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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망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의 가격 검색과 구매

가 갈수록 쉬워졌다.나아가 많은 백화 과 형 할인 에서 직 리,

운 하는 온라인 매장이 증가하면서 오 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 간에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에 한 가격 비교와 구입이 용이해지고 있

다.이에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이나 사이즈 등을 오 라인 매장에서 직

으로 확인해보고 온라인 매장을 통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졌다.이 때문에 오 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한 직후에 온라인 매

장에서 더 렴한 가격의 같은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이러한 가격 차

이를 자신이 피할 수 있었던 손실로 간주해 오 라인 구매를 후회할 수



있다(Zeelenberg,1996).그리고 이후 유사한 제품이나 유사한 구매 상황

에서 과거의 후회 경험을 상기하고 가격에 한 정보 탐색을 해 오

라인 구매를 지연하거나 아 온라인 구매를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 라인과 온라인상의 가격 차이에 따른 후회

경험과 그 경험의 축 가격 차이의 크기가 이후 유사한 구매 상황에

서의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향에 해 후회와 련하여 알아보

았다.즉,가격 차이의 크기와 차이 인지 빈도에 따른 후회의 정도와 그

후회의 크기가 이후 상되는 유사 구매 상황에서 정보 탐색 구매 의

사 결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오 라인 구매 유도 방안으로서 가

격보장 제시의 합성을 살펴보았다.방법은 학생들에게 구매 상황에

한 시나리오를 사용해 설문을 수집하고 이에 해 SPSSv.18.0을 이

용하여 요인분석,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다.설문은 오 라인과 온라인

상의 가격 차이의 크기와 빈도,그리고 가격보장제의 유무 여부가 다른

여러 구매 환경을 상기시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오 라인 구매 후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 인지 시,가격 차이는 후

회에 정(+)의 향을 미쳐 가격 차이가 클수록 오 라인 구매에 한 후

회가 커지며,가격 차이를 인지한 빈도는 후회의 크기에 정(+)의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 다.

둘째,가격 차이에 따른 오 라인 구매에 한 후회는 그 크기가 클수

록 이후 유사 구매 상황에서 오 라인 구매를 연기하고 정보 탐색 노력

수 을 증가시키며,정보 탐색 노력이 클수록 오 라인을 구매를 감소시

키는 것을 확인하 다.



주 어 : 가격 차 , 후회, 라  매, 정보 탐색, 매 결정, 가격보 제

학   : 2011-20497

 

셋째,기존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가격보장제의 존재할 때 후회의 크기

가 클수록 정보 탐색 노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이는 기존 연

구가 행해졌던 때에 비해 인터넷의 빠른 발달로 정보 탐색이 매우 용이

한 온라인 매장을 포함하고 인터넷 상거래가 보편화된 한국이라는 지역

배경이 향을 미친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오 라인 매장의 매 증진을 해 온라인 매장과의 가격 차이를

조 이라도 이고,소비자가 직 제품의 품질 확인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오 라인 구매 직후 가격 차이를 인지하더라도 후회의 크

기가 크지 않아 이후 구매 상황에서 오 라인 구매를 지연하는 경우를

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온라인 구매가 보편화되고 정보 이용이 편한 한국에서는 가격 경

쟁력이 있는 매장이라면 가격 보장제를 이용해 온라인 매장의 매 증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오 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 하는 업체가 많아지

는 만큼 오 라인과 온라인 매장의 이 을 살려 오 라인 매장에서 바로

자사 온라인 매장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두 매장간의 시

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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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 목

1.연구의 배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시작화면을 보면 한 쪽에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

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 에는 개인이 하는

소규모의 쇼핑몰이나 여러 사업자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은 형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가 하면,오 라인에서 볼 수 있는 형 백화 들이 운

하는 온라인 쇼핑몰들도 있다. 최근에는 문 형 온라인 쇼핑몰에

서도 백화 들과 연계하여 해당 백화 사이트에 직 속하지 않더라

도 백화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을 살 수 있게 되었다.그 결과,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가격은 렴하지만 랜드나 질 인 면에서

백화 의 제품에 비해 떨어진다거나 구매 에 제품을 확인해 볼 수 없

어서 하지 않은 구매를 하게 되는 온라인 구매에서의 험 부담이

감소하 고,온라인상에서는 조 늦게 제품이 비되거나 주문과 배송

에서 시간이 조 걸리기는 하지만 온라인 구매를 통해 집에서 편안하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사람들은 백화 에서 원하는 랜드나

제품의 특징들 ( :옷의 사이즈,제품의 실제 색상)을 직 으로 확인

해보고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특

성상 동일 랜드의 동일 제품에 해 백화 에 비해 백화 온라인 쇼

핑몰에서의 가격이 더 낮은 경우가 발생한다.이는 비단 백화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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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길거리에 있는 오 라인 매장과 다른 온라인 쇼핑몰 사이에서도 종

종 볼 수 있는 차이이다.이 때,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온라인 쇼핑

몰의 가격이 조 낮더라도 오 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의 장단 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구매 선택에 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만,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액의 차이가 크다면 오 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한 직후에 더 낮은 가격의 동일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발견한 경우,

소비자는 앞으로의 자신의 구매 행동에 해 고려하게 된다.

