변수 연구내용

Hanko,Crusius&

Mussweiler(2010)

비교 (current

comparisonfocus)

시간 자아와의 비교는

재 자아 평가에 향을 미치

며,이는 재 비교 유

형(유사성 vs.차이 )에 따

라 달라짐.

Pronin,Olivola,&

Kennedy(2008)

심리 거리

(psychologicaldistance)

지각된 심리 거리는 사람

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침.

-미래 자아와 다른 사람을

한 의사결정 vs. 재 자아

를 한 의사결정.

Joshi& Fast(2013) 권력(power)
권력의 경험은 미래자아와의

연결성을 증 시킴.

Peetz&Wilson(2013)
시간 지표

(temporallandmark)

시간 지표는 재 자아와

미래 자아의 단 을 유도,더

정 인 미래 자아평가를

유발함.

McFarland&

Buehler(2012)
기분(mood)

부정 기분의 유발과 자기

안정성은 과거 자아 평가에

향을 미침.

(currentcomparisonfocus),심리 거리(psychologicaldistance),권력

(power),시간 지표(temporallandmark),그리고 기분(mood)등이 있

다. 연구들의 구체 인 내용을 <표 2-1>에 정리하 다.

<표 2-1>시간 자아 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시간 지표가 시간 자아 평

가에 미치는 향에 해서 살펴보기로 하 다.구체 으로 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상황 시,시간 지표로서의 제품 수령일과 미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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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아 평가 사이의 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앞서 제시한 시간

자아에 향을 주는 변수들은 모두 개별 으로 연구가 되어 왔다.그리

고 체 으로 과거 자아에 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미래 자아 평가에 을 맞추어 이들을 용해 보고자하고,

이와 더불어 이 요인들 사이의 상호 연 성이 존재 하는가 한 탐색하

여 기존의 시간 자아 평가에 한 연구를 확장시켜보고자 한다.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 자아 평가에 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두

개의 요인,즉 시간 지표와 기분 사이의 상호 련성을 알아보고자 한

다.따라서 다음은 시간 자아 평가에 향을 미치는 기분에 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3.2시간 자아 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기분

기분(mood)은 개인이 느끼는 지속 으로 서서히 개되는 일반 감

정(affect)상태로, 약하고(mild), 범 하며(pervasive), 반 인

(generalized)감정 상태를 가리킨다(Mattila& Wirtz,2000).반면,정서

(emotion)는 특별한 소비 경험에 의해 유발된 구체 인 감정 반응으로

정의 될 수 있다.즉,특정 상에 한 감정 상태를 지칭하며 기분에 비

해 더 강력하다(Holbrook& Gardner,2000).이러한 기분,정서의 유의

성(valence)은 개인의 기억,정보처리, 상에 한 평가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요한 이슈로 연구되어 왔다(Bagozzietal.,1999;

Gardner,1985).일반 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이 두 개념을 혼용하여 사

용하고 있지만,본 연구에서는 정서(emotion)와는 구분된 기분(mood),

그 에서도 유의성(valence)이 부정 인 경우로 그 연구범 를 제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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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기분의 유의성은 자아 평가(selfappraisal)에

도 향을 미치는데,이들의 계에 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가장 일반 인 부정 기분과 자아 평가에 한 설명은 기분 일치 효과

(moodcongruencyeffect)이다.기분 일치 효과에서 주장하는 바는 부정

기분은 부정 사고를 화시켜,부정 인 자기 평가와 회상에 이르

게 한다는 것이다(Forgas,2001).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와 상반된 효

과,즉 기분 불일치 효과(moodincongruencyeffect)를 제안하고 있다.

보다 구체 으로,특정 상황 하에서는 부정 기분이 자동 으로 더

정 인 자기 평가와 기억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Brown &

Smart,1991;Dodgson& Wood,1998;Greenberg& Pyszczynski,1985;

Parrott& Sabini,1990).이 연구들은 개인차 변수-우울(depression),자

부심(self-esteem),기분조 기 (moodregulationexpectancies)-,시간

상황 는 개인 요인-시간의 흐름(passageoftime),기분 성향 유

형(moodorientation)-등에 의해 부정 기분의 사람들이 기분과 일치하

지 않는 자기 고양 생각들을 유발해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Forgas

& Ciarrochi,2002;Josephson,Singer,& Salovey,1996;McFarland&

Buehler,1998;Smith& Petty,1995).이에 한 구체 인 연구 내용은

<표 2-2>와 같다.

한 사람들은 재의 부정 인 기분에 한 응 략으로 시간 자

아 평가를 사용하기도 한다(McFarland& Alvaro,2000;McFarland&

Buehler,2012). 를 들어,McFarlandandAlvaro(2000)의 연구 결과,

사람들은 정 기분이 발생했을 때보다 부정 기분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과거 몇 년간 정 특성이 더 많이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한

‘트라우마 후 성장 효과(posttraumaticgrowtheffect)’에 따르면,사람들

은 과거 있었던 괴로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더 성장했다고 평가하게

되는데,이는 부정 감정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개인

성장에 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Davis & McKearney,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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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요 변수 연구내용

Josephson,Singer,

& Salovey(1996)
우울감(depression)

우울감이 낮은 사람들은 기분

회복을 해 정 인 기억을

더 많이 회상함.

Smith& Petty

(1995)
자부심(self-esteem)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은 기분

회복을 해 정 기억을 더

많이 회상함.

Forgas& Ciarrochi

(2002)

시간의 흐름 (passage

oftime)

기에 나타난 기분 일치 효과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분 불

일치 효과로 체되는 경향이

나타남.

McFarland& Buehler

(1998)

기분 성향(mood

orientation)

부정 기분에서 정 기억

의 회상은 이 맞추어진 기

분 성향(mood orientation)의

유형 (reflectivevs.ruminative

orientation)의 향을 받음.

Helgesonetal.,2006;Tedeschi& Calhoun,1996).이들 연구는 과거의

자신을 재의 자신보다 더 부정 으로 평가 하여 재의 부정 인 기분

에 한 응을 하고 있지만, 이와 반 되는 연구도 존재한다.

McFarland and Buehler(2012)의 연구에 따르면,사람들에게 안정성

(stability),즉,사람의 특성이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음을 지각시킨

다면 부정 기분에 한 응 략으로 과거의 자신을 오히려 재의 자

신보다 더 정 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표 2-2>기분 불일치 효과에 향을 미치는 변수에 한 연구

마 분야에서도 소비자의 기분에 한 연구는 매우 범 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사회에서 소비는 기분조 을 한 하나의 도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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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고 있다(Gallup& Castelli,1989;Gould,1991;Kacen,1994).

를 들어,LuomalaandLaaksonen(1999)의 자기 선물(self-gift)에

한 탐색 연구에 따르면, 부정 기분의 소비자는 기분 회복

(mood-reparatory)을 해 자기 선물 행동을 수행하고 정 기분의 소

비자는 기분 유지를 해 자기 선물 행동을 수행한다.특히 소비자에게

부정 인 기분은 정 인 기분보다 더 하게 지각되기 때문에,소비

자의 부정 인 기분은 정 인 기분보다 자기 선물 행동에 더 강한 동

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언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부정 기분의 사람

들은 정 기분을 느끼기 해 험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Isen& Geva,1987;Leith& Baumeister,1996).

이처럼 부정 기분은 소비자로 하여 기분조 의 욕구를 느끼게 하고,

이는 소비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마 분야에서도 부정 기분의

응 략과 련된 소비행태에 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이를

미래 시 의 자아 평가와 련시켜 살펴 본 연구는 드물다.따라서 본

연구는 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상황 시,제품 수령일의 명시가 미래의

자아 평가에 미치는 효과에 부정 기분이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미래의 제품 수령일 명시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심 범주를 형성시켜 수 있다.그리고 이는 재의 자아와 미래의

자아 사이의 지각된 연결성을 낮게 만들어 것으로 생각된다.부정

인 기분의 소비자는 재의 부정 인 기분에 한 응 략으로 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을 더 분리하고자 할 것이며(McFarland& Alvaro,

2000),이는 시간 지표로서의 제품 수령일의 명시가 자아평가에 미치

는 효과에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

다음 에서는 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상황 시,시간 지표로서 제

품 수령일의 명시와 미래 자아 평가가 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련

반응, 상된 만족도(anticipatedsatisfaction)의 개념과 이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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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소비자의 상된 만족도와 자기 련

상상

1. 상된 만족도(anticipatedsatisfaction)의 개념

상된 만족도(anticipatedsatisfaction)는 소비 소비자 반응 변수

로,실제 소비 제품 소비에 한 리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MacInnis& Price,1987;Shiv& Huber,2000).여기서의 리 경험

이란,구체 으로 제품 사용을 통해 나타날 자아 련 (self-related)결

과를 리 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Walker& Olson,1997).

상된 만족도는 소비 시각화(visualization)와 한 련이 있다

(MacInnis& Price,1987).보다 구체 으로,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상

된 만족도는 가상 인(imaginary)휴리스틱과 련이 있다.즉,소비자는

안과 련된 실제 경험을 상상하고,상상한 경험에 한 감정 반응

에 따라 안의 바람직성(desirability)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Anand-Keller& McGill,1994).이와 같은 맥락으로 Shivand

Huber(2000)는 의사결정의 목표를 상된 만족도에 기반 하 을 때는,

심 형상화 로세스(mentalimagingprocess)를 따르기 때문에 속성의

생생함(vividness)에 가 치를 두고 선호가 결정됨을 보여주었다. 를

들어 졸업 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돈

1500달러가 주어졌을 때,새로운 직장에서 사용할 노트북과 입사 에

갈 수 있는 휴가 어떤 안을 더 선호하는가를 실험한 결과,의사결

정 목표를 상된 만족도로 한 경우,피험자들은 노트북보다 휴가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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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 다.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휴가는 노트북 구매보다 쉽게 상상

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임을 밝 냈다.

와 같은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반

응 변수로 상된 만족도를 사용하고자 한다.그 이유를 정리하여 설명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상된 만족도는 소비 에 이루어지는

평가이다.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상황에서는

소비 평가가 다른 소비 상황보다 더 큰 비 을 차지하게 된다.제품

에 한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시 에서 제품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하게 될 제품의 모습 사용 경험은 온 히 상상에 기반 할 수밖에

없다. 한 상된 만족도는 제품 평가 로열티,구매의도 등 기존의

소비 지연 연구에서 지연에 의해 부정 향을 받았던 반응변수들과는

차별 인 결과를 보일 것이라 상된다.ShivandHuber(2000)는 의사

결정의 목표를 상된 만족도로 하 을 때 선호 역 (preference

reversal)이 나타남을 검증하 다.즉 일반 으로 효용에 따른 속성에 기

반 한 안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선호되지 않았던 안이, 상된

만족도에 의해 평가를 하게 되면 선호되는 상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

다.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상황에서 상된

만족도는 과거 소비지연에서 연구되었던 속성에 기반 한 평가에 을

둔 다른 반응변수들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이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상된 만족도는 시각화,생생함의 정도와 련이 깊기 때문에

(Anand-Keller& McGill,1994;MacInnis & Price,1987;Shiv &

Huber,2000;Walker& Olson,1997),미래에 한 자아 평가와도 긴

한 계가 있을 것이라 상된다.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과 련한 결

과를 상상하게 되면,그 지 않은 경우보다 같은 상황을 더 생생하게 나



-34-

타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Burnkrant& Unnava,1995;Debevec&

Romeo,1992).자기 련 상상의 효과에 해서는 다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상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시각화와 자

기 련 상상

앞서 상된 만족도와 긴 한 련이 있다고 언 된 시각화

(visualization)는 제품을 평가하고,제품 채택에 한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 사용하는 인지 수단 하나이다(Phillips,1996;Phillips,Olson,

& Baumgartner,1995;Shiv& Huber,2000).실제로 시각화는 상된

만족도 뿐 아니라(MacInnis& Price,1987),선호 형성(Phillips,Olson,

& Baumgartner,1995),제품 비교(Anand-Keller& McGill,1994)등에

주요한 향을 미친다.이러한 시각 과정의 사용은 소비자가 제품 구

매를 상상하는 것,제품 경험을 시뮬 이션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제

품 사용의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Adaval& Wyer,1998;

Shiv& Huber,2000).그러나 제품 평가 상된 만족도에 요한 역

할을 하는 시각화 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이를 자아 거 (self

referent)내용의 맥락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Dahl& Hoeffler,

2004).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 틈(gap)을 메우고자 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와 상된 만족도와의 계에

있어서 자아 거 (selfreferent)변수의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자아 거(self-referencing)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와

자신을 련시킬 수 있는 소비자들은 해당 고와 고된 제품에 해

정 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고의 내용 역시 더 잘 기억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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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 졌다(Burnkrant& Unnava,1995;Debevec& Romeo,1992).이 같

은 결과는 고 혹은 제품 특성이 소비자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소비

자의 연상 네트워크와 연결이 될 때,제품 특성에 한 연결성과 설득이

더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Debevec&

Romeo,1992).즉 자아 거 능력은 이미 만들어진 소비자의 연상을 활

성화 시키는 련 경험 는 자 기억을 이용하여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aumgartner,Sujan,& Bettman,1992;Brown,Keenan,&

Potts,1986).이러한 연구 배경 하에서 DahlandHoeffler(2004)는 실증

연구를 통해 출시되지 않은 진 신 제품(incrementalnew product)

의 경우,자아 거 하나인 자기 련 상상(self-relatedimagination)

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정 인 향을 미침을 검증하 다.

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는 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상황에서 제

품 수령일의 명시가 상된 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자기 련 상상 여부

에 의해 조 될 것이라 상하 다.아직 소유하지 않은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를 평가하는 상황에서,제품 수령일의 명시는 제품과 련된

미래 자아 평가를 높여주어 상된 만족도 역시 높여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반면,제품 수령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를

기 할 수 없게 된다.하지만 만약 제품 수령일이 명시되지 않더라도,자

기 련 상상을 유도하면 제품에 한 경험을 보다 더 정 으로 평가

하게 될 것이고,이는 미래에 한 자아 평가에-제품 소비가 자아에 미

치는 향에 한 기 수 평가- 정 향을 미쳐 상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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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가설 설정 실증연구 개

제 1 가설 설정

1.시간 지표로서 제품 수령일

시간 지표에 한 기존 연구들을 주로 과거 사건이나 시 에 해

서 다루어 왔다(Ahn,Liu,& Soman,2009;Shum,1998;Zauberman

etal.,2010).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재 시 보다 미래에 존재하는 시

간 지표도 사람들의 시간 구성 자아평가,행동에 향을 수 있

음을 검증하 다(Dai,Milkman,& Riis,2014;Peetz& Wilson,2013).