소비자는 오 라인 구매 후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를 인지하게 되면,그

액만큼을 자신이 피할 수 있었던 손실로 간주하게 되어 후회감을 느낄

수 있다(Zeelenberg,1996).후회는 선택한 안이 부정 인 결과를 갖고

올 때 갖게 되는 자책감이나 불만족과 같은 불쾌한 감정이기 때문에 사

람들은 이를 피하고자 한다(Zeelenberg& Pieters,2007).더군다나 이러

한 후회의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비슷한 상황에서 유사한 행동을 선

택하기 에 자신이 겪을 후회를 상기하고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후회

에 해 상하여 그에 따라 행동 여부를 결정한다(Zeelenberg &

pieters,2007).오 라인과 온라인 구매 상황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오

라인 구매 후에 동일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이 더 낮은 가격

차이를 여러 번 인지하게 되면 오 라인 구매에 한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후 오 라인에서의 구매 상황이 왔을 때 후회했던 경험을 상기하

게 되어 정보를 더 얻기 해 구매를 지연하거나 오 라인 구매를 선택

하지 않을 수 있다.실제로도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후기나 구매 후기를

보면 백화 에서 구매를 했는데 지 보니 온라인이 더 싸게 팔고 있어

서 속상하다거나(후회),가게에서 직 보고 마음에 들어서 온라인에서

더 낮은 가격을 찾아 샀다(정보 탐색 후 온라인 구매)는 을 종종 볼

수 있으며,이는 곧,크로스오버 쇼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구매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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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내기도 하 다.이처럼 오 라인과 온라인의 가격 차이에 따른

후회는 이후의 구매 행동에 향을 미친다.

통신 기술과 유통망의 발달과 함께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은 오 라인

가게들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며,최근에는 스

마트폰을 통해서도 쉽게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제품의 가격을 검색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그만큼 가격에 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하지만 후회에 한 다양하고 많은 연구에 비해 오 라인과

온라인상의 차이에 따른 후회의 경험과 그 향에 한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 쉬워진 오 라인과 온라인상의 가

격 차이에 따른 후회 경험과 그 경험의 축 이 이후의 유사한 구매 상황

에서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즉,후회 경험이 온라인상

에서의 제품에 한 정보 탐색을 증가시키고 이를 해 구매를 연기하는

지에 해 주목하고 이러한 결정이 이후 오 라인과 온라인 구매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이를 통해 정보제공과 가격보장과 오 라인

과 온라인상에서의 매 증진을 해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2.연구의 목

본 연구는 구매 후 오 라인과 온라인상의 가격차이의 인지가 이미 이

루어진 구매 행동에 한 후회에 어떤 향을 미치며,이 후회가 이후의

구매 결정에 있어 어떤 향을 미치고 그 결정에 정보탐색과 가격 보

장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소비자의 온·오 라인 상의 가격차이의 인지가 구매 행동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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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가격 차이는 그 크기와 차이

를 인지한 빈도를 통해 느끼게 되는 후회의 정도를 통해 향을 측정한

다.

둘째,이 구매 행동에 한 후회의 크기가 이후 유사한 구매 상황에

서 구매 연기 정보 탐색에 미치는 향과 이어지는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본다.

셋째,이후 유사 구매 상황에서 오 라인에서의 가격보장 제시가 정보

탐색과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향의 연구를 통해 오 라인 구매 유

도 방안으로서 가격보장의 합성을 살펴본다.

제 2장 기존 연구의 검토

제 1 후회에 한 연구의 검토

1.후회에 한 정의와 연구

후회란 자신의 선택의 결과와 다른 선택의 상 결과를 비교해 재 선

택에 해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하는 부정 감정으로(Sugden,1985),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Zeelenberg &

Pieters,2004).즉,후회는 만약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재 결과가 더

나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나 그러한 상상했을 때 느끼는 자신의

재 선택에 한 불만족이나 자책감과 같은 불쾌한 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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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elenberg& Pieters,2007).사람들은 여러 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

택하는 경우,그 후에 선택의 결과와 선택하지 않았던 안의 결과를 상

상 는 비교해 보거나,한 제품의 구매 시 을 고민하다 구매를 결정했

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제품이 더 낮은 가격으로 매되고 것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일과 선택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데 이를 사후가정사

고(counterfactualthinking)이라고 한다.이 때,비 선택 안의 결과가

선택한 안의 결과보다 더 좋은 경우, 를 들면 구매를 하고 난 후 다

른 곳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매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를 “상향 사

후가정사고(upwardcounterfactualthinking)”라고 하며,이러한 상향 사

후가정사고가 높아질수록 더욱 후회감을 느끼게 된다(Cooke,Meyvis&

Schwartz,2001).

즉,Cooke,Meyvis와 Schwartz(2001)는 소비자들은 구매 시 을 정할

때 선택의 결과와 선택 이 는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을 비교해 구

매 시 을 정하는데,이때 구매 후에 얻게 되는 정보 비교가 만족감

과 후회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특히 부정 가격 비

교가 이루어질 때,즉 구매한 가격보다 이후에 알게된 구매 가능 가격이

더 낮을 때 구매에 한 만족이 낮아지고 더 후회를 느끼게 된다고 설명

하 다.

이 게 후회의 감정을 느끼면 불만족,자기 비하 등의 불쾌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후회를 피하기 해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한다.즉,후회의 감정은 행동의 방향을 지시하는 힘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Zeelenberg& Pieters,2007).Simonson(1992)는 소비자의 구매시

선택에 있어 발생 가능한 오류,즉 소비자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느낄 후회와 책임감과 같은 감정을 상하고 이를 고려하게 할 경우,

소비자는 이 감정을 회피하기 한 구매 선택을 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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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인하 다.

2. 상후회에 한 정의와 연구

후회에 한 기존 연구의 결과는 후회 감정을 느낀 이후의 유사 구매

상황에서는 상후회가 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다.

상후회(Anticipatedregret)는 구매 행동을 하기 구매 후의 결과와

련된 여러 부정 요인들을 상상하여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상할 때 경

험하는 후회감(Simonson,1992;Zeelenberg& Pieters,2007)으로 소비자

로 하여 원하는 제품이 나 에 더 낮게 팔 경우를 상하게 해 구매를

지연하게 만들기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Simonson,

1992).Zeelenberg& Pieters(2007)에 따르면 후회는 여러 상황에서

상될 수 있는데 선호 안이 다른 안에 비해 반드시 월등히 좋은 안

이 아니거나 안을 선택하자마자 그 선택에 의해 부정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후회가 상된다. 잠재 이익이나 손실에 해

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에도 후회를 상하게 된다.이 때 선

택하지 않은 안의 결과에 한 기 가 상후회를 결정한다.이런 미

래의 후회를 막기 해 사람들은 외부 정보 탐색이나 과거의 기억 등을

통해 선택 과정과 그 결과의 질을 높이려고 하거나(Ordez,Benson&

Beach,1999),당장의 의사 결정을 연기하거나 피하게 하며(Janis&

Mann,1977),결과 으로 상후회는 제품의 매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Miller& Taylor,1995).

사 가정사고(Prefactualthinking)는 의사결정을 하기 ,미래에 의사

결정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해 추정해 보는 것으로,특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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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상할 때 사 가정사고를 통해 상 후회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따라서 사 가정사고에 한 고려가 상후회와

구매 의사에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McConnellet

al.(2000)은 가격차이로 인한 후회의 경험은 이후에 상향 사 가정사고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하 다.사후가정사고와 마찬가지로 상향 사 가정사

고가 높아질수록 상후회가 커지고 이로 인해 구매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매자의 입장에서는 사 가정사고와 상후회를 낮추기 한

리를 해야 한다.

제 2 구매 연기와 정보 탐색

1.구매 연기에 한 연구

후회는 선택에 의해 얻어진 결과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결과간의 비교

(Counterfactualthinking)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불만족으로 이어져

선택에 한 불만이나 선택의 화 입소문 등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후회의 경험은 결과 으로는 더 나은 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후회를 경험한 후에는 다른 안으로 선택을 바꾸게 되거나

(Zeelenberg& Pieters,2004)당장의 선택을 연기할 수 있다.이는 제품

을 구매하는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구매 연기라고

한다.구매연기란 여러 안들 에서 하나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지

당장 구매하지 않고 그 결정을 잠정 으로 미루는 것으로(Anderson,

2003;Dhar,1996),소비자는 합리 탐색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기

해 부가 정보 탐색을 하고,이를 해 구매를 연기하거나 재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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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포기한다(Ratchford,1982;Urbany,1986).

Cookeetal.(2001)은 가격 변화를 찰하게 하면서 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때 구입하게 한 후,구매 후의 가격 변화를 공개해 만족과 후회

의 정도를 찰함으로써 미래에 느낄 후회와 구매 시 에 해 연구했

다.이를 통해 구매 시 은 사후가정비교의 가능성과 련 있음을 밝혔

는데,소비자는 자신의 구매 행동 후에 일어나는 더 나은 결과(더 낮은

가격)에 한 정보와 자신의 선택간의 비교를 신경 쓰게 되고 이 구매

후의 부정 가격 비교가 후회를 가져온다.때문에 이 부정 비교를 피

하기 해 소비자는 당장의 구매를 연기하게 됨을 밝혔다.

주우진,황희 (2008)은 실험을 통해 구매 후 후회를 경험한 소비자의

경우, 재 구매를 선택할 경우 더 좋은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학습효과에 의해 구매결정을 연기하거나 다른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음

을 보 다. 한 구매 안들에 한 정보 탐색 노력과 지식이 증가하면

재 구매 선택에 한 상후회가 증가하며 상후회의 증가는 재 구매

의도에 부정 향을 미친다.따라서 후회를 경험한 소비자일수록 비슷

한 구매 상황에서 고려시간을 늘리며 신 한 소비결정을 해 구매를 연

기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것임을 보 다.

2.정보 탐색에 한 연구

사후가정사고는 미래 문제 해결 행동에 향을 미치는 이유 기반 사고

(Reason-basedthinking)로 문제 해결 과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따

라서 사후가정사고는 후회를 일으키고,이 문제의 해결을 해 뒤이어

하는 정보를 주의해서 처리하려는 소비자의 경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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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hnamurthy& Sivaraman,2002).따라서 소비자는 구매 결정을 할

때 후회감을 이기 해 노력하고,구매 후에 자신의 선택에 한 정보

를 얻었던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상후회를 더 이려고 하며,구매 시

이후에 선택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하는 경우에는

구매 결정을 연기한다(Cooke, Meyvis & Schwartz, 2001).

Simonson(1992)은 소비자는 후회를 회피하기 해 보다 더 세 하게 정

보탐색을 한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유통채 의 등장으로 정보탐색이 용이해지고 탐색 비용이 낮아

지면서 구매결정에 있어 정보탐색이 구매 결정 과정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Shim etal.(2001)은 온라인으로 정보를 탐색했는가의 여부가 온라

인 구매의도를 측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송미령과 여정성(2001)은 정

보탐색에서 인터넷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온라인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고 온라인 구매 경험이 있어 상 으로 온라인 거

래 선호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온라인 정보탐색을 통해 구매를 한다는 것

을 보 다.나아가 김상훈 외(2007)는 온라인으로 정보탐색을 했을 경우

가격추구 쇼핑 가치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에 온라인 구매로의 연결에 가

장 큰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구매 후에 얻게 되는 부정 가격 비교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한 만족감에 더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는 오 라인에서 구매

하기 ,만약의 경우 구매 선택 이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가격이 더

낮다는 부정 가격 차이를 인지하게 될 경우에 느끼게 될 후회감을

상하고 이를 피하고 싶은 소비자는 구매를 더 뒤로 연기하고 후회감을

낮추기 해 좀 더 정 한 정보탐색을 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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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가격보장에 한 연구

1.가격보장의 정의

가격보장은 자사 포에서 취 하는 제품의 가격이 타 포에서 팔리

는 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을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제품 구매 고

객이 입증하게 되면 그 차액을 환불해주는 가격정책이다.해외에서는 동

일가격보장제도(pricematching refund policy) 는 최 가격보장제도

(lowestpriceguaranteepolicy)가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와 유

사한 제도로 최 가격보상제도가 활용되고 있다.최 가격보상제도는 자

사 포의 취 제품 가격이 최 임을 보장하기 해 최 가가 아닌 경

우 최 가격과 구매 가격 간의 차액 이상을 환불해 주는 공격 인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로 하여 어떤 경우에든 최 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최 가격보상제도는 소비자가 악용해 제도를 도입한 기업

이 손해를 입을 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으로 경쟁자보다 더 나은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지를 보이며 동시의 소비자를 믿고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안승호․김근배,2005).