구체 으로 시간 지표는 사람들의 시간에 한 심 범주화(mental

categorization)에 향을 주어 재 자아와 미래의 자아에 한 연결성

을 약화 시킨다(Peetz& Wilson,2013).사람들은 미래의 자아에 해서

는 재의 자아보다 더 정 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Ersner-Hershfield etal,2009; Kanten & Teigen 2008; Peetz&

Wilson,2013),만약 미래 시간 지표가 주어져 재 자아와의 단 을

더 크게 지각하게 되면,일반 으로 생각하는 미래 자아보다 더 정

으로 자아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Dai,Milkman,& Riis,2014;Peetz

& Wilson,2013).그 다면,미래 시 의 시간 지표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가?Dai,Milkman,andRiis(2014)는 달력의 첫째 날 등을 사용

하여 이를 검증하 다.그들은 한 달의 시작(1일),새해의 시작,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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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federalholiday),학기 시작,생일을 시간 지표로 하여,이 시

을 기 으로 포부 가득한 행동(aspirationalbehavior)에 한 사람들의

동기 변화를 찰하 다.PeetzandWilson(2013)역시 새해,생일,크

리스마스 등 기존에 연구되었던 시간 지표를 사용하 다.그러나 이

뿐만 아니라,미국 통령 생일,어머니 날(mother'sday)처럼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날,주말처럼 일상 인 날도 성(salience)을 높여 다

면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이러한 시

간 지표로서의 역할 가능 여부는 명시된 시간 지표가 피험자의 시간

구성에 향을 미쳤는가를 살펴 으로써 확인 할 수 있다(Peetz&

Wilson,2013).

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상황에서는 구매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제품 수령날짜가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도,그 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를 들어,인터넷 쇼핑 상황에서는 ‘7일-15일 수령 가능’처럼 날짜

신 기간으로 명시되는 경우도 있고,‘12월 13일 수령 정’처럼 정확한

날짜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출시 사 약 시에도 출시날짜

를 사 약을 받는 시 에서 정확히 명시하여 공지하는 경우도 있고,

약 시 에서는 ‘12월 순’,‘1월 내’등 기간만을 공지하고 정확한 출

시날짜는 추후 공지하는 략을 사용하기도 한다.마 분야에서 인터

넷 쇼핑 시의 지연이나 사 공지 략 시 시간의 향 등에 한 연구

는 각각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이와 연 된 ‘날짜(date)'에 을 맞춰

진행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나 미래 시 의 시간 지표에

한 최근 연구결과들은 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상황에서 제품 수령 ‘날

짜’명시 여부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이를 해 우선

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일은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미래 시 의 제

품 수령일이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한 검증이다.직

으로 제품 수령일이 시간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이 검증된 바는 없으

나,WilsonandRoss(2003)의 연구에 따르면,소소한 물건의 소유

외모 변화까지도 과거 자신과 재 자신을 구별하여 평가하는 지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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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한다. 한 PeetzandWilson(2013)도 미래 특정 시 의

성을 높인다면(동그라미를 치거나,빨간색으로 표시 등),이 역시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이러한 연구들을 배경으

로,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시,소비자의 구매 결정 시 에서 제품 수령

일의 명시는 시간 지표로서 인식되어 소비자의 시간 구성에 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이를 정리한 가설 1은 다음과 같다.

H1.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는 소비자의 시간

범주 구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즉,제품 수령일이 명시될 경

우와 명시되지 않을 경우,소비자가 지각하는 시간 범주 구성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2.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가 미

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

본 연구의 주요한 목 하나는 소비지연이 유발하는 정 효과

에 한 탐색이었다.일반 으로 소비지연은 소비자의 반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Antonides,Verhoef& Aast,2001;Hui,Thakor,& Gill,

1998;Mischel,Grusec,& Masters,1969;Taylor,1994,1995).이러한

향을 미치는 심리 기제는 지연된 획득(gain)을 손실(loss)로 지각하

거나(Larson,1987;Mowen& Mowen1991),지연 자체에서 유발되는

소비자들의 부정 감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Dellaert& Kahn,

1999;Taylor,1994).그러나 ShivandHuber(2000)는 소비자가 구매 시

에서 어떤 소비 목 에 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선호가 바뀔 수 있

음을 확인하 다.즉 상된 만족도에 그 목 을 두고 제품을 평가하게

되면,비교하기 쉬운 속성(easytocompareattribute)이나 한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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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nentattribute)에 을 두는 신(Coupey,Irwin,& Payne,

1998;Nowlis& Simonson,1997;Tversky,Sattah,& Slovic,1988),속

성의 선명한 묘사(vividness)가능성에 을 맞추어 선호가 결정된다.

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기다림(waiting)은 즐거운 경험의 기 로 인

해 제품 혹은 서비스에 해 정 향을 미칠 수 있으며(Caplin&

Leahy2001;Loewnstein& Prelec,1993;Nisan,1973),특히 즐거운 감

정을 유발하는 제품들은 소비지연이 있는 경우,그 지 않은 경우보다

제품 소비에 한 즐거움(enjoyment)이 더 높게 나타남이 검증되었다

(Nowlis,Mandel& McCabe,2004).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소비의 실제

여부나 상의 생생함(vividness)에 의해 조 됨 한 밝 졌다(Nowlis,

Mandel& McCabe,2004).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소비

자들이 지연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구매를 결정하는 이유를

상된 만족도의 증가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만약 상된 만족도에

을 맞춘 구매의사결정을 하게 되면,기존 연구에서 언 한 소비지연에서

발행하는 부정 감정이나 손실 지각의 고려에 기반 한 제품 평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Shiv& Huber,2000).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증 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즉,같은 제품을 매장에

서 직 구매하는 경우,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에서 상된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비교해 보고

자 한다.다수의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는 지연기간이 있음에도, 상된 만족도에 있어서는 부정 반응이 나타

나지 않음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소유하게 될 제품을 실

제로 볼 수가 없다.따라서 이에 한 상상이 이루어져야 하고,이러한

상상을 기반으로 제품에 한 평가가 결정될 것이라 상된다.보다 구

체 으로,이러한 상상과정이 얼마나 자신과 련하여 정 이고,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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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에 따라, 상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측해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미래에 한 자신의 평가는 재보다 정 이다

(Ersner-Hershfieldetal,2009;Kanten& Teigen2008).특히 시간

지표로 인해 재의 자아와 미래 특정 시 의 자아가 분리되어 지각될

경우에는 이러한 정 자아에 한 평가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된

다(Peetz& Wilson,2013).본 연구에서는 이에 을 맞추어 구매-소

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로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는 명시되지 않

았을 경우보다 소비자의 제품과 련된 미래 자아 평가에 더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하 다.그리고 자신에 한 이러한 정 기

평가는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해 보았다.기존 연구에서는 미래 자아 평가를 미래의 개인의 특정

특성에 한 평가로 사용하고 있으나(Peetz& Wilson,2013),본 연구에

서는 제품과 련하여 기 되는 미래 자아의 변화로 그 의미를 구체화하

여 사용하고자 한다.편의상,차후 본 연구에서는 제품과 련하여 변화

가 기 되는 미래 개인의 특정 특성에 한 평가를 미래 자아 평가라고

명명하고,일반 인 미래의 개인 특성에 한 평가는 일반 미래 자아

평가라고 명시하도록 하겠다.

정리하면,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로서 제품 수령일

의 명시는 제품 수령일이 비명시된 경우보다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

를 높여 것이며,이러한 향은 제품과 련되어 변화가 기 되는 미

래 자아 평가가 제품 수령일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더 정 이기 때문

일 것이라 상된다.즉,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의 명

시 여부는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미치며,이는 정 미래 자

아 평가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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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 여부는 상된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즉,제품 수령일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보다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H3.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미래 자아 평가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3.시간 지표가 상된 만족도 미래 자아 평가에

미치는 향에 한 기분의 조 효과

앞서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로서 제품 수령일과 미

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 사이의 계에 한 가설을 설정하 다.기

존 연구들은 미래 자아 평가를 비롯한 시간 자아 평가(temporal

appraisal)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기분(mood)을 제안하고 있다

(McFarland& Alvaro,2000;McFarland& Buehler2012).특히 부정

기분과 시간 자아 평가의 계에 을 맞춘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다(Brown& Smart,1991;Forgas,2001;McFarland& Alvaro,2000).

사람들은 일반 으로 부정 감정을 느끼면,부정 감정이 화되어 부

정 인 자기 평가와 회상을 하게 된다(Forgas,2001).제품 평가에 있어

서도 감정 화이론(affectprimingtheory)에 따르면,부정 상태에서는

그 감정과 부합하는 정보를 기억 속에서 더 잘 인출하게 되기 때문에,

제품에 해 부정 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반면,특정 상황 하

에서는 부정 기분이 오히려 정 인 자기 평가와 기억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하는데,이는 부정 인 기분의 응 략



-42-

(coping strategy)으로 나타나게 된다(Davis & McKearney, 2003;

Frazieretal2009;McFarland& Alvaro,2000;McFarland& Buelhler

2012;Taylor,1983).

본 연구에서는 시간 자아 평가에 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두 개의

요인,즉 시간 지표와 구매 기분 사이의 상호 련성을 탐색해보고

자 한다.기존 연구들을 토 로 구매-소유 불일치 소비 상황 시,제품

수령일의 명시 여부가 미래 자아 평가에 미치는 효과에 부정 기분이

유의미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해 볼 수 있다.일반 으로 부정

기분이 화되게 되면,제품 자아 평가 역시 부정 으로 나타난다

(Forgas,2001).만약 소비자가 구매 부정 인 기분을 경험하게 되면,

부정 감정이 화되지 않은 경우보다 소비자의 제품 련 자아 평가

역시 낮아지게 될 것이며,이와 연 된 상된 만족도 역시 낮아질 것이

다.그러나 제품 수령일의 명시는 소비자가 새로운 심 범주를 형성시

키는데 향을 주고 이는 재 자아와 미래 자아의 지각된 연결성을 낮

게 만들어 다.따라서 구매 부정 기분의 경험 시,제품 수령일이

명시된 경우에서는, 재 자아와의 단 로 부정 기분에 의해 유발되는

부정 미래 자아 평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기분 조 략으로 미래 자

아 평가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반면 제품

수령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미래 자

아 평가 제품에 한 평가에 부정 기분은 부정 향을 미칠 것이

다.그 기 때문에,구매 부정 기분의 경험은 부정 기분이 유발되

지 않는 경우보다 매개변수인 미래 자아 평가에 더 큰 향을 미칠 것으

로 상된다. 의 내용을 정리하면,아래 2개의 가설,즉 구매-소유 불

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구매 부정 기분의 조 효과에 한 가설(H4)과,이러한 효과

의 심리 기제로서 구매 부정 기분과 미래 자아 평가 사이의 상호

계에 한 가설(H5)을 설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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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구매 부정 기분에 의해 조 될 것이

다.즉,제품 수령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구매 부정 기분을

경험한 피험자는 경험하지 않은 피험자보다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반면,제품 수령일이 명시된 경

우,구매 부정 기분을 경험한 피험자는 경험하지 않은 피험자

보다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H5.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구매 부정 기분은 미래 자아 평

가의 매개 계를 조 할 것이다.즉,구매 부정 기분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제품 수령일 명시 여부와 상된 만족도 사이의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효과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4.시간 지표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자기 련 상상의 조 효과

본 연구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로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 검증해 보고자 하

다.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제품의 수령일을

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실

무 용 가능성을 높이기 해,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부정 향을 일 수 있는

방안에 해서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상된 만족도는 상상의 구체화,

선명함과 깊은 련이 있다(MacInnis& Price,1987;Shiv & Huber

2004;Walker& Olson,1997).그리고 기존 연구들은 소비자들이 상에



-44-

해 자신과 련하여 상상을 할 경우(vs.타인 련 상상),해당 상에

한 평가 기억에 정 인 향을 미침을 검증하 다(Burnkrant&

Unnava,1995;Dahl& Hoeffler,2004;Debevec& Romeo,1992).앞서

본 연구의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이는 상의 특성이 소비자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연상 네트워크와 연결이 될 때,설득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Debevec& Romeo,1992).따라서 구매-소유 불

일치 상황에서,제품 수령일이 명시되지 않더라도,자기 련 상상을 유

도하면 제품에 한 경험을 보다 더 구체 이고 생생하게 상상하게 될

것이고,이는 궁극 으로 상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상된

다.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밝 진 바는 없으나,제품에 한 자기 련

상상은 제품과 련된 미래 자아 평가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라 상된다.즉,시간 지표로서 제품 수령일의 정 효과를

시간 지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련 상상이 체할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따라서 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

도에 미치는 향에 한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효과는 자기 련 상상

일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상해 볼 수 있다.

H6.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여부가 상된 만

족도에 미치는 향은 자기 련 상상(vs.타인 련 상상)에 의해

조 될 것이다.즉,제품 수령일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상된 만

족도는 자기 련 상상을 한 경우,타인 련 상상을 한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반면,제품 수령일이 명시 된 경우, 상된

만족도는 자기 련 상상을 한 경우와 타인 련 상상을 한 경우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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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 설

시간

지표로서

제품 수령일

H1.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는

소비자의 시간 범주 구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즉,제품 수령일이 명시될 경우와 명시되지 않을 경

우,소비자가 지각하는 시간 범주 구성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시간

지표가 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

H2.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 여

부는 상된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즉,제

품 수령일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명시되어 있지 않

을 때보다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H3.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 여

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미래 자아 평

가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H7.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자기 련 상상은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 계를 조 할 것이다.즉,자기 련 상상을 할 경우,제품 수

령일 명시 여부와 상된 만족도 사이의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효

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반면,타인 련 상상을 할 경우,제품

수령일의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미래 자아

평가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와 같이 본 연구는 총 7개의 가설을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해 수

행되었으며,연구가설에 한 정리는 아래 <표3-1>과 같다.

<표 3-1>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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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부정

기분의

조 효과

H4.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 여

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구매 부정

기분에 의해 조 될 것이다.즉,제품 수령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구매 부정 기분을 경험한

피험자는 경험하지 않은 피험자보다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반면,제

품 수령일이 명시된 경우,구매 부정 기분을

경험한 피험자는 경험하지 않은 피험자보다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H5.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구매 부정 기분은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 계를 조 할 것이다.즉,

구매 부정 기분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제품

수령일 명시 여부와 상된 만족도 사이의 미래 자

아 평가의 매개효과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자기

련상상의

조 효과

H6.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 여

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자기 련 상

상(vs.타인 련 상상)에 의해 조 될 것이다.즉,

제품 수령일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상된 만족도

는 자기 련 상상을 한 경우,타인 련 상상을 한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반면,제품 수령

일이 명시 된 경우, 상된 만족도는 자기 련 상

상을 한 경우와 타인 련 상상을 한 경우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H7.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자기 련 상상은

미래 자아평가의 매개 계를 조 할 것이다.

즉,자기 련 상상을 할 경우,제품 수령일 명

시 여부와 상된 만족도 사이의 미래 자아 평

가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반면,

타인 련 상상을 할 경우,제품 수령일의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미래

자아평가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47-

제 2 개념 연구모형

의 가설을 토 로 도출한 본 연구의 개념 연구모형은 [그림 3-1]

과 같다.우선 [그림 3-1]은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로

서의 제품 수령일 명시 여부와 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 사이의

계에 한 가설을 나타냈다.즉,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

도에 미치는 향,이에 한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

다.그리고 본 연구에서 추가 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두 변수,구매

부정 기분,자기 련 상상과 미래 자아 평가와의 계 역시 [그림

3-1]에 표 하 다.두 변수는 개별 으로 모두 조 된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3-1]개념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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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실증연구 개

본 연구는 의 가설들의 검증을 해 총 4개의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우선 실증연구 1은 가설 1,즉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 제

품 수령일의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수행하

다.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은 해외 직 구매 상황을 사용하

고,해외 직 구매 상황 시,제품 수령일이 정확히 날짜로 명시된 경우

(시간 지표 명시)와 기간으로 명시된 경우(시간 지표 비명시)사이

에 소비자가 지각하는 시간 구성에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해 살펴보았

다.

실증연구 2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시간 지표로서 제

품 수령일의 명시 여부와 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 사이의 계

를 살펴보고자 수행하 다. 한 매장에서의 직 구매 상황과 구매-소

유 시 불일치 상황의 2유형,제품 수령일 명시와 제품 수령일 비명시,

세 가지 상황 사이의 상된 만족도 차이 한 살펴보았다.본 연구의

설계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 이 맞추어져 있다.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이 나타나는 특정 소비 상황을 그 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장 직 구매 상황을 구매-소유 시 불

일치 상황과 정확히 반 되는 상황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이에 한

문제 한계 사항은 실증연구 2의 논의 부분과 연구의 한계 부분에서

자세하게 언 하도록 하겠다.실증연구 2는 학생을 상으로 뉴발란스

(NewBalance)커스텀 운동화를 자극으로 사용하여 수행하 다.구매-소

유 시 불일치 상황은 해외 직 구매 상황으로 제시되었으며,시간

지표 명시 상황은 제품 수령날짜를 명시하 고,시간 지표 비명시 상

황은 제품 수령시기를 기간으로 명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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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 3에서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소비 상황을 출시 제품

의 사 약 상황으로 체하여 실증연구 2의 결과를 재검증하 다.사

용 자극은 사 약 상황에 합하고 실증연구 1을 통해 수요가 검증된

태블릿 PC로 선정하 다.그리고 피험자를 학생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 연구의 외 타당성을 넓히고자 하 다.실증연구 3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 명시 여부가 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구매 부정 기분

의 조 역할을 검증하는 것이었다.구매 부정 기분의 조작

(manipulation)은 McFarland etal.(2007)이 사용한 시각 상상기법

(visualimagery task)을 통해 이루어 졌다.시각 상상기법(visual

imagerytask)이란,사람들에게 자신이 최근 겪은 부정 일 혹은 특정

기분을 유발하지 않는 일상 인 일을 에 보이는 것처럼 상세하게 묘사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해당 기법의 효과성이 검증

되었다.

실증연구 4는 가설 6과 가설 7의 검증을 해 수행 되었다.즉,구매

-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여부가 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자기 련 상상의 조 효과를 검증

하기 해 수행 되었다.실증연구 4는 구매-소유 불일 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부정 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실증연구 4는 실증연구 3과 같이 출

시 인 신제품 태블릿 PC의 사 약 상황을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

으로 제시하 고,일반인을 상으로 수행하 다.자기 련 상상(vs.타

인 련 상상)의 조작(manipulation)은 DahlandHoffler(2004)가 사용

한 방식을 차용하 다.제품을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 으로 묘사

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타인의 모습을 구체 으로 묘사하는 방식을 사용

하여 자기 련 상상(vs.타인 련 상상)을 조작하 다.

4개의 실증연구의 개 을 정리하면 아래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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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실증연구의 개

실증연구 1 실증연구 2 실증연구 3 실증연구 4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

해외 직

구매

해외 직

구매

출시

약구매

출시

약구매

매장 직

구매 포함여부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사용 자극 자율선택 운동화 태블릿 PC 태블릿 PC

주요 변수

시간지표

명시여부

시간구성유형

시간지표

명시여부

미래자아평가

상된

만족도

시간지표

명시여부

미래자아평가

구매

부정 기분

상된

만족도

시간지표

명시여부

미래자아평가

자기 련상상

상된

만족도

검증 가설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

가설 5

가설 6

가설 7

주요 분석

방법

이항

로지스틱회귀

분석

ANOVA

회귀분석

(매개효과

검증)

ANOVA

회귀분석

(조 된

매개효과

검증)

ANOVA

회귀분석

(조 된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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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연구 1

제 1 실험방법 자료의 수집

1. 실험설계 표본의 구성

실증연구 1은 가설 1의 검증 차후 실험에서 사용할 자극의 선정을

해 수행되었다.실험설계는 2개 유형,시간 지표 명시 vs.비명시,

피험자 간 설계를(betweensubjectsdesign)사용하 다.실증연구 1은

온라인을 통해 수행되었다.설문은 Qualtrics(www.qualtrics.com)를 통해

작성되었다.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과 개별 메일을 사용하여 실험 시행

사실을 알리고,실험 참여의사를 밝힌 피험자에게는 설문이 작성된 URL

주소를 개별 메일을 통해 발송하 다.피험자에게는 2개의 유형(시간

지표 명시 vs.비명시) 무작 로 한 개의 유형이 할당되었으며,설문

을 마친 피험자는 실험 참여의 가로 2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총 65명(남성:32명,여성:33명)이 실험에 참여하 으며,이들의

평균나이는 만 27.69세(최소:20세-최 58세,SD=6.422),직업은 직장인

(29명), 학생(29명),기타(7명)로 구성되었다.시간 지표 명시 상황에

는 총 34명,시간 지표 비명시 상황에는 총 31명이 응답하 다.실험

집단 별 피험자 수는 아래 <표 4-1>과 같다.실험기간은 피험자들에게

시간 지표로 인식될 잠재 가능성이 있는 명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기간을 설정하여야 했다.따라서 추석연휴가 끝난 후인 2014년 9월



-52-

22일에서 29일 일주일 간 수행하 다.

<표 4-1>실증연구 1:실험집단 별 피험자 수

구매-소유 불일치 유형

시간 지표 명시 시간 지표 비명시

34명 (남:17명,여:17명) 31명 (남:15명,여:16명)

총 65명 (남:32명,여:33명)

2. 실험 차 변수의 조작

실증연구 1에서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으로 해외 직 구매

상황을 사용하 다.본 연구의 시행 목 은 제품 수령일의 명시가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데 있으나,편의

상 제품 수령 상이 수령날짜로 명시된 유형은 ‘시간 지표 명시’로,

소유날짜가 아닌 기간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시간 지표 비명시’로 지칭

하고자 한다.

모든 피험자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소비 상황의 경험 여부에

해 응답 한 후,경험한 소비 유형에 응답하 다.소비 유형에 한 선택

지는 (1)인터넷 쇼핑 홈쇼핑을 통한 제품 구매,(2)출시 제품에

한 선주문( 약구매),(3)여행 상품 약구매,(4)헤어,마사지 등 미

용 상품에 한 약구매,(5) 화,콘서트, 시회 등 문화상품에 한

약구매,(6)기타로 구성하 으며, 복 선택을 허용하 다.이후 피험

자는 해외 직 구매에 한 간단한 설명을 한 후([그림 4-1]참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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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직 구매를 하게 된다면, 재 구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품이 무

엇인가에 해 선택하도록 하 다.선택지는 세청(www.customs.go.

kr)의 해외 직구 실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 으며,(1)의류 잡화

등 패션제품,(2)노트북,태블릿 PC,스마트 폰 등 자기기,(3)음반

서 ,(4)커피와 올리 유,와인,건강기능식품 등 식료품,(6)기타

로 구성하 다.품목의 선택 후엔,피험자에게 구매를 희망하는 제품 품

목과 그 이유를 구체 으로 작성하도록 하 다( ,제품품목:삼성 55인

치 UHDTV,이유:국내 매보다 렴).이처럼 선택 후,제품 선택

한 행동에 해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는 방법은 기존 연구에서 실험의

실제성-가상 행 지만,실제로 경험한/경험할 것처럼 느끼도록 함-을

높이기 해 수행한 방법으로(Khan& Dhar,2006;Mazar& Zhong,

2010),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그림 4-1]해외 직 구매에 한 설명

이 후,시간 지표 명시 유형에 할당된 피험자는 제품 수령일이 정

확히 명시된 제시문을 읽고, 재 날짜,제품 수령 날짜,오늘부터 3개월

후의 날짜,오늘부터 6개월 후의 날짜를 쓰도록 하 다.이는 실험의 조



-54-

작을 강하게 하기 한,즉 시간 지표의 성(salience)을 높이기

한 방법으로 PeetzandWilson(2013)이 사용한 방식을 그 로 차용하

다.제품 수령일은 실험 시행 주(9월 마지막 주)에서 5주가 지난 후의 날

짜 가운데 공휴일과 같은 사회 으로 의미가 부여된 날짜를 배재한 날짜

하나를 선택하여-10월 21일(화)-지정하 다.시간 지표 명시 유형

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다음과 같다.

의 제품 구매를 결정하 다고 가정하고,지 사이트를 통

해 제품을 결제하면,제품은 10월 21일 수령 가능합니다.

반면,시간 지표 비명시 유형에 할당된 피험자는 제품 수령일 신

기간(2주-한 달)이 명시된 제시문을 읽고, 재 날짜,오늘부터 3개월 후

의 날짜,오늘부터 6개월 후의 날짜를 쓰도록 하 다.아래는 시간 지

표 비명시 유형에서 사용된 제시문이다.제품 수령 기간은 일반 으로

해외 직 구매 시 소요되는 배송기간을 참고하여 설정하 다.

의 제품 구매를 결정하 다고 가정하고,지 사이트를 통

해 제품을 결제하면,제품은 2주-한 달 사이에 수령 가능합

니다.

마지막으로 피험자가 본 실험의 종속변수인 시간 구성에 한 질문과

인구통계학 질문 문항에 해 답하면 실험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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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시간구성은 PeetzandWilson(2013)이 사용한

시간 범주 구성 측정방식을 온라인 실험 방식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다.피험자에게 제시된 상황을 가정하고 반년의 시간(오늘부터 6개월)

에 해 생각해 보도록 한 후,제시된 시간 구성 피험자가 생각한 시

간 구분과 가장 유사한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 다.시간 구성 측정 항목

의 는 아래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시간 구성 측정 항목의

PeetzandWilson(2013)은 선택지를 제안하는 신,생각한 시간의

묶음을 직 평행선 에 그리도록 하 다.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사

람들은 1년에 평균 2.67개의 묶음을 그렸고,1년을 기 으로 하 을 때

간지 ,즉 6개월을 기 으로 첫 번째 시간 묶음에 6개월의 시 이 포

함되었는가(1),포함되지 않았는가(0)를 이분변수로 코딩 하여 시간 지

표에 의한 시간 범주 구성의 차이를 검증하 다.본 연구는 온라인상에

서 실시되어,피험자들에게 와 같이 직 평행선 에 그림을 그리게

하면,피험자들이 조작상의 어려움을 경험할 험이 있었다.따라서

PeetzandWilson(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시간 묶음의 개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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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개를 참고하여,시간 묶음을 1개,2개,3개로 묶는 경우의 수를 선택

지로 만들어 사용하 다.따라서 피험자는 총 6개의 유형 자신이 생

각하는 시간 구성과 가장 유사한 유형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한 해외

직 구매 상황의 특성 상 1년 단 신 6개월(반 년)의 단 를 사용하

다.그리고 피험자가 3개월을 기 으로 이를 포함한 유형을 선택하

다면 1로,포함하지 않은 유형을 선택하 다면 0으로 이분 코딩하 다.

제품 수령일로 제시된 10월 21일은 3개월 이 에 치한다.만약 피험자

가 10월 21일을 시간 지표로 인식했다면,첫 번째 시간 묶음은 3개월

지 을 포함하지 않고 이 그 이 에서 종결되어야 한다.