가격보장은 일종의 가격신호로서 이를 채택한 포의 반 인 가격수

을 나타내어 소비자의 포 선호도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고객의 충성도를 강화할 수 있다(Srivastava& Lurie,2001). 한 고

객의 불만족 사항을 해소하고 최소화해 고객의 만족을 회복하고 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되어 포 선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안승

호․김근배,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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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격보장에 한 연구

McConnelletal.(2000)은 가격보장이 후회 경험에 따른 상후회에 미

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가격 차이로 인한 후회 경험은 상향 사

가정사고를 증가시켜 구매가능성을 낮추는데,가격보장제는 불확실성과

부정 사 가정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구매 소비자의 걱정( 상후

회)를 낮추고,그 결과 구매에 한 만족도를 높인다. 한 그러한 제도

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후회가 감소하며,구매

후 가격 차이를 인지하고 실제 가격보장을 받지 않더라도 가격보장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보다 구매에 한 만족도가 상 으로 높음

을 보 다.

Srivastava와 Lurie(2001)는 두 상 간 같은 제품에 한 동일가격보장

제도의 유무 제품 가격의 수 에 한 실험을 통해 가격 보장제가 정

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했다.소비자의 에서 동일

가격보장제도의 존재는 그 포가 상 으로 가라는 신호로 인식되며

가격 보장제를 자신들이 충분히 정보 탐색을 했고 더 낮은 가격을 찾을

가능성이 낮다는 휴리스틱의 하나로 보게 된다.따라서 더 정보 탐색을

하더라도 탐색에 따른 효과 이득이 기 때문에 동일가격보장제도가

존재를 인지하는 경우 이후의 탐색 행동이 감소하게 된다.

한 최 가격보상제도의 시행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희망방문빈도가 증가하며 결론 으로 포에 한 선호도가 증가하게 된

다.가격 보장제가 가격수 이나 거리와 같은 다른 요소의 특정 수 과

결합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로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 만족도가 증가하게

되면 포에 한 선호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안승호․김근배,2005).

따라서 오 라인 매장에서의 가격 보장의 존재는 포 선호도를 높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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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구매를 진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제 3장 실증 연구

제 1 연구 가설의 설정

1.가격 차이와 후회

소비자는 선택한 안의 결과가 선택하지 않은 안의 결과보다 나쁘

면 덜 만족하고 더 후회하며,가격과 련된 정보 획득과 비교가 구매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구매 에 비교하는 경우보다 만족과 후회에 더

큰 향을 미친다(Cooke,Meyvis& Schwartz,2001).백화 과 같은 오

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의 가장 큰 차이는 품질에 한 보장과 가

격일 것이다.하지만 품질과 같은 특성이 모두 같은 동일한 제품의 가

격이 오 라인과 온라인에서 차이를 보이고 그 가격의 차이가 즉각 으

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만족감과 후회의 정도는 향을 받을 것

이며 이후의 선택과 행동에 향을 것이다.특히나 오 라인에서 제

품을 구매한 직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나 가격 차이의 존재를 인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상되는 경우에는 더욱 오 라인에서의

구매를 후회할 수 있다.

오 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 간의 가격 차이는 다양한 수 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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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작게는 100,200원부터 크게는 오 라인 매가의 50%까지 할인된

액으로 온라인에서 매가 되기도 한다.차이가 나는 액의 크기가

클수록 소비자는 자신이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의 크기를 크다고 느낄 것

이다.따라서 오 라인 매가와 온라인 매가의 차이가 클수록 자신의

오 라인 구매 선택에 해 느끼는 후회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가설 1-1:오 라인 구매 후의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 인지는 가격

차이가 클수록(온라인 매가격이 낮을수록)오 라인 구매에 한

후회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한 오 라인 구매 후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가 존재함을 인지한 경험

의 빈도 역시 오 라인 구매에 한 후회의 크기에 향을 미칠 수 있

다.가격 차이의 경험을 처음 겪어 보았거나 한 번 밖에 겪어 보지 못

한 소비자는 오 라인과 온라인 간의 가격 차이를 우연한 것으로 보고

이후 구매 행동에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여러 번 가격 차이

를 경험해 온라인 매장의 가격이 낮다고 인지한 소비자의 경우,이후에

오 라인 구매 후 다시 한 번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를 인지하게 되면 자

신의 구매 행동에 해 더 크게 후회할 수 있다.따라서 가격 차이를 인

지한 빈도가 높을수록 후회의 크기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

다.

가설 1-2:오 라인 구매 후의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 인지는 그 빈

도가 높을수록 오 라인 구매에 한 후회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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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회에 따른 정보 탐색 노력

후회는 불쾌한 감정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 행동을 하기 에 구매

행동에 따른 부정 결과를 미리 상하고 그에 따른 후회를 피하고 해

소하기 해 노력을 할 것이다.후회는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미리 후회를 상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해 다른 안을 찾게 되므로 후회는 선택의 환

과 양(+)의 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Zeelenberg& Pieters,2004),

이러한 후회를 겪지 않기 해 뒤이어 하는 정보를 주의해서 처리하려

는 소비자의 경향을 강화한다(Krishnamurthy& Sivaraman,2002).따라

서 재의 구매 결정을 연기하고 더 나은 안을 찾기 한 행동을 하게

된다.앞서 말한바와 같이 소비자는 좀 더 합리 인 선택을 하기 해

이후에 주어질 정보를 상하고 부가 으로 좀 더 세 한 정보 탐색을

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노력은 후회의 크기가 클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

로 상할 수 있다. 를 들어, 에 오 라인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더 싸게 는 것을 알게 되어

오 라인에서의 구매를 후회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는 소비자는 비슷한

상황의 구매 시 에서 과거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자신이 느끼게

될 후회감을 상하게 될 것이다.그러면 소비자는 불쾌했던 후회의 경

험을 피하기 해 재의 구매를 연기하고 온라인 매장에서의 제품에

한 정보를 얻기 해 노력을 할 것이다.