제 2 실험 결과

우선,구매-소유시 불일치 유형 소비 경험여부 경험한 소비 행

태를 악한 결과,구매-소유시 불일치 유형 소비 경험은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이 체 피험자의 91%(59명)를 차지했다.그리고 경험한 소비 행

태 유형은 인터넷 쇼핑 홈쇼핑을 통한 제품 구매가 가장 많았으며(빈

도 63, 복응답 허용),이에 한 자세한 결과는 아래 <표 4-2>에 명시

하 다.피험자들은 구매 가능 품목으로 의류 잡화 등 패션제품을 가

장 많이 선택하 고(52%),노트북,태블릿 PC,스마트폰 등 자기기

(22%),기타(12%),음반 서 (8%),커피와 올리 유,와인,건강기능

식품 등 식료품(6%)순으로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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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구매-소유시 불일치 소비 유형-경험한 소비

행태(다 응답분석)

소비유형 빈도 백분율

인터넷 쇼핑 홈쇼핑을 통한 제품구매 63 96.9%

출시 제품에 한 선주문( 약구매) 14 21.5%

여행 상품 약 26 40.0%

헤어,마사지 등 미용 상품에 한

약구매
14 21.5%

화,콘서트, 시회 등

문화상품에 한 약구매
51 78.5%

기타 1 1.5%

합계 169 260%

구매-소유시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가 시간 지표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확인해 보기 해서는 제품 수령일의 명시

와 비명시 상황 사이에 피험자들이 지각하는 시간 구성에 차이가 나타나

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이를 해 실험의 유형(제품 수령일 명시:시간

지표 명시 vs.기간 명시:시간 지표 비명시)을 독립변수로,시간

구성 선택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logistic

regressionanalysis)을 수행하 다.그 결과,시간 지표의 명시 여부는

시간 구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침이 확인 되었다(=-1.776,

Wals=10.369,p=.001).보다 구체 으로,시간 지표 비명시 유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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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시간 지표

명시 여부
-1.776 .552 10.369 1 .001 .169

상수항 .598 .375 2.523 1 .111 1.818

20명(64.51%)이 3개월의 시 을 첫 시간 구성에 포함하 으나,시간

지표 명시 유형에서는 단 8명(23.5%)만이 3개월의 시 을 첫 시간 구성

에 포함시켰다( (df=1,N=65)=11.109,p=.001).이에 한 결과는 <표

4-3>과 [그림 4-3]에 명시하 다.즉,제품 수령일이 소비자의 시간

범주 구성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4-3>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그림 4-3]해외 직 구매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 명시여부가 시간 범주

구성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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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결과 요약 논의

실증연구 1을 통해 구매-소유시 불일치 소비 상황에서 제품 수령

일의 명시는 소비자의 미래 시간 범주 구성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

증하 다.보다 구체 으로 해외 직 구매 상황에서 피험자들에게 제품

수령일이 제시되었을 경우(시간 지표 명시)와 제품의 수령 기간(시간

지표 비명시)이 제시되었을 경우 사이에 피험자들이 지각하는 시간

구성에 차이가 존재함을 실증 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이를 통해 제품

수령일의 명시는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한 피험자들은 거의 부분(91%)이 구매-소유시 불일치 소비 유

형을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하 다.이러한 높은 응답률은 구매-소유시

불일치 소비 유형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피험자들은 해외 직 구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품군

으로 의류 잡화 등 패션제품을 가장 많이 선택하 다(52%).이를 반

하여,이후 진행될 실증연구 2에서는 자극을 의류 잡화 범주에서

선택하여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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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실증연구 2

제 1 실험방법 자료의 수집

1. 실험설계 표본의 구성

실증연구 2는 서울 수도권에 치한 3개 학에서 마 련 수

업을 수강하는 학생 139명을 상으로 수행하 다.이들이 응답한 설문

지 종속변수 주요변수를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9부를 제외한 130

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표본은 남성 70명(53.8%),여성 60명(46.2%),

평균 나이는 만 22.8세(최소 18세,최 29세,SD=2.250)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들은 3개의 설문 유형 하나를 무작 로 할당받았다.3개의 유

형은 구매-소유시 불일치 시 시간 지표 명시 유형(n=43),구매-소유

시 불일치 시 시간 지표 비명시 유형(n=40),매장 직 구매 상황

(n=47)으로 구성되었다.실험기간은 학생인 피험자 집단에게 시간

지표로 인식될 잠재 가능성이 있는 학 내 간고사 기간을 피해 10

월 29일-11월 7일 사이에 진행되었다.실험집단 별 피험자 수는 아래

<표 5-1>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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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실증연구 2:실험집단 별 피험자 수

구매-소유 불일치 유형
매장 직 구매 유형

시간 지표 명시 시간 지표 비명시

43명

(남:21명,여:22명)

40명

(남:28명,여:12명)

47명

(남:21명,여:26명)

총 139명(남:70명,여:60명)

2. 실험 차 변수의 조작

2.1사 조사

실증연구 2의 시행에 앞서,연구에서 사용할 제품 선정을 해 사

조사를 수행하 다.사 조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모두 수행하

다.실증연구 1의 결과,피험자들은 해외 직 구매 시 가장 구매 가능성

이 높은 제품군으로 의류 잡화 등 패션 제품군을 선택하 다.따라서

품목을 패션 제품군으로 한정 한 후,인터넷 검색을 통해,해외 직 구

매 시 인기품목에 한 최근 기사,블로거(bloger)들의 해외 제품 구매

후기 구매 희망 제품에 한 포스 등을 살펴보고,이를 바탕으로

세 개 랜드 제품을 추출하 다.첫 번째는 색상·소재 선택/이니셜 삽

입이 가능한 뉴발란스 993시리즈(국내에서는 서비스 불가능),두 번째는

최근 인기 남자 아이돌,드라마 여주인공이 착용하여 국내에는 재고가

없는 나이키 에어맥스 신제품,세 번째는 국내 출시 미정인 디올(Dior)의

디자이 라 시몬스가 디자인 한 아디다스의 스탠스미스 신제품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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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울 소재 학에 재학 인 학생 23명에게 의 세 제품에 한

정보와 해외 직 구매에 한 간단한 설명을 제시한 후,“ 의 세 개의

제품 해외 직 구매를 한다면,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싶습니까?”에

해 응답하도록 했다.그 결과,16명(69.6%)이 색상·소재 선택/이니셜

삽입이 가능한 뉴발란스 993시리즈를 선택하 다.따라서 본 실증연구

2에서는 뉴발란스 993시리즈를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

2.2변수조작

실증연구 2는 실증연구 1과 달리 새로운 소비 상황 조건,즉 매장 직

구매 상황을 추가하 다.3개의 유형,구매-소유시 불일치 시 시간

지표 명시 유형,구매-소유시 불일치 시 시간 지표 비명시 유형,

매장 직 구매 상황은 모두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되었다.구매-소유시

불일치 시 시간 지표 명시 유형에서는 해당 제품의 소개와 함께 해

외 직 구매 상황을 가정하고,제품 수령일을 명시하 고,구매-소유시

불일치 시,시간 지표 비명시 유형에서는 해외 직 구매 상황을

가정,제품 수령 기간을 명시하 다.제품 수령일의 선정은 실증연구 1에

서와 마찬가지로 실험이 시행된 기간의 6주 후,공휴일 사회 으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날짜 한 날을 선택하여 지정하 다 (e.g.12월

12일 요일).시간 지표 비명시 유형에서 명시된 제품 수령기간은 통

상 으로 해외 직 구매 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최단 기간과 최장

기간을 고려하여 지정하 다(e.g.다음주-8주 사이 수령).매장 직 구

매 상황은 해당 제품에 한 설명을 제시하고,매장에서 이 제품을 바로

구매하는 상황을 상상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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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실험 차

구매-소유시 불일치 유형은 크게 두 부분으로-자아평가와 제품에

한 평가-이루어져 있다.우선 피험자에게 재 자아개념(self-concept)

에 해 평가하도록 하 다.그 후,색상·소재 선택/이니셜 삽입이 가능

한 뉴발란스 993시리즈에 한 간단한 설명을 제시한 후,시나리오의

실제성을 높이기 하여 커스텀 유형 5가지를 제안하고,피험자에게 이

하나를 선택,변경을 원하는 부분과 원하는 이니셜을 구체 으로 작

성하도록 하 다.

[그림 5-1]자극 제시 방법:시간 지표 명시



-64-

이후,피험자는 제품과 련된 미래 자아 평가 문항과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 문항에 응답하 다.시간 지표 명시 유형의 경우,제품

수령일의 성 제고 설문의 이해 여부를 단하기 해 Peetzand

Wilson(2013)의 실험에서 사용한 방식을 차용하여,달력 이미지에 오늘

날짜와 제품 수령날짜에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 다.시간 지표 비명시

유형의 경우,오늘 날짜에만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 다.이에 한 응답

을 마치면,피험자는 조작 검증을 해 일반 인 미래 자아평가 련 문

항에 응답하게 된다.마지막으로,공변량에 한 질문 문항과 인구통계학

질문 문항에 한 응답을 마치게 되면 실험은 종료된다.반면,매장

직 구매 상황은 자아 평가 부분을 제외한 제품에 한 평가 부분만으

로 이루어 졌다.실증연구 2의 실험 차는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실증연구 2의 실험 차

3. 변수의 측정

3.1자아 평가 문항

자아 평가 문항은 실험의 조작 검증을 해 사용하 다.자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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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구매-소유시 불일치 유형에서 제품 수령일 명시가 시간 지

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시행하 다.Peetz

andWilson(2013)이 사용한 방식을 사용하여, 재의 자아 평가와 미래

의 자아 평가를 각각 측정하 다.자아 평가는 각각의 정 형용사가

얼마만큼 자신을 묘사하는지에 해 7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 으며(1=

그 지 않다,7=매우 그 다), 정 형용사는 PeetzandWilson

(2013)이 사용했던 문항을 국내 상황에 합하게 번역하여,‘활동 인’,

‘의욕 인’,‘만족스러운’,‘보기 좋은’의 4개를 사용하 다. 재의 자아

평가는 ‘이번 주’자신의 모습에 해 평가하도록 하 고,미래의 자아

평가를 묻는 문항은 ‘오늘부터 6주 후’자신의 모습에 해 평가하도록

하 다.

3.2미래 자아 평가 문항 상된 만족도

본 연구는 피험자가 제품 결과와 련하여 기 하는 미래 자아 변화

에 해 살펴보고자 하 다.따라서 정 미래 자아 평가 문항은

PeetzandWilson(2013)의 일반 미래 자아 평가 문항을 제품과 연결

시킨 형태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앞서 자아 평가에 사용하 던 4개의

정 형용사를 사용하여,‘제품(소유)은/는 자신을 활동 인/의욕 인/

만족스러운/보기 좋게 만들어 것이다’라는 각각의 문항에 7 척도

(1= 그 지 않다,7,매우 그 다)로 응답하도록 하 다.

상된 만족도에 한 문항은 기존의 문헌을 활용하여 ‘만족할 것 같

다’,‘행복할 것 같다’,'기분이 좋을 것 같다','즐거울 것 같다'4개의 문

항에 해 7 척도(1= 그 지 않다,7,매우 그 다)로 응답하도록

하 다(Nowlis,Mandel& McCabe,2004;Shiv& Huber,2000;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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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sky& Dhar,2009).

제 2 실험 결과

1. 조작 검증 항목의 신뢰성 분석

구매-소유시 불일치 유형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가 시간 지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해,구매-소유시 불일치 상

황에서 시간 지표 명시 유형과 비명시 유형 사이의 재 자아 평가와

미래 자아 평가 각각에 한 비교를 수행하 다. 재 자아 평가는 4개

의 정 특성을 표 하는 형용사가 각각 얼마나 재 자신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가에 한 응답의 평균값을 단일 지수로 만들어 사용하

다(Cronbach's α값:.815).미래 자아 평가는 미래 자신의 모습을

의 4개의 형용사가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에 한 각 응답의 평균값을 단

일 지수로 만들어 사용하 다(Cronbach'sα값:.806).분산분석(ANOVA)

결과, 재 자아 평가에 해서는 두 개의 유형,즉 구매-소유시 불일

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 명시 유형과 비명시 유형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4.733vs.비 시=4.588,F(1,81)=.347,p>.1),미래 자아

평가에 해서는 유형 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

=5.325vs.비 시=4.844,F(1,81)=7.888,p=.006).따라서 실증연구 2에서

도 구매-소유시 불일치 시,제품 수령일의 명시는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검증하여,본 연구의 조작이 성공하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7-

변수 문항 Cronbach's α

미래

자아 평가

제품(소유)은/는 나를 더 활동

으로 만들어 것이다

.888

제품(소유)은/는 나를 더 의욕

으로 만들어 것이다.

제품(소유)은/는 나의 생활을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 것이다.

제품(소유)은/는 나를 더 보기

좋게 만들어 것이다.

상된

만족도

만족할 것 같다

.929
행복할 것 같다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즐거울 것 같다.

측정 변수들이 이론 변수를 얼마나 하여 반 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기 해 측정 항목들에 해 신뢰성 분석(reliabilitytest)을 시행하

다.그 결과,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 모두 .8이상의 높은 신뢰도

수 을 보이고 있어,각 변수와 련된 측정 항목들 간에 내 인 일 성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Nunnally,1967).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각 측

정 항목의 평균값을 단일 지수로 만들어 사용하 다.

<표 5-2>측정항목에 한 신뢰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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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

실증연구 2에서는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 명시 여

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과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효과를 검증

해 보고자 하 다.

우선 매장 직 구매 상황과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제품 수령

일 명시,제품 수령일 비명시(기간 명시),세 가지 상황 사이에 상된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이는 지연이 수반되는 구매상황

에서 상된 만족도가 일반 매장 구매 상황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고자 수행하 다.보다 구체 으로 기존 소비지연 연구 결과와 비되

어 지연이 수반된 경우에도 그 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부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목 에서 검증을 시행하 다. 상

된 만족도에 해 세 유형,매장 직 구매 상황과 구매-소유 시 불일

치 상황 시 제품 수령일 명시,제품 수령일 비명시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 다.분석 결과,세 유형 간 상된

만족도에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5.698vs.

비 시=4.913vs. 로 매=5.309,F(2,127)=5.126,p=.006).사후검정 결

과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 시,즉 해외 직 구매 상황에서는 제품

수령일의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해외 직 구매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 명시 조

건은 비명시 조건에 비하여 상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시=5.698

vs.비 시=4.913,p=.002).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그러나 해외 직

구매 상황에서의 제품 수령일 명시 유형과 매장 직 구매 상황,해

외 직 구매 상황 시 제품 수령일 비명시 유형과 매장 직 구매 상황

사이의 상된 만족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5.698vs. 로 매=5.309,p>.1;비 시=4.913vs. 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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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I)
유형

(J)

평균차

(I-J)
표 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시간 지표

명시

시간 지표

비명시
.785* .245 .002 .299 1.270

매장 구매 .389 .236 .101 -.077 .855

시간 지표

비명시

시간 지표

명시
-.785* .245 .002 -1.27 -.299

매장구매 -.396 .240 .102 -.871 .079

매장 구매

시간 지표

명시
-.389 .236 .101 -.855 .077

시간 지표

비명시
.396 .240 .102 -.079 .871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시간

지표 유형
12.779 2 6.390 5.126 .007

오차 158.290 127 1.246

합계 3844.000 130

=5.309,p>.1). 결과는 <표 5-3>,<표 5-4>에 명시하 다.이 같은

결과는 기존의 소비지연에 한 연구결과와는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

다.즉,지연이 있음이 지각된 상황 임에도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는

지연이 없는 소비상황에서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를 평가할 때와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으나 제품 수령일

명시 유형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된 만족도가 매장 직 구매 상황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3> 상된 만족도에 한 시간 지표 유형 간 분산분석 결과

<표 5-4> 상된 만족도에 한 유형 간 사후 검정 결과

*.평균차는.05수 에서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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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구 결과를 통해,소비지연이 상된 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으며,오히려 정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반화시

키기는 어렵다.본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의 제약 상 정 향에 한

가능성을 검증해보았다고 할 수 있다.이에 한 구체 인 설명은 다음

논의 부분에서 언 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가설 3,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구

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제품과 련된 미래 자아 평가에 의해 매개됨을 확인하기

해,매개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BaronandKenny(1986)의 매개효

과 분석 차는 여 히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Iacobucci,

Saldanha,& Deng,2007;Kenny,2008).BaronandKenny(1986)의 매개

효과 분석의 제조건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상 계(a),매개변수

와 종속변수의 상 계(b),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 계(c)를 포함

하며,완 매개는 종속변수로의 경로계수(c')가 0이 되거나 유의하지 않

게 된 상태로,a와 b만 유의한 모형이다.그리고 이들은 계수의 검증을

해 Sobeltest를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Hayes(2009)등 최근 연구들

은 a,b두 가지만으로도 완 매개의 제조건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

다.계수의 검증에 있어서도 Sobeltest를 사용하면 결과가 부정확할 가

능성이 매우 높다(박선미·박병기,2014).Bootstrapping은 sobeltest의 제

한 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안으로(박선미·박병기,2014;Shrout&

Bolger,2002),특정한 매개효과에 해 (1-)100%의 신뢰구간을 제공한

다.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매개효과는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따라서 본 연구는 BaronandKenny(1986)의 매개분석

신 PreacherandHayes(2004)와 Zhao,LynchandChen(2010)이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분석은 Hayes(2012)가

개발한 SPSS 매크로 로그램인 PROCSS에서 경로모형 검증과 함께

구 되는 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여 시행하 다.구매-소유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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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두 유형에 해서 수행하 고,시간 지표 유형은 1로,시간

지표 비명시 유형은 0으로 더미 코딩(dummycoding)하여 분석에 사용

하 다.분석은 5000Bootstrap샘 과 bias-corrected95%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Bootstrapping분석 결과,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

명시여부는 상된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고(B=.785,t=3.710,

p=.001),미래 자아 평가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B=.850,t=3.710,

p=.004).그리고 상된 만족도에 해 시간 지표 명시 여부와 미래 자

아 평가를 모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미래 정 자아평

가는 상된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나(B=.669, t=7.986,

p=.000),시간 지표 명시 여부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B=.216,t=1.1592,p>.1).따라서 시간 지표 명시여부가 상된 만족도

에 미치는 향은 미래 자아 평가에 의해 완 매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이 결과에 따라 가설 3역시 지지되었다.모형의 계수

와 Bootstrap방식을 통한 완 매개모형의 계수 검증에 한 결과는 [그

림 5-3],<표 5-5>에 자세히 명시하 다.

[그림 5-3]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미래 자아 평가의 완 매개효과 모형



-72-

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totaleffect)

effect SE t p LLCI ULCI

.7852 .2303 3.4096 .0010 .3270 1.2434

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직 효과(directeffect)

effect SE t p LLCI ULCI

.2162 .1870 1.1562 .2510 -.1559 .5582

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간 효과(indirecteffect)-미래 자아 평가

effect SE BootLLCI BootULCI

.5690 .1772 .2666 .9579

<표 5-5>시간 지표 명시 여부,미래 자아 평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직 효과,간 효과

제 3 결과 요약 논의

실증연구 2를 통하여,가설 2,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

일의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과 가설 3,미래 자아 평

가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보다 구체 으로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즉 제품 수령날짜가 명시 되었을 경우에는 기간

으로 명시(시간 지표 비명시)되었을 경우보다 상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미래 자아 평가에 의해 완 매개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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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실증연구 2에서는 소비지연이 없는 구매 상황인 매장 직 구매 조건

을 포함시켜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나타나는 두 조건(시간 지표

명시 조건,비명시 조건)과 비교해 보았다.그 결과, 상된 만족도에

하여 세 유형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보다 구체 으로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인 시간 지표 명시와 비명시

조건 사이의 상된 만족도는 차이가 나타났으나,이 두 유형 각각과 매

장 직 구매 조건 사이에는 상된 만족도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비지연의 부정 향

에 한 기존연구와는 치되는 결과로,소비지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다른 소비자 반응변수(e.g.태도,구매의도 등)와 달리 상된 만족도

는 소비자의 부정 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의 시간 지표 명시 효과

에 을 맞추어 모든 실험 설계가 이루어졌다.그리고 제품 수령일이

미래시 에서 시간 지표로 작용하기 해서는 반드시 구매-소유 불일

치 상황을 제해야만 한다.본 연구는 매장 직 구매 상황 조건에서

같은 자극(뉴발란스 커스텀 993)에 한 상된 만족도를 측정하여, 상

된 만족도에는 소비지연의 부정 인 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더 나아

가서 시간 지표가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직 구매 상황보다

상된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정 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간

으로 보여주었으나,매장 직 구매 상황에서는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

에서 사용된 시간 지표 명시 여부를 칭 으로 조작할 수 없어,이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한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으로 사용된

해외 직 구매 상황과 매장에서 바로 구매하는 상황의 비교는 온라인,

오 라인에서 상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행동/특성 변수의 차이 등이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소비지연의 여부로만 그 결과를 추정했다고 이야기 하기

는 어렵다.따라서 소비지연이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정 향에



-74-

해서는 보다 엄격한 설계를 통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본 연구는 그

시작 으로,우선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로서 제품 수

령일의 정 역할에만 한정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이후 수

행될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이 같은 효과가 보다 심도 있게 연구되길 기

한다.

실증연구 3에서는 실증연구 2에서 검증된 바를 다른 유형의 구매-소

유 불일치 상황,다른 자극,다른 표본에서 재확인해보고,가설 5와 가설

6,즉 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 미래 자기 평가에 미

치는 향에 한 구매 기분의 조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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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실증연구 3

제 1 실험방법 자료의 수집

1. 실험설계 표본의 구성

실증연구 3은 총 245명의 피험자가 설문에 응답하 으나,조작 검증

을 확인하는 문항에서 잘못된 응답을 한 12개의 설문과 부정 기분 조

작 련 문항 작성 시 불성실하게 응답한 5개의 설문을 제거하여 총 228

개의 유효샘 을 분석에 사용하 다.표본의 구성은 남성 108명(47.4%)

여성 120명 (52.6%),평균 나이는 만 31.31세(최소 20세-최 45세),직

업은 학생 42명(18.4%), 학원생 3명(1.3%),직장인 144명(63.2%),기

타-주부 취업 비생 등이 39명(17.1%)으로 나타났다.설문은 온라인

으로 시행되었으며,실험은 3(시간 지표:명시/비명시/매장 직 구

매)x2(구매 기분:부정 vs.통제(control))집단 간 설계(between

subjectsdesign)로 구성되었다.피험자는 임의로 할당된 6개의 유형

한 유형에 응답하 다.실험설계와 각 실험집단의 크기는 <표 6-1>과

같다.실험은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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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실증연구 3:실험집단 별 피험자 수

구매-소유 불일치 유형

매장 직 구매 유형시간 지표

명시

시간 지표

비명시

구매

기분

부정

기분

34명

(남:15명,

여:16명)

34명

(남:18명,

여:16명)

42명

(남:22명,여:20명)

통제군

41명

(남:18명,

여:23명)

39명

(남:18명,

여:21명)

38명

(남:17명,여:21명)

총 228명 (남:108명,여:120명)

2. 실험 차 변수의 조작

2.1실험 자극 변수조작

실증연구 3은 실증연구 2와 다른 유형의 구매-소유시 불일치 소비

상황과 자극을 사용하여 실증연구 2검증 결과의 외 타당성을 높이고

자 하 다.따라서 실증연구 2에서 사용한 자극인 운동화 신,실증연구

1의 결과 구매 가능 품목으로 두 번째로 높은 선택 빈도를 나타낸 노트

북,태블릿 PC,스마트폰 등 자기기(22%)를 자극으로 사용하 다.구

매-소유시 불일치 소비 상황은 출시 제품에 한 약 구매 상황

(선결제)을 사용하고자 한다.출시 제품에 한 약 구매 상황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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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연구 1의 시행 결과,피험자들의 21.5%(14명, 복응답 허용)이 경험하

다고 응답하 으며,최근 IT기업들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략이

다.거기에 더하여 실험이 진행될 당시 애 (APPLE)의 태블릿PC제품

이 국내 출시를 앞두고,선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이 해

당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구매를 상상하는 것에 한 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단하여 실증연구 3의 구매-소유시 불일치 소비 상황과

자극으로 선택하 다.제품 이미지는 애 (APPLE)의 태블릿PC 제품을

사용하 으나,피험자에게 노출 시에는 랜드 명을 제거한 채,‘해외

랜드 TabletPC제품’으로 제시하 다.

구매-소유시 불일치 시 시간 지표 명시 유형,시간 지표 비명

시 유형,매장 내 직 구매 상황은 실증연구 2에서 실행한 바와 같이

모두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되었다.구매-소유시 불일치 시 시간 지

표 명시 유형에서는 해당 제품의 소개와 함께 약 구매 상황을 가정,

제품 수령일(e.g.12월 21일(일)-실험시행 일자,6주 후)을 명시하 고,

구매-소유시 불일치 시,시간 지표 비명시 유형에서는 약 구매 상

황을 가정,출시 정 기간(e.g.올 겨울)을 명시하 다.매장 직 구매

상황은 해당 제품에 한 설명을 제시하고,매장에서 이 제품을 바로 구

매하는 상황을 상상하도록 하 다.

[그림 6-1]시간 지표 명시 여부 조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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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 3의 하나의 주요변수인 구매 부정 기분은

McFarland etal.(2007)이 사용한 시각 상상기법(visualimagery

task)을 통해 이루어 졌다.구매 부정 기분의 조작은 본인이 최근

겪은 우울한 사건에 해 묘사하도록 하 다.사용한 지시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살아가며 우울하고,괴로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최근

겪고 있는(지난달-오늘)자신과 련된 부정 인 사건-우울

하거나 걱정되는,혹은 감정 으로 크게 불쾌했던 사건 등-

을 간단하게 묘사해 주십시오.”

l 사건을 묘사할 때는 일인칭 시 (‘나’로 서술)으로 생생하

게 시각화 될 수 있도록 묘사해주십시오.

l 사건을 통해서 겪었던 기분을 재에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묘사해 주십시오.

반면 통제군(control)에서는 일상 인 경험을 묘사하도록 하 다.사

용한 지시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자신과 련된 가장 일상 인 사건(특정 감정을 유발시

키지 않는)은 무엇이었습니까?간단하게 묘사해주십시오.”

l 사건을 묘사할 때는 일인칭 시 으로 생생하게 시각화 될

수 있도록 묘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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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실험 차

구매-소유시 불일치 유형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증연구 1과 같이 자아 평가와 제품에 한 평가 부분,그리고 기분에

한 조작 조작검증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매장 직 구매 상황은

자아 평가 부분을 제외한 2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구매-소유시

불일치 유형에 할당된 피험자는 재 자아개념(self-concept)에 해 평

가하도록 하 다.그리고 최근 경험한 부정 기분 혹은 일상 사건을

묘사하도록 한 후,이와 련된 조작 검증 문항에 응답하게 된다.이후,

실험의 구성을 구분하여 하이테크 제품에 한 소비자 행동을 알아보기

한 부분임을 명시한 후,실험 자극으로 사용된 태블릿 PC에 한 간

단한 설명을 제시하고 피험자에게 출시 약구매 상황을 상상하도록

하 다([그림 6-1]참고).이후,피험자는 제품과 련된 미래 자아 평가

문항과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 문항에 응답하 다.시간 지표 명

시 유형의 경우,제품 수령일의 성 제고 설문의 이해 여부를

단하기 해 PeetzandWilson(2013)의 실험에서 사용된 방식을 차용하

여,오늘 날짜와 제품 수령날짜를 쓰도록 하 다.시간 지표 비명시 유

형의 경우,오늘 날짜만 쓰도록 하 다.이에 한 응답을 마치면,피험

자는 조작 검증을 해 일반 미래 자아 평가 련 문항에 응답하게 된

다.마지막으로,공변량에 한 질문 문항 인구통계학 질문 문항에

한 응답을 마치게 되면 실험은 종료된다.반면,매장에서 직 구매하

는 상황은 자아 평가 부분을 제외한 기분과 제품에 한 평가 부분으로

만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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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측정

실증연구 3에서 사용된 자아 평가,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 문

항은 실증연구 2와 동일하다.단,사용된 자극인 태블릿 PC의 특성과 잘

부합되는 자아 평가로 단되어 정 형용사로서 ‘효율 인’을 추가하

으며,‘만족스러운’ 신 ‘정 인’을,‘보기 좋은’ 신 ‘매력 인’을 사

용하 다.

실증연구 3에서는 부정 기분의 조작검증을 한 문항이 추가되었

다.McFarland etal.,(2007),Strack,Schwarz,and Gschneidinger

(1985)가 시각 상상기법(visualimagerytask)에 의한 조작을 검증하기

해 사용된 문항을 그 로 차용하여 사용하 으며,‘의 사건은 얼마나

선명하게 떠오릅니까?’,‘의 사건은 얼마나 부정 인 사건이었습니까?’