가설 2-1:후회의 크기가 클수록 이후 구매 시의 정보 탐색 노력이

증가할 것이다.(정보탐색으로 인한 오 라인 구매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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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오 라인 구매 시 겪게 될 후회를 회피하기 한 정보 탐색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비자는 온라인 매장의 제품에 한 다양한 정보를 얻

게 된다. 오 라인에서 제품을 확인해보고 구매 시 을 연기해 정보

를 탐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제품의 상태나 특성을 직 알 수 있고,

의류의 경우는 오 라인에서는 직 착용까지 해 보고 온라인에서의 가

격 정보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 만 노력하면 더 낮은 가격의 제품

을 찾을 수 있다.특히나 백화 의 경우는 온라인에서도 백화 매장의

제품을 매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의 품질에서도 오 라인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온라인으로 정보를 탐색한 경

우 온라인 구매 의도가 높아진다(Shim etal.,2001).따라서 정보 탐색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소비자는 같은 품질의 같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더 낮

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므로 정보 탐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소

비자일수록 온라인 구매를 하게 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즉,정보 탐

색 노력은 온라인 구매에는 정 향을,오 라인 구매에는 부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정보 탐색 노력은 오 라인 구매에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

3.가격 보장과 구매 결정

가격 보장제는 상후회를 낮추어 가격 차이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선택한 구매 행동에 해 상 으로 더 만족하게 한다(McConnellet

al.,2000). 한 가격 보장제의 존재는 소비자로 하여 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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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라인 매장의 가격 수 이 낮다는 신호로 인식하도록 해 추가 인 정

보 탐색의 효과와 이득이 다고 느끼게 만들어 결론 으로 정보 탐색

의도를 감소시킨다(Srivastava& Lurie,2001).따라서 후회가 정보 탐색

에 미치는 향력은 가격 보장의 존재 유무에 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3:후회가 정보 탐색에 미치는 향력은 가격 보장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가격 보장제가 있는 경우 더 작게 나타날 것이다.

4.실증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가격 차이의 크기 가격 차이 인지의 빈도가 후회의

미치는 향과 후회의 크기가 이후 유사 구매 정보 탐색에 미치는

향 가격 보장의 존재가 후회와 정보 탐색에 계에 미치는 향을 통

해 구매 의사 결정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이를 살펴보기 해 제시된

가설에 포함된 변수를 포함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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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방법

1.가격 차이 인지와 후회

기본 으로 설문지법에 기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우선 소비자들이

후회 감정을 상기할 수 있도록 설문응답자들이 경험한 구매 행동 가

격 차이와 련해 후회했던 상황을 떠올리도록 한다.그리고 오 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온라인상에서 부정 가격 차이를 알게 되는

시나리오 형식의 시문을 제시하고 이 때 느끼는 후회감에 해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가격의 차이는 오 라인

매장에서의 가격보다 몇 % 낮은가로 그 크기를 정해 제시한다.가격 차

이의 빈도는 구매 후 가격 차이를 인지한 횟수를 시나리오에 제시하여

제시된 각 횟수에 따라 느끼는 후회의 정도를 답하도록 한다.

① 구매 후 가격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어서 오 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것이 기분이 좋지 않다.

(1= 아니다,4=보통이다,7=매우 그 다.)

② 구매 후 가격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어서 오 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것이 후회가 된다.

(1= 아니다,4=보통이다,7=매우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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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회와 정보 탐색

다음 후회의 경험이 이후 구매 상황과 정보 탐색을 한 구매 연기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해 설문에서 주어진 상황과 비슷한 경우를

여러 번 겪게 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다시 한 번 유사한 상황에서 오

라인 구매를 결정할 경우 자신의 선택에 해 얼마나 후회를 할 것이

라고 상하는지에 해 질문한다.이 질문은 Simonson(1992)과 하환호,

임충 (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질문한다.

① 옷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노력과 시간을 더 투자하겠다.

② 그냥 오 라인에서 샀다가 후회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에 해 좀 더 알아볼 것이다.

(1= 그 지 않다,4=보통이다,7=매우 그 다)

후회,정보탐색 노력과 온라인 구매 결정은 서로 독립,매개,종속 변수

의 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우선 후회와 정보탐색의 계를 알아보

기 해 Krishnamurthy와 Sivaraman(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질문하

며 모두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1= 그 지 않다,4=보통

이다,7=매우 그 다)설문 내용의 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제품의 가격에 해 해당 오 라인 매장의 주변 오 라인

매장의 가격만 알아본다.

② 제품의 가격에 해 해당 오 라인 매장의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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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품의 가격에 해 비슷한 종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가격만 알아보고 비교해 본다.

④ 제품의 가격에 해 내가 애용하는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가격을 알아보고 비교한다.

⑤ 제품의 가격에 해 가능한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가격을

알아보고 비교한다.

정보 탐색 노력과 온라인 구매 여부의 계를 알아보기 해서 Shim

etal.(2001)의 연구에 기 하여 정보 탐색 후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질문을 하고 정보 탐색 정도에 한 질문과의 상 계를 측정한다.

① 가격을 알아본 후,오 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것이다.

(1= 그 지 않다,4=보통이다,7=매우 그 다)

② 가격을 알아본 후,온라인 매장 가격이 가장 낮은 매장에서

구매할 것이다.