‘의 사건을 묘사한 재 기분은 어떻습니까?’의 세 문항 각각에 해

7 척도- 선명하지 않다(1)-매우 선명하다(7),매우 부정 이었다

(1)-매우 정 이었다(7),매우 부정 이다(1)-매우 정 이다(7)-로

응답하도록 하 다.

제 2 실험 결과

1. 조작 검증 항목의 신뢰성 분석

실증연구 2와 마찬가지로,구매-소유시 불일치 유형에서 제품 수령



-81-

일의 명시가 시간 지표의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검증하기 해,구매-

소유시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 명시 유형과 비명시 유형 사이의

재 자아와 미래 자아 평가 각각에 한 비교를 수행하 다. 재 자아

평가는 재 자신의 모습에 한 5개 형용사 묘사 정도에 한 문항 응

답의 평균값을 단일 지수로 만들어 사용하 다(Cronbach's α값:.875).

미래 자아 평가는 미래 자신의 모습에 한 5개 형용사 묘사 정도에

한 문항 응답의 평균값을 단일 지수로 만들어 사용하 다(Cronbach's

α값:.860).분산 분석(ANOVA)결과, 재 자아 평가에 해서는 두 개

의 유형,즉 구매-소유시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 명시 유형과

비명시 유형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4.688vs.비 시=4.460,

F(1,146)=1.660,p>.1),미래 자아 평가에 해서는 유형 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4.914vs.비 시=4.539,F(1,146)=4.725,

p=.031).따라서 실증연구 3에서도 구매-소유시 불일치 시,제품 수령

일의 명시는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검증하여,본

연구의 조작이 성공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매 부정 기분의 조작 성공 여부를 검증하기 해 ‘의 사건

은 얼마나 선명하게 떠오릅니까?’(사건의 선명성),‘의 사건은 얼마나

부정 인 사건이었습니까?’(사건의 부정 기분), ‘의 사건을 묘사한

재 기분은 어떻습니까?’( 재 기분)세 문항에 한 응답 각각에 해

구매 부정 기분 유형과 통제군(control)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검증해 보았다.그 결과,사건의 선명성에 있어

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적=7.44 vs.

통제 =4.47,F(1,226)=.029,p>.1),사건의 부정 기분에 해서는 구매

부정 기분 유형의 피험자가 통제집단의 피험자보다 통계 으로 유

의미하게 더 부정 이라고 응답하 다( 정적=3.35 vs.통제 =5.31,

F(1,226)=40.856,p=.000). 한 재 기분도 구매 부정 기분 유형의

피험자가 통제집단의 피험자보다 재 기분이 더 부정 이라고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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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적=3.47vs.통제 =5.53,F(1,226)=59.259,p=.000).따라서 구매

부정 기분 역시 조작이 성공 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실증연구 2에서와 같이 측정 항목들에 해 신뢰성 분석(reliability

test)을 시행하 다.그 결과 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 모두 .8이

상의 신뢰도 수 을 보이고 있어 실증연구 2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변수

와 련된 측정항목들 간에 내 인 일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각 측정 항목의 평균값을 단일 지수로 만들어 사용하

다.

<표 6-2>측정항목에 한 신뢰성 분석

변수 문항 Cronbach's α

미래

자아 평가

제품(소유)은/는 나를 더 활동

으로 만들어 것이다

.936

제품(소유)은/는 나를 더 의욕

으로 만들어 것이다.

제품(소유)은/는 나를 더 정

으로 만들어 것이다.

제품(소유)은/는 나를 더 효율

인 사람이 되도록 해 것이다.

제품(소유)은/는 나를 더 매력

으로 만들어 것이다.

상된

만족도

만족할 것 같다

.932
행복할 것 같다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즐거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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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

상된 만족도에 해 3(시간 지표:명시/비명시/매장 직 구매)x

2(구매 기분:부정 vs.통제(control))ANOVA 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시간 지표 유형의 주효과( 시=5.125vs.비 시=4.587vs.

 로 매=5.010,F(2,222)=5.951,p=.000)와 구매 부정 기분의 주효

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며( 정적=4.776 vs.통제 =

5.039,F(1,222)=3.940,p=.048),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F(2,222)=1.619,p>.1). 결과로 시간 지표 유형에 상

없이,구매 부정 기분을 경험하게 되면, 상된 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추가 으로 사후 검증을 수

행한 결과,실증연구 2에서와 같이 상된 만족도는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가 명시된 경우가 비명시 된 경우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 다( 시=5.125vs.비 시=4.587,

p=.001).따라서 소비 상황이 바 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설 2는 지지되었

다. 한 실증연구 2의 결과와 같이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가 명시된 경우에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는 매장 직 구매 상

황에서의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 시=5.125vs. 로 매=5.010,p>.1).그러나 실증연구 3에서는 구

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가 비명시 된 상황에서의 상된

만족도와 매장에서 직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의 상된 만족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비 시=4.587vs. 로 매=5.010,

p=.009).분산분석의 결과는 [그림 6-2]와 <표 6-3>,사후 검정 결과는

<표 6-3>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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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시간 지표 유형 11.809 2 5.904 5.951 .003

구매 기분 3.910 1 3.910 3.940 0.48

시간 지표

유형×

구매 기분

3.213 222 1.607 1.619 .200

오차 220.280 222 .992

합계 5745.880 228

[그림 6-2]시간 지표 유형과 구매 기분 유형 간 상된 만족도

<표 6-3>시간 지표 유형과 구매 기분 유형 간 상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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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I)
유형

(J)

평균차

(I-J)
표 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시간 지표

명시

시간 지표

비명시
.538* .164 .001 .214 .862

매장 구매 .115 .161 .475 -.202 .431

시간 지표

비명시

시간 지표

명시
-.538* .164 .001 -.862 -.214

매장구매 -.423* .162 .009 -.741 -.105

매장 구매

시간 지표

명시
-.115 .161 .475 -.431 .202

시간 지표

비명시
.423* .162 .009 .105 .741

<표 6-4> 상된 만족도에 한 유형 간 사후검정 결과

*.평균차는.05수 에서유의함

실증연구 3의 주요 목 은 가설 4와 가설 5의 검증이다.가설 4는 구

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의 명시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구매 부정 기분의 조 효과에 한 가설이다.

이를 검증하기 해,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 한정하여 시간 지표 명

시 여부와 구매 부정 기분을 독립변수로, 상된 만족도를 종속변

수로 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 다.그 결과는 <표 6-5>와 같

다.즉,시간 지표 명시 여부의 주효과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시

=5.125vs.비 시=4.587,F(1,144)=10.243,p=.002),시간 지표 명시 여

부와 구매 기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근소하게(marginal)유의미한 값

을 나타냈다(F(1,144)=3.010,p=.085).구매 부정 기분의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1,144)=1.975,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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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시간 지표 유형 10.630 1 10.630 10.243 .002

구매 기분 2.050 1 2.050 1.975 .162

시간 지표 유형

×구매 기분
3.124 1 3.124 3.010 .085

오차 149.433 144 1.038

합계 3671.040 148

<표 6-5>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 명시여부 구매

부정 기분이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

결과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두 개의 상황,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 명시 유형과 비 명시 유형 각각에 해서

구매 부정 기분이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해 보았다.

분산분석(ANOVA)결과,시간 지표 명시 유형에서는 가설 4와 같이

구매 기분 상태가 부정 인 경우 그 지 않은 경우(통제군)보다 상

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적

=5.153vs.통제 =5.098,F(1,73)=.072,p>.1).반면,시간 지표 비명

시 유형에서는 구매 기분 상태가 부정 인 경우 그 지 않은 경우(통

제군)보다 상된 만족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 정적=4.324vs.통제 =4.851,F(1,73)=3.936,p=.051). 결과는 시

간 지표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구매 부정

기분이 조 역할을 수행함을 검증하 지만,시간 지표 명시 유형에

한 결과,즉 시간 지표가 명시 되었을 경우 구매 부정 기분이

상된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는 가설에 한 검증 결과가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나지 못하 기 때문에 가설 4는 부분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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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구매 부정 기분이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효과에 미치는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Hayes(2012)가 개발한 SPSS매크로

로그램인 PROCESS를 사용하 다.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 명시 여부와 구매 기분 유형은 더미코딩 하여 사용하 다(시간

지표 명시=1;비명시=0/부정 기분=1,통제집단=0).분석은 5000

Bootstrap샘 과 bias-corrected95%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는 <표 6-6>과 같으며,시간 지표 명시 여부(X)와 소비

기분 유형(W)사이의 상호작용(X×W)은 미래 자아 평가(ME)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7615,t=2.0551,p=.041).그리고

조 변수(W:구매 부정 기분 유형)의 값 각각에서 시간 지표 명

시 여부가 미래 자아 평가를 통해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조건 간

효과(conditionalindirecteffects)를 살펴본 결과,<표 6-7>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모형은 구매 부정 기분일 경우,통

계 으로 유의미하 고(effect=.7703,LLCI:.3950,ULCI:1.2605),통제군

의 경우,매개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ffect=.2454,LLCI:-.1206,ULCI:.5735).따라서 의 결과를 통해 구매

-소유 불일치 시,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 효과는 구매 부정 기분에

의해 조 되며,보다 구체 으로 구매 기분이 부정 인 경우,그 지

않을 때보다 매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검증할 수 있었다.따라서 가

설 5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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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기분

유형

효과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부정 기분 .7703 .2199 .3899 1.2431

통제군 .2454 .1666 -.0660 .5882

<표 6-6>미래 자아 평가에 한 회귀분석 결과

미래 자아 평가(매개변수 모형)

측변수 추정값(Estimate) SE t p

상수 4.6000 .1798 25.577 .000

시간 지표 명시 유형 .3561 .2512 1.4175 .1585

구매 기분 -.6000 .2635 -2.2768 .0243

시간 지표 유형×

구매 기분
.7615 .3706 2.0551 .0417

<표 6-7>구매 부정 기분 vs.통제군(control)에서 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조건 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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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결과 요약 논의

실증연구 3을 통하여 구매 부정 기분의 조 효과에 한 가설인

가설 4와 가설 5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실험 결과,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 명시 여부와 구매 기분 유형의 상된 만족도

에 한 상호 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시간 지표가 명

시 되지 않은 경우,구매 부정 기분을 경험한 피험자는 그 지 않

은 피험자보다 상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반면,시간

지표가 명시 된 경우에는 부정 기분을 경험한 피험자와 그 지 않은

피험자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따라서 가

설 4는 부분 지지되었다. 한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구매 부정

기분이 매개변수인 미래 자아 평가를 조 함을 확인함으로써 가설 5

가 지지되었다.그리고 실증연구 2에서 검증된 바 있는 시간 지표 명

시(vs.비명시)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정 향이 소비 상황과

자극,피험자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 3에서도 검증되었다.

그러나 매장 직 구매 상황과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의 시간

지표 명시,비명시 유형의 비교는 실증연구 2와 다르게 나타났다. 구매

-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 명시 유형과 매장 직 구매 상황

간에는 상된 만족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 비명시 유형은 매장 직 구매 상황보다 상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이는 소비 상황 자극의 특성에 따른 차

이일 것이라 상되나,본 연구에서는 매장 직 구매 상황과의 비교 보

다는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 내에서의 시간 지표 명시,비명시 유형

간 차이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와 련된 이슈는 향후 진행될

후속연구에서 다루어 주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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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실증연구 4

제 1 실험방법 자료의 수집

1. 실험설계 표본의 구성

실증연구 4는 총 160명의 피험자가 설문에 응답하 으나,조작 검증

을 확인하는 문항에서 잘못된 응답을 한 설문과 자기 련 상상에 한

문항 작성 시 불성실하게 응답한 9개의 설문을 제거하여 총 151개의 유

효샘 을 분석에 사용하 다.표본의 구성은 남성 68명(45%),여성 83명

(55%),평균 나이는 만 30.83세(최소 20세-최 45세),직업은 학생 29

명(19.2%), 학원생 3명(2%),직장인 97명(64.2%),기타-주부 취업

비생 등이 22명(14.6%)으로 나타났다.설문은 온라인으로 시행되었으

며,실험은 2(시간 지표:명시 vs.비명시)× 2(자기 련 상상 vs.타

인 련 상상)집단 간 설계(betweensubjectsdesign)로 구성되었다.피

험자는 임의로 할당된 4개의 유형 한 유형에 응답하 다.실험설계와

각 실험집단의 크기는 <표 7-1>과 같다.실험은 11월 5일부터 11월 13

일까지 약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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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실증연구 4:실험집단 별 피험자 수

구매-소유 불일치 유형

시간 지표 명시 시간 지표 비명시

련

상상

자기 련

상상

40명

(남:19명,여:21명)

39명

(남:17명,여:22명)

타인 련

상상

38명

(남:16명,여:22명)

34명

(남:16명,여:18명)

총 151명 (남:68명,여:83명)

2. 실험 차 변수의 조작

2.1실험 자극 변수조작

실증연구 4는 실증연구 3과 같은 구매-소유시 불일치 소비 상황과

자극을 사용하 다.즉,구매-소유시 불일치 소비 상황으로 출시

제품의 선주문 상황을 선택하 고,실증연구 3과 마찬가지로 애

(APPLE)의 태블릿PC 제품은 피험자에게 노출 시 랜드 명을 제거한

채,‘해외 랜드 TabletPC제품’으로 제시되었다.

구매-소유시 불일치 시 시간 지표 명시 유형,구매-소유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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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시 시간 지표 비명시 유형은 모두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하 으

며,조작방법은 실증연구 3과 동일하다.

실증연구 4가 실증연구 3과 다른 바는 실증연구 4는 구매-소유시

불일치 시 시간 지표 비명시 유형에서 발생하는 부정 효과의 극복

방안에 을 맞추었다는 것이다.보다 구체 으로 시간 지표가 명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지연이 유발할 수 있는 부정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기 련 상상을 제안하고,이 변수의 향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자기 련 상상(vs.타인 련 상상)의 조작

은 DahlandHoffler(2004)가 사용한 방식을 그 로 차용하 다.자기

련 상상의 조작 방법은 아래와 같다.

[시간 지표 명시/자기 련 상상 상황]

제품을 12월 21일 받아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여

구체 으로 묘사해주십시오.