(1= 그 지 않다,4=보통이다,7=매우 그 다)

3.가격보장과 구매

가격보장이 정보 탐색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Srivastava와 Lurie(2001)의 연구에 기 하여 가격보장이 존재하는

오 라인 매장과 존재하지 않는 오 라인의 경우의 시나리오와 질문을

제공하고 가격 보장의 존재 유무에 따라 후회가 정보탐색에 미치는 향

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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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수들 간의 계 측정을 통해 오 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서 각각의 매출 증진을 해 가격 보장과 소비자의 정보 근성 향상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 3 자료의 수집

1.조사 상

본 연구는 구매 후 오 라인과 온라인상의 가격차이의 인지가 이미 이

루어진 구매 행동에 한 후회에 어떤 향을 미치며,이 후회가 이후의

오 라인과 온라인 구매 결정에 있어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

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상은 일반 으로 스스로 구매 결정을 한

경험이 있는 남녀 소비자들을 상으로 하 으며,크로스오버 쇼핑에 가

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의류와 탐색재 이어폰을 연구 상으로

정하 다.

2.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에 걸쳐 서울 학교 학부

학원생과 일반 직장인들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으며,응답자에게 소정의 선물(간식)을 지 하여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

다.총 176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이 유효한 설문지 167부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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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사용되었다.

3.표본의 구성

조사 상자의 일반 사항을 살펴보면 남자는 91명(54.5%),여자는 76

명(45.5%)으로 나타났다.연령은 20-25세가 110명(65.9%),26-29세가 33

명(19.8%),30 이상의 경우에 19명(11.4%)으로 20 가 가장 많았다.직

업은 학생이 136명(81.4%)으로 부분으로 나타났으며,회사원이 29명

(17.4%)순으로 나타났다.지출액은 5-10만원이 58.7%로 높게 나타났으

며,5만원 미만은 26.9%로 나타났다.

제 4 측정항목의 평가

1.신뢰성 분석

신뢰도는 한 상을 유사한 측정도구나 는 한 가지 측정도구로 반복

측정했을 때 일 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내 일

성(internalconsistency)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이 내 일 성을 평가

하기 해서 Cronbachα 계수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Cronbachα 계수를 이용하여 내 일 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 으며,그 결과 후회,정보탐색 후 후

회,정보탐색 노력,구매결정에서 0.8이상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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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항 수 Cronbach α

가격 차  지 후  

후회
3 .923

정보 탐색 노력 3 .805

정보 탐색 후 매 

결정 시 후회
3 .899

매 결정 2 .847

수 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측정항목의 신뢰성 계수

2.타당성 분석

각 변수의 측정항목의 타당성 분석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요

인분석은 수집된 많은 변수들을 유사한 항목(공통차원)들끼리 묶어 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시키는 분석방법으로,가장 리 이용되는 요인분석

모델은 주성분 분석(Principlecomponentanalysis)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련된 변수를 축소,압축하여 의미 있는 과정을 악

하기 해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 다.각 변수의 요인간의 상 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재량(Factorloading)의 수용기 은 보통 ±.30이

상이면 유의하다고 보지만,본 연구에서는 보수 인 기 인 ±.40이상을

기 으로 선택하 고,각 요인이 체 분산에 해 설명 할 수 있는 정

도를 나타내 주는 아이젠값(eigenvalue)은 1이상을 기 으로 하 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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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측정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항

1 2 3 4

후회

.918 .037 .157 .091

.895 .025 .158 .095

.894 .139 .207 .137

정보탐색 후 후회

.063 .933 -.083 -.020

.070 .910 .009 -.090

.030 .878 -.043 -.068

정보탐색노력

.179 -.045 .904 .070

.159 .025 .813 .098

.160 -.109 .749 .231

매결정
.043 .110 .144 .890

.379 -.050 .235 .583

체 2.68 2.521 2.218 1.249

% 산 24.359 22.916 20.167 11.359

% 누적 24.359 47.275 67.442 78.801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어지며 각 요인의

요인 재량이 0.5이상의 값을 보이고 설명력인 분산비도 78%가 나

왔다.아이젠값도 1이상으로 하나의 차원으로 묶어 단일 차원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든 항목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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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

(data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cleaning)과정을 거쳐,SPSSv.18.0

통계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가설검증을 하여 회귀분석(RegressionAnalysis)를 사용하

다.

둘째,연구 모형의 검증을 하여 분산분석(ANOVA)과 공분산분석

(ANCOVA)를 사용하 다.

셋째,집단에 따른 후회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test를 실시하 다.

1.오 라인과 온라인 매장 간의 가격 차이 인지와 후회

1)가격 차이와 오 라인 구매 후회 차이 (의류의 경우)

의류에 한 가격차이의 크기와 가격 차이 인지 빈도를 독립변수로 하

고 후회를 종속변수로 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추정

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후회 = 4.894 + 0.304 * 가격 차이 크기 + 0.046 * 가격 차이 인지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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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가격 차이에 따른 오 라인 구매 후회에 한 회귀분석(의류)

독립변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t값 확률

(상수) 4.894 44.759 .000

가격 차  크 .304 .211 2.769 .006

가격 차  지 

빈도
.046 .032 .420 .675

 F값=3.902**,  =.045

**p<0.05

가격 차이 크기와 가격 차이 인지 빈도 간의 상호작용의 존재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가격 차이 크기와 가격 차이 인지 빈도 간의 상호작용

(의류)

가격 차이 크기와 가격 차이 인지 빈도 사이의 상호작용은 유의확률

p=.218로 유의수 0.05보다 크므로 차이의 크기와 빈도 사이에는 상호

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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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라인 구매 후의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 인지 시 가격 차이의 크기

가 오 라인 구매에 한 후회에 미치는 향은 =.211로 유의수

p<.05수 에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가

설 1-1:오 라인 구매 후의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 인지는 가격 차이가

클수록(온라인 매가격이 낮을수록)오 라인 구매에 한 후회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표 4>가격 차이 크기에 따른 오 라인 구매 후회에 한 t-test

(의류)

차 크 평균 편차 t
확률 

(양쪽)

1% 4.591 1.5740
-2.769** .006

30% 5.197 1.2287

**p<.01

가격 차이의 크기에 한 T-test결과 t값은 -2.769이고,이에 한 유

의확률 0.006이 유의수 0.01보다 작으므로 의류의 경우 가격 차이의 크

기의 높음/낮음 집단 (온라인 가격이 오 라인 가격의 30% 낮음/1% 낮

음)간의 평균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격차이를인지한빈도가오 라인구매에 한후회에 미치는 향은 

=.032로 유의수 p<.05 수 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가설 1-2 : 오 라인 구매 후의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 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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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빈도가 높을수록 오 라인 구매에 한 후회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는기각되었다. 

2)가격 차이와 오 라인 구매 후회 차이 (이어폰의 경우)

이어폰에 한 가격차이의 크기와 가격 차이 인지 빈도를 독립변수로 하

고 후회를 종속변수로 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가격 차이 크기에 따른 오 라인 구매 후회 차이에 한

회귀분석(이어폰)

독립변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t값 확률

(상수) 4.633 40.731 .000

가격 차  크 .236 .159 2.074 .040

가격 차  지 

빈도
.146 .099 1.285 .201

 F값=2.929**,  =.034

**p<0.05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후회 = 4.633 + 0.236 * 가격 차이 크기 + 0.146 * 가격 차이 인지 

빈도 

가격 차이 크기와 가격 차이 인지 빈도 간의 상호작용의 존재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3>와 같다.

가격 차이 크기와 가격 차이 인지 빈도 사이의 상호작용은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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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6으로 유의수 0.05보다 크므로 차이의 크기와 빈도 사이에는 상

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3>가격 차이 크기와 가격 차이 인지 빈도 간의 상호작용

(이어폰)

오 라인 구매 후의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 인지 시 가격 차이의 크기

가 오 라인 구매에 한 후회에 미치는 향은 =.157로 유의수

p<.05수 에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가

설 1-1:오 라인 구매 후의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 인지는 가격 차이가

클수록(온라인 매가격이 낮을수록)오 라인 구매에 한 후회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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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가격 차이 크기에 따른 오 라인 구매 후회에 한 t-test

(이어폰)

차 크 평균 편차 t
확률 

(양쪽)

1% 4.401 1.5400
-2.047* .042

30% 4.867 1.4016

**p<.05

가격 차이의 크기에 한 T-test결과 t값은 -2.047이고,이에 한 유

의확률 0.042가 유의수 0.05보다 작으므로 이어폰의 경우에도 가격 차

이의 크기의 높음/낮음 집단 (온라인 가격이 오 라인 가격의 30% 낮음

/1% 낮음)간의 평균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격차이를인지한빈도가오 라인구매에 한후회에 미치는 향은 

=.032로 유의수 p<.05 수 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가설 1-2 : 오 라인 구매 후의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 인지는

그 빈도가 높을수록 오 라인 구매에 한 후회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는기각되었다.

의 결과를 통해 오 라인 구매 후 오 라인과 온라인 매장 사이의 가격

차이를 인지했을 때, 가격 차이의 크기 클수록 오 라인 구매에 한 후회에

더큰 향을미침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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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회와정보탐색노력

1)후회의 크기와 이후 구매 결정 시의 정보 탐색

의류의 경우,후회의 크기가 클수록 이후 구매 시의 정보 탐색 노력이

증가할 것이다 (정보탐색으로 인한 오 라인 구매 연기)에 한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378로 유의수 p<.001수 에서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가설 2-1:후회의 크기가 클

수록 이후 구매 시의 정보 탐색 노력이 증가할 것이다 (정보탐색으로 인

한 오 라인 구매 연기).”는 채택되었다.회귀식의 설명력은 14%로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표 7>후회의 크기가 이후 구매 시의 정보 탐색 노력에 미치는

향 회귀분석(의류)

독립변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t값 확률

(상수) 3.635
11.991**

*
.000

후회  크 .312 .378 5.249*** .000

 F값=27.54***,  =.143

***p<.001

이어폰의 경우,후회의 크기가 클수록 이후 구매 시의 정보 탐색 노력

이 증가할 것이다.(정보탐색으로 인한 오 라인 구매 연기)에 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550로 유의수 p<.001수 에서 유의한 정 인

(+)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가설 2-1:후회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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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수록 이후 구매 시의 정보 탐색 노력이 증가할 것이다.(정보탐색으로

인한 오 라인 구매 연기”는 채택되었다.회귀식의 설명력은 30%로 나

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8>후회의 크기가 이후 구매 시의 정보 탐색 노력에 미치는

향 회귀분석(이어폰)

독립변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t값 확률

(상수) 2.497 8.224 .000

후회  크 .529 .550 8.469*** .000

 F값=71.73***,  =.303

***p<.001

2)정보 탐색 노력의 오 라인 구매에 한 향

의류의 경우,정보 탐색 노력이 오 라인 구매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51로 유의수 p<.05수 에서 유의한 음

(-)의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가설 2-2:정보 탐색 노

력은 오 라인 구매에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회귀

식의 설명력은 11%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32 -

<표 9-1> 정보 탐색 노력이 오 라인 구매에 미치는 향 회귀분석

(의류)

독립변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t값 확률

(상수) 4.864 10.379 .000

정보 탐색 노력 -.295 -.251 -3.334** .001

 F값=11.114**,  =.063

**p<.05

한 정보 탐색 노력이 온라인 구매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96으로 유의수 p<.05수 에서 유의한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회귀식의 설명력은 8.8%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9-2>정보 탐색 노력이 온라인 구매에 미치는 향 회귀분석

(의류)

독립변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t값 확률

(상수) 2.744 5.014 .000

정보 탐색 노력 

수
.412 .296 3.983** .000

 F값=15.861**,  =.088

**p<.05

이어폰의 경우에는 정보 탐색 노력이 오 라인 구매에 미치는 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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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표 10-1>을 보면 =-.415로 유의수

p<.05수 에서 유의한 음(-)의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따

라서 이어폰의 경우에도 “가설 2-2:정보 탐색 노력은 오 라인 구매에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회귀식의 설명력은 17%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10-1> 정보 탐색 노력이 오 라인 구매에 미치는 향 회귀분석

(이어폰)