‘나’로 시작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주십시

오.(가장 성의껏 구체 으로 묘사해 한 분에게 2만원을 드

립니다)

� 언제 사용 할 것인가? 나는 ____________________

� 어떻게 사용 할 것인가?나는 ___________________

� 왜 사용 할 것인가?나는 ______________________

� 무엇에 사용 할 것인가?나는 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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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표 비명시/타인 련 상상 상황]

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소비자의 모습을 상상하여 구체 으

로 묘사해주십시오.

‘그(그녀)’로 시작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주

십시오.(가장 성의껏 구체 으로 묘사해 한 분에게 2만원

을 드립니다)

� 가 사용하는가?그(그녀)는 _______________________

� 언제 사용 할 것인가? 그(그녀)는 ____________________

� 어떻게 사용 할 것인가?그(그녀)는 __________________

� 왜 사용 할 것인가?그(그녀)는 _______________________

� 무엇에 사용 할 것인가?그(그녀)는 ___________________

2.2실험 차

실증연구 4의 설문은 크게 2개의 부분,자아 평가와 제품에 한 평

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피험자는 실증연구 3의 차와 같이 맨 처

음, 재 자아개념(self-concept)에 해 평가하게 된다.이후,실험의 구

성을 구분하여 하이테크 제품에 한 소비자 행동을 알아보기 한 부분

임을 명시한 후,실험 자극으로 사용된 태블릿 PC에 한 간단한 설명

을 제시하고 피험자에게 출시 약구매 상황을 상상하도록 하 다.

그리고 피험자는 해당 제품과 련된 자기 련 상상(vs.타인 련 상

상)조작문항에 응답한 후,제품과 련된 미래 자아 평가 문항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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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상된 만족도 문항에 응답한다.실증연구 2,3에서 사용한 방법

과 같이 시간 지표 명시 유형의 경우,제품 수령일의 성 제고

설문의 이해 여부를 단하기 해 PeetzandWilson(2013)의 실험에서

사용된 방식을 차용하여,오늘 날짜와 제품 수령날짜를 쓰도록 하 다.

시간 지표 비명시 유형의 경우,오늘 날짜만 쓰도록 하 다.그리고 자

기 련 상상의 조작 검증을 확인하기 한 문항에 응답하게 된다.피험

자가 일반 미래 자아 평가 련 문항에 답한 후,마지막으로 공변량에

한 질문 문항 인구통계학 질문 문항에 한 응답을 마치게 되면

실험은 종료된다.

3. 변수의 측정

실증연구 4에서 사용된 자아 평가,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 문

항은 실증연구 2,3과 동일하다.단,사용된 자극인 태블릿 PC의 특성과

잘 부합되는 자아 평가로 단되어 정 형용사로서 ‘유능한’의 항목을

추가하 다.

실증연구 4에서는 자기 련 상상에 한 조작검증을 확인하는 문항

이 추가되었다.DahlandHoffler(2004)가 사용한 방식을 그 로 차용하

여,‘제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각 인 이미지를 떠올렸습니까?’,

‘제품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면을 떠올렸습니까?’,‘상상에 기반하

여 제품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의 각 질문에

해 7 척도-나 자신이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1)-타인이 제품을 사용하

는 모습(7);아주 음(1)-아주 많음(7);매우 어렵다(1)-아주 쉽다(7)-로

응답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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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실험 결과

1. 조작 검증 항목의 신뢰성 분석

실증연구 3과 마찬가지로,구매-소유시 불일치 유형에서 제품 수령

일의 명시가 시간 지표의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검증하기 해,구매-

소유시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 명시 유형과 비명시 유형 사이의

재 자아와 일반 미래 자아 평가 각각에 한 비교를 수행하 다.

재 자아 평가는 재 자신의 모습에 한 6개 형용사 묘사 정도에 한

문항 응답의 평균값을 단일 지수로 만들어 사용하 다(Cronbach's α값:

.912).일반 미래 자아 평가는 미래 자신의 모습에 한 6개 형용사 묘

사 정도에 한 문항 응답의 평균값을 단일 지수로 만들어 사용하 다

(Cronbach's α값:.914).분산 분석(ANOVA)결과, 재 자아 평가에

해서 두 개의 유형,즉 구매-소유시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

명시 유형과 비명시 유형 간 미세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

=4.512vs.비 시=4.797,F(1,149)=2.583,p=.110).따라서 실증연구 4에

서는 재 자아와 일반 미래 자아 평가 사이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일반 미래 자아 평가에서 재 자아 평가를 뺀 값의 값에 해 유

형 간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 다.그 결과,집단 간 유의미한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8709vs.비 시=.6525,F(1,149)=3.595,

p=.060).즉 구매-소유 시 불일치 시,시간 지표가 명시된 경우 시간

지표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보다 재 자아와 일반 미래 자아 사이

의 평가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따라서 시간 지표 명시 유형에

한 조작은 성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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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련 상상(vs.타인 련 상상)에 한 조작 검증을 해 ‘제품

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각 인 이미지를 떠올렸습니까?’(사용한

이미지),‘제품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면을 떠올렸습니까?’(사용한

이미지 양),‘상상에 기반하여 제품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

셨습니까?’(상상의 어려움)의 세 개의 질문에 한 답을 유형 간 비교하

다.첫째,사용한 이미지 항목에 해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기 련=2.86vs.타 련=3.49,F(1,149)=5.159,p=.025).즉,자기

련 상상 유형에서는 사람들은 타인 련 상상 유형에 비해 자신과

련된 장면들을 더 많이 떠올렸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반면,사용한

이미지 양과 상상의 어려움 한 항목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사용한 이미지의 양: 기 련=5.56vs.타 련=5.17,

F(1,149)=1.937 p>.1;상상의 어려움: 기 련=5.75 vs.타 련=6.00

F(1,149)=.764;p>.1). 의 결과를 통해,자기 련 상상 유형 한 성공

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하 다.

측정 항목들에 한 신뢰성 분석(reliabilitytest) 한 시행하 다.그

결과,미래 자아 평가, 상된 만족도 모두 .8이상의 신뢰도 수 을 보

이고 있어,각 변수와 련된 측정항목들 간에 내 인 일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Nunnally,1967).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각 측정 항목의

평균값을 단일 지수로 만들어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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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측정항목에 한 신뢰성 분석

변수 문항 Cronbach's α

미래

자아 평가

제품(소유)은/는 나를 더 활동

으로 만들어 것이다

.941

제품(소유)은/는 나를 더 의욕

으로 만들어 것이다.

제품(소유)은/는 나를 더 의욕

으로 만들어 것이다.

제품(소유)은/는 나를 더 유능하

게 해 것이다.

제품(소유)은/는 나를 더 효율

인 사람이 되도록 해 것이다.

제품(소유)은/는 나를 더 매력

으로 만들어 것이다.

상된

만족도

만족할 것 같다

.945
행복할 것 같다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즐거울 것 같다.

2. 가설 검증

실증연구 4는 가설 6과 가설 7을 확인하기 해 수행되었다.가설 6

은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여부가 상된 만족

도에 미치는 향에 한 자기 련 상상(vs.타인 련 상상)의 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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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한 검증이다.이를 해 상된 만족도에 해 2(시간 지표:

명시 vs.비명시)× 2(자기 련 상상 vs.타인 련 상상)ANOVA 분

석을 수행하 다.이에 한 결과는 <표 7-3>,[그림 7-1]과 같다.분석

결과,시간 지표 명시 여부의 주효과( 시=5.227vs.비 시=4.815;

F(1,147)=6.113,p=.015),자기 련 상상의 주효과( 기 련=5.232 vs.

타 련=4.810,F(1,147)=6.434,p=.012),시간 지표 명시 여부와 자기

련 상상의 상호작용 효과(F(1,147)=4.087,p=.045)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이 결과를 정리하면,시간 지표가 명시된 경우,비명시 된

경우보다 상된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자기 련 상상

을 한 경우,타인 련 상상을 한 경우보다 상된 만족도가 더 높게 나

타났다. 한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는데,추가 분석 결과 시간 지표 명시 유형에서는 자기 련 상상

과 타인 련 상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 련

=5.270vs.타 련=5.1842,F(1,147)=.173,p>.1),시간 지표 비명시 유

형에서는 자기 련 상상과 타인 련 상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기 련=5.1949vs.타 련=4.4353,F(1,147)=8.231,p=.005).따

라서 가설 6은 지지되었다.

<표 7-3>시간 지표와 자기 련 상상이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

제III

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시간지표 6.384 1 6.384 6.113 .015

련상상 6.719 1 6.719 6.434 .012

시간지표*

련상상
4.268 1 4.268 4.087 .045

오차 153.511 147 1.044

합계 4007.040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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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시간 지표 유형과 자기 련 상상이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

자기 련 상상이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효과에 미치는 조 효과

에 한 가설 7을 검증하기 해,Hayes(2012)가 개발한 SPSS매크로

로그램인 PROCESS를 사용하 다.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 시간

지표 명시 여부와 련 상상 유형은 더미코딩 하여 사용하 다(시간

지표 명시=1;비명시=0/자기 련 상상=1,타인 련 상상=0).분석

은 5000Bootstrap샘 과 bias-corrected95%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이

루어졌다.분석 결과는 <표 7-4>와 같으며,시간 지표 명시 여부(X)

와 련 상상 유형(W)사이의 상호작용(X×W)은 미래 자아 평가(ME)

에 미세하게(marginally)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6945,t=-1.8903,p=.060).그리고 조 변수(W: 련 상상 유형)의

값 각각에서,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미래 자아 평가를 통해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조건 간 효과(conditionalindirecteffects)를 살펴

본 결과,<표 7-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모형은

타인 련 상상인 경우,통계 으로 유의미하 고(effect=.5109,L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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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상상 유형
효과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자기 련 상상 .0041 .1905 -.3660 .3734

타인 련 상상 .5109 .2028 .1252 .9232

.1252,ULCI:.9232),자기 련 상상의 경우,매개모형은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effect=.0041,LLCI:-.3660,ULCI:.3743).

따라서 의 결과를 통해 구매-소유 불일치 시,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

효과는 자기 련 상상 여부에 의해 조 되며,보다 구체 으로 타인

련 상상인 경우,자기 련 상상을 할 때보다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효

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검증할 수 있었다.따라서 가설 7은 지지되었다.

<표 7-4>미래 자아 평가에 한 회귀분석 결과

미래 자아 평가(매개변수 모형)

측변수 추정값(Estimate) SE t p

상수 4.3480 .1932 22.5049 .000

시간 지표 명시 유형 .7002 .2659 2.6329 .0094

련 상상 유형 .7588 .2643 2.8707 .0047

시간 지표 유형×

련 상상 유형
-.6945 .3674 -1.8903 .0316

<표 7-5>자기 련 상상 vs.타인 련 상상에서 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조건 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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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결과 요약 논의

실증연구 4는 실증연구 2와 3과 그 시 을 달리하여 구매-소유 불일

치 시,시간 지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부정 효과를 희석

시키기 한 방법을 찾고자 수행하 다.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변수

는 자기 련 상상으로,기존 연구에 따르면 자기 련 상상은 해당

상에 한 평가 기억에 정 인 향을 미친다(Burnkrant &

Unnava,1995;Dahl& Hoeffler,2004;Debevec& Romeo,1992).이는

상의 특성이 소비자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연상 네트워크와 연결이

될 때,설득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Debevec& Romeo,

1992).따라서 구매-소유 불일치 상황에서,제품 수령일이 명시되지 않더

라도,자기 련 상상을 유도하면 제품에 한 경험을 보다 더 구체 이

고 생생하게 상상하게 될 것이고,이는 상된 만족도에 정 인 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 다.실증연구 4분석 결과,시간 지표

의 명시 여부와 자기 련(vs.타인 련)상상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

미했으며, 상한 바와 같이 시간 지표가 비명시 된 경우,자기 련

상상은 타인 련 상상을 한 경우보다 상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시간 지표가 명시된 경우에는 나타나

지 않았다.즉,제품 련 자기 련 상상의 효과는 시간 지표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 유효하다.그리고 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상된 만

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효과는 련 상상 유

형에 의해 조 됨 한 확인할 수 있었다.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효과는

타인 련 상상인 경우 자기 련 상상인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6과 가설 7이 검증되었다.

한 실증연구 4에서는 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

치는 주효과(가설 2)역시 다시 검증되었다.실증연구 2,실증연구 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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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연구 4를 통해,소비 유형과 자극이 다르고,실험 조건이 달라져도,시

간 지표 명시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정 향은 일 되게 찰

되고 있어 그 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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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결 론

제 1 연구결과의 요약 평가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총 4개의 실증연구를 통해 소비지연이 수반되

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소비 상황에 해 다면 으로 살펴보았다.

실증연구 1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소유 시 불일치 소비 상황 경험

여부 유형,구매 가능 품목 등을 살펴 으로써 구매-소유 시 불일

치 소비 유형 연구에 한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설문 결

과에 따르면, 체 피험자의 91%가 구매-소유시 불일치 유형 소비를

경험하 다고 응답하 으며,그 유형 역시 서비스 약에서부터 인터넷

구매,출시 약 주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 다.실증연구 1의

실행 목 은 재 구매-소유시 불일치 소비 상황의 실태 악도 있었

으나,그보다 더 요한 목 은 구매-소유시 불일치 소비 상황 시,제

품 수령일이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데 있었다.실험 결과,구매-소유시 불일치 소비 상황 시,제품 수령일

은 소비자들의 미래 시간 구성에 향을 미침을 확인함으로써 미래 시

의 제품 수령일이 소비자들에게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음을 검증하 다.

실증연구 2에서는 시간 지표로서 제품 수령일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고자 했다.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해외 직 구

매 시 뉴발란스 커스텀 운동화를 사는 상황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실증연구 2를 통해 시간 지표 명시 여부는 제품에 한 상된 만

족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보다 구체 으로 상된 만족

도는 시간 지표가 명시된 경우,그 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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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제품의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

은 제품과 련한 기 에서 발생하는 미래 자아 평가에 의해 매개됨을

검증하 다.실증연구 2에서는 구매-소유시 불일치 상황 외에 매장 직

구매 상황을 추가하여,이 때의 상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2개의

해외 직 구매 상황(시간 지표 명시 vs.시간 지표 비명시)과 매장

직 구매 상황 각각에 하여 상된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매장 직

구매 상황에서의 상된 만족도는 2개의 해외 직 구매 상황에서 측

정된 상된 만족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즉,기존 연구에서

언 한 소비지연의 부정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실증연구 3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출시 태블릿 PC제품에 한

약 구매 상황을 제시하 다.실증연구 2와 다른 소비 상황,다른 자극,

다른 표본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외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 으며,이

에 더하여 구매 부정 기분이 상된 만족도와 제품 수령일 명시와

상된 만족도 사이의 미래 자아평가의 매개효과에 미치는 향에 해

서 살펴보았다.구매 부정 기분은 시간 지표 명시 여부가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조 하고 있음을 확인하 으나,시간 지표가

명시된 경우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나

시간 지표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구매 부정 기분을 경험한 소

비자는 그 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제품에 한 상된 만족도가 유의미

하게 낮게 나타났다.그리고 조 된 매개분석 모형을 사용하여,구매

부정 기분일 경우,그 지 않을 때보다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을 검증할 수 있었다. 한 실증연구 2에서 검증된 내용들

을 다른 상황,다른 자극,다른 표본들에게서 다시 확인함으로서 연구 결

과의 신뢰성 용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시행된 실증연구 4는 사용한 소비 상황과 자극은 실증연

구 3과 동일하지만,기존의 3개의 실증연구와는 그 시각을 달리하여,구

매-소유시 불일치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 비 명시 시 발생하는 부정

효과의 희석에 을 맞추었다.그리고 이러한 부정 효과를 극복할



-105-

수 있는 방안으로 제품에 한 자기 련 상상이 상된 만족도에 미치

는 효과를 살펴보았다.실험 결과,제품 수령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기 련 상상은 타인 련 상상보다 상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

으나,이러한 차이는 제품 수령일이 명시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조 된 매개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타인 련 상상의 경우,자기

련 상상보다 미래 자아 평가의 매개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남을 검증

하 다.

제 2 연구의 시사

본 연구의 시사 은 크게 이론 , 략 시사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이론 시사 을 다음과 같다.

소비지연에 한 연구는 마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한 그 상은 주로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으며,특히 소비지연의 부

정 효과와 메커니즘 검증에 이 맞추어져 왔다.본 연구는 최근 등

장하고 있는 소비지연을 수반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 상황을 다루어보고

자 하 다.보다 구체 으로 소비지연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소비자

들이 이러한 소비지연을 수반한 구매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에 해 탐색해보고자 하 다.따라서 새로운 소비지연 유형으로 구매-

소유 시 불일치 상황을 제안하고,기존의 소비지연 연구에서는 다루어

지지 않았던 상된 만족도를 반응변수로 살펴 으로써 소비지연 연구를

확장시켰다는데 본 연구의 첫 번째 시사 이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이론 시사 은 시간 지표(temporallandmark)

에 한 연구를 확장시킨 데 있다.시간 지표에 한 연구는 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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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마 분야에서도 이에 한 연구

가 존재하지만(Ahn,Liu,& Soman,2009),다른 시간에 한 연구들,즉

CLT나 심 시뮬 이션 등의 연구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과거의 시간 지표에 해 다루어 왔다(Ahn,

Liu,& Soman,2009;Shum,1998).본 연구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소비 상황에서 제품 수령일의 명시가 미래 시 의 시간 지표로서 역할

을 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즉,생일,주말,새해 등과 함께 시간 지

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날짜’로서 제품 수령일을 제안하 다.

한 이러한 시간 지표의 향이 미래 자아 평가는 물론 소비자의 직

인 반응 변수 하나인 상된 만족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침을

검증함으로써,기존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오던 시간

지표 연구를 마 분야로 확장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상된 만족도에 한 연구를 확장 시켰다.

상된 만족도는 오늘날과 같이 제품의 결제 시 에서 제품을 실제로 볼

수 없는 소비 유형이 빈번한 경우,무엇보다 주요한 반응변수가 될 수

있다고 단된다.기존의 상된 만족도에 한 연구는 주로 시각화,묘

사,선명성 정도 등 제한된 몇 개의 변수들과의 계에 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왔으며,제품태도나 만족도,로열티,구매의도 등 다른 소비자

반응 변수들에 비해 련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본 연구에서는

상된 만족도와 유의미한 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변수,시간 지표,미

래 자아 평가,자기 련 상상에 해 탐색하고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시장에서 구매-소유 시 불일치 유형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이

러한 소비유형은 특히 기업의 차별성,그리고 생산 재고 리의 효율

성 측면에서 그 이 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본 연구는 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구매-소유 시 불일치 소비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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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극을 사용하여 제품 수령일의 역할 련 변수들과의 계를

검토함으로써 실제 기업에서 용 가능한 략 방안을 구체 이고 다면

으로 제안하 다.특히 제품 수령일을 명시하는 것에 한 략 이

을 제안하 다.

한 구매 부정 기분이 소비지연에 미치는 향을 검증함으로

써,구매-소유 시 불일치 소비 상황이 효율 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세

분시장과 커뮤니 이션 메시지,기간에 한 마 략을 제안할 수

있다. 를 들어 구매-소유 시 이 불일치하는 소비지연을 수반하며 주

요 표 시장이 주부인 홈쇼핑 채 의 경우,주부들이 공통 으로 우울

감을 느끼는 명 ,후 보다 공격 인 마 을 수행한다면,소비지연

에서 발생하는 부정 효과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구매

-소유 시 이 불일치하는 소비 유형,인터넷 쇼핑이나 신제품 약 구매

등도 수능을 앞 둔 수험생이나 취직 시즌의 학생들을 표 으로 하여

해당 시 을 후로 제품 수령일을 명시한 제품을 마 하면 효과 일

것이다.그 외에 구매-소유 시 이 불일치하는 소비 상황 시,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 시 에서 미래의 제품 수령일의 정확한 명시와 함께

고를 통해 우울하거나 부정 인 일들을 화시키는 것도 소비지연의

부정 반응을 완화시키는 효과 인 마 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제품 수령일을 명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한 처

방안 역시 함께 제시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시장 용가능성을 넓이고자

하 다.보다 구체 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품 수령

일을 명시하지 못하는 경우,소비자로 하여 제품과 련된 자기 련

상상을 유발해내는 마 략을 개발한다면 소비지연으로 인해 발생하

는 소비자의 부정 반응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를 들

어 ‘OO를 사용하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등의 문구를 제시하

거나 표 소비자와 유사한 모델을 내세워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과 상황

을 자세하게 묘사한다면 소비자로 하여 제품과 련된 자기 련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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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쉽게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제 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앞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론 ,실무 시사 을 지

니지만,한계 역시 존재한다.본 연구의 한계 과 이에 따른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매장 직 구매 상황,즉 제품의 구매와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

는 상황과의 칭 인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제품

수령일이 지니는 시간 지표로서의 역할에 을 맞추고 있다.제품의

수령일이 존재하는 상황은 구매-소유 시 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정된

다.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구매-소유 시 불일치 시,제품 수령일 명

시의 정 효과에 해서는 검증하 으나 구매-소유 시 이 일치하는

경우와의 직 비교는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구체 으로 해외 직

구매와 매장 직 구매는 구매-소유 시 의 차이 외에도 온라인과

오 라인 구매에 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에 의해 소비자 반응에 차이

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구매-소유 시 이 불일치하는 상황과

일치하는 상황이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의 차이를 직 비교할 수

없었다.그러나 실증연구 2와 실증연구 3을 통해,구매-소유 시 이 불

일치하는 소비 상황과 자극이 바 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비 상황에

서 제품 수령일이 명시된 구매-소유 시 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매장 직

구매 사이의 상된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기존 연

구에서 소비지연이 유발하는 부정 향과는 반 되는 결과로 소비자들

이 소비지연에 한 부정 인 반응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지속 으로

소비지연을 수반한 구매 행동을 나타내는 상을 설명하기 한 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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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해 주었다고 단된다.본 연구에서는 이에 해 심도 있게 다루

지 못하 으나,향후 수행되는 연구에서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

과 구매-소유 시 일치 상황에서의 상된 만족도에 한 직 인 차

이 검증이 수행되길 기 한다.

둘째,해외 직 구매와 출시 제품의 약 구매 상황을 사용하여

다양한 구매-소유 시 불일치 상황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제품 수

령일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노력하 으나,여 히 연구에서 사용된 소

비 상황에 따른 제약과 한계가 존재한다.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비 상

황에 계없이 구매-소유 시 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제품 수

령일의 시간 지표로서의 정 역할에 을 맞추었다.그러나 구매

-소유 시 불일치 소비 유형은 해외 직 구매와 출시 제품의 약

구매 외에도 홈쇼핑,여행 상품,엔터테인먼트 상품의 약 등 다양한 형

태가 존재하며 각 소비 유형마다 독특한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따라

서 각 소비 유형이 갖는 고유의 특성과 제품 수령일의 역할 간의 상호작

용에 한 추가 인 보완이 향후 연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구매-소유 시 불일치 시 제품 수령일의 명시

여부와 상된 만족도와의 계,그리고 이에 한 심리 기제 검증에

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 다.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

품 특성 변수,소비자의 개별 특성에 한 변수 등을 고려한 확장 연

구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단된다. 를 들어 자아 평가와 높은 상

계를 가질 것이라 상되는 제품의 자기 정체성(identity)반 정도,자

아 평가와 련이 깊은 개인 특성 변수인 자기 안정성(self-stability)

등에 따라서도 제품 수령일이 상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차별 으

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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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delay means delay that occurs between points of 

consumers choosing a product and purchasing that product and it is a very 

broad concept. This research specifically focused on consumer’s 

psychological responses shown during consumption that makes temporal 

delay, from the point of purchase decision, payment to the points of 

acquisition of the product, among different types of consumption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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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with inconsistency between points of purchase  and 

acquisition is becoming more various and although the number of consumers 

is increasing there are still relatively fewer researches studying psychological 

mechanism on this matter.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focusing on 

temporal landmark, this research identifies roles of product receipt date as 

temporal landmark in the situation of inconsistency between purchase and 

acquisition and verifies its effectiveness. 

The situation of inconsistency between points of purchase and 

acquisition happens when a consumer makes a purchasing decision without 

seeing the product. Thus, exploration of related consumers’ response 

variables are required. By using anticipated satisfaction as a dependent 

variable formed from vicarious experience of consumers' product purchase 

before actually buying the product, this research trie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salient product receipt date on anticipated satisfaction. It 

also examines future self-appraisal related to the product as psychological 

mechanism of these effects. Moreover, it looks into moderating effects of 

two variables, pre-purchasing negative moods and self-related imagination, on 

future self-appraisal and anticipated satisfaction. To testing hypotheses, this 

research conducted 4 experiments by using various consumption situations 

including stimuli and inconsistent points of purchase and acquisition.

Experiment 1 showed that the presence of  salient receipt date of 

product can be used as a temporal landmark.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ived mental category between the landmark condition 

which includes presence of a salient receipt date and the control condition 

without salie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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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xperiment 2, it demonstrated positive effect of product receipt 

date as temporal landmark on anticipated satisfaction in inconsistent situation  

between purchase and acquisition. As a result, participants’ anticipated 

satisfaction on product was higher when product receipt date as a temporal 

landmark is presented compared to no salient landmarks. Also, it was 

demostrated that future self-appraisal mediated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the product receipt date as temporal landmark on anticipated satisfaction. 

That is, if product receipt date is presented, it affects formation of 

psychological category of people showing more positive effect on future 

self-appraisal compared to condition without date. It was examined that 

anticipated satisfaction increased due to the positive future self-appraisal of  

products which included receipt date. 

In experiment 3, this research examined moderating role of 

pre-purchase negative mood, and product receipt date as temporal landmark 

on consumers’ response. As a result, it revealed that effect of temporal 

landmark on future self-appraisal and anticipated satisfaction was moderated 

by pre-purchasing negative mood. It was confirmed that pre-purchasing 

negative mood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future self-appraisal. More 

specifically, if receipt date is not presented, participants with negative mood 

showed lower anticipated satisfaction compared to those who were not 

presented a date. However, if the date is present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mood condition. Also, results revealed that mediation effect of 

future self-appraisal was stronger when one had negative moo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Lastly, experiment 4 was conducted to suggest ways to decrease 

negative reaction caused by no salient receipt date in inconsistent 

purchasing-acquisition points. Anticipated satisfaction had positiv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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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visualization. From this perspective, it is expected that self-related 

imagination which makes the person to image himself/herself is related to 

the product directly, and if receipt date is not presented positive 

self-appraisal on future helps dilute negative evaluation on anticipated 

satisfaction. As a result, it was demonstrated that self-related imagination 

was playing moderating role in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temporal 

landmark on anticipated satisfaction. Specifically, if receipt date is not 

presented, anticipated satisfaction was higher when one had self-related 

imagination compared to having other-related imagination. In contrast, if 

receipt date is presente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ditions. Furthermore,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o confirm 

moderated mediation effect, when one had other-related imagination (versus 

self-related imagination) mediation effect of future self-evaluation was shown 

stronger.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strategic implications through role of 

product receipt date which explores of related variables and verifies of 

relationship between them, under the condition of inconsistent 

purchasing-acquisition points. It has expanded its area from marketing field 

of temporal landmark, positive effect of consumption delay, and anticipated 

satisfaction that was not widely dealt before. Also, it has reviewed 

relationship between roles and variables related to product receipt date by 

using various situations of inconsistent purchasing-acquisition points such as 

reservation selling with preannouncing or direct purchase from another 

country and stimulation. Based on this, this research offers multi-dimensional 

methods of marketing strategies that can be used in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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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설문지 1

(실증연구 2:시간 지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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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설문지 2

(실증연구 3:부정 감정-시간 지표 명시)

해당 설문은 온라인으로 설문을 수행하기 작성된 안으로,실제

실험은 아래 설문 형식을 온라인 환경에 맞게 변경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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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설문지 3

(실증연구 4:자기 련 상상-시간 지표 명시)

해당 설문은 온라인으로 설문을 수행하기 작성된 안으로,실제

실험은 아래 설문 형식을 온라인 환경에 맞게 변경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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