독립변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t값 확률

(상수) 5.516 14.160 .000

정보 탐색 노력 

수
-.443 -.415 -5.858** .000

 F값=34.314**,  =.172

**p<.05

한 이어폰의 경우에 정보 탐색 노력이 온라인 구매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575으로 유의수 p<.05수 에서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회귀식의 설명력은 33%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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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정보 탐색 노력이 온라인 구매에 미치는 향 회귀분석

(이어폰)

독립변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t값 확률

(상수) 1.855 5.237 .000

정보 탐색 노력 

수
.621 .575 9.031** .000

 F값=81.565**,  =.331

**p<.05

3.가격보장제가 후회와 정보 탐색 노력에 미치는 향

가격보장제의 존재 유무가 오 라인 구매 후의 후회와 정보 탐색에 미

치는 향에 해 알아보기 해 가격보장제가 없는 경우의 후회가 정보

탐색에 미치는 향과 가격보장제가 있는 경우의 후회가 정보 탐색에 미

치는 향에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향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다.

<표 11>가격보장이 없는 경우의 후회가 정보탐색에 미치는 향

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t 확률

(상수) 4.215 10.488 .000

후회 .210 .292 2.752** .007

 F=7.57, R제곱=.086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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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가격보장이 있는 경우의 후회가 정보탐색에 미치는 향

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t 확률

(상수) 3.084 6.786 .000

후회 .415 .445 4.502

***

.000

 F=20.27***, R제곱=.198

***p<.001

의 <표 11>과 <표 12>를 살펴보면 가격보장제가 없는 경우의 후회

가 정보탐색에 미치는 향은 =.292로 유의수 p<.01수 에서 유의하

게 나왔고,가격보장이 있는 경우의 후회가 정보탐색에 미치는 향은 

=.445로 유의수 p<.001수 에서 유의하다.따라서 가격보장이 있는

경우에 후회가 정보 탐색에 미치는 향이 가격보장이 없는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통계학 인 검증을 해 계층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조 변수의 조 효과를 악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상 계수,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계의 정도를

비교할 경우,계층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계층 회귀분석 방법

은 회귀식에 변수들을 단계 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조 효과를 확인하

고자 하는 변수를 독립변수와 곱셈으로 결합한 항목으로 추가했을 때 설

명력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가를 비교함으로써 조 효과를 확

인하는 방법이다.계층 회귀분석의 제 3단계에서 조 변수 간의 상호

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R2가 유의하게 변화한다면 해당되는 변수와 조

변수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이 때 조 변수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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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3> 후회가 정보 탐색에 미치는 향력에 한 가격 보장의 향

형
회귀계수

회귀

계수
t 확률 R 제곱

수정  

R 제곱

1
(상수) 3.635 11.991 .000

.143 27.549
후회 .312 .378 5.249*** .000

2

(상수) 3.660 11.985 .000

.146 14.021후회 .307 .372 5.123*** .000

가격보 -.065 -.055 -.752 .453

3

(상수) 3.649 12.017 .000

.161 10.444

후회 .313 .379 5.240*** .000

가격보 -.566 -.477 -1.862 .064

가격보 제

*후회
.103 .441 1.719 .087

***p<.001

후회가 정보 탐색에 미치는 향력에 한 가격 보장제 향에 하여

살펴보면 후회의 경우에 1단계에서 =.378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2단계에서는 가격보장제의 경우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다.3단계에서는 가격보장제와 후회의 조 효과에서 설

명력은 16%로 1단계와 2단계보다 향상은 되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며,유의수 p<.05수 에서 조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후회가 정보 탐색에 미치는 향력은 가격 보장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가격 보장제가 있는 경우 더 작게 나타날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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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 모형의 검증

1)가격 차이 인지와 정보 탐색

가격 차이 인지와 후회,그리고 정보 탐색의 계에 있어 연구 모형과

같이 가격 차이의 향이 후회에 미치는 향을 통해서만 정보 탐색 노

력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해 ANOVA와 ANCOVA를 실시하

다.

<표 14>가격 차이와 정보 탐색에 한 분산분석

스 제 III 유형 제곱합 도 평균제곱 F 확률

수정 형 7.063a 3 2.354 1.686 .172

절편 4449.733 1 4449.733 3187.160 .000

차  크 1.080 1 1.080 .774 .380

차 지

빈도
5.891 1 5.891 4.220 .042

차 크

*차 빈도
.173 1 .173 .124 .725

차 227.571 163 1.396

합계 4684.000 167

수정 합계 234.635 166

a.R제곱 =.199(수정된 R제곱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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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가격 차이,후회,정보 탐색에 한 공분산분석

스 제 III 유형 제곱합 도 평균제곱 F 확률

수정 형 46.672a 4 11.668 10.056 .000

절편 150.641 1 150.641 129.834 .000

후회 39.609 1 39.609 34.138 .000

차  크 5.545 1 5.545 4.779 .030

차 지

빈도
6.914 1 6.914 5.959 .016

차 크

*차 빈도
1.042 1 1.042 .898 .345

차 187.962 162 1.160

합계 4684.000 167

수정 합계 234.635 166

a.R제곱 =.199(수정된 R제곱 =.179)

분산분석의 결과,가격 차이의 크기는 후회에,가격 차이 인지 빈도는

정보 탐색 노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p=0.042<0.05)으로 나타났으

나.후회를 공분산으로 하여 ANCOVA를 실시한 결과 공분산의 변동에

한 유의확률 p=.000은 유의수 0.01에서 유의하므로 후회는 정보 탐

색 노력에 매우 유의한 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후회에 의한 요인을

제거한 순수한 가격 차이 크기,가격 차이 인지 빈도는 유의확률이 유의

수 0.01보다 크므로 정보 탐색 노력에 직 인 유의한 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연구 모형과 같이 가격 차이의 향이 후회에

미치는 향을 통해서만 정보 탐색 노력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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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회와 구매 결정

후회와 정보 탐색,그리고 구매 결정의 계에 있어 연구 모형과 같이

후회의 크기가 정보 탐색에 미치는 향을 통해서만 구매 결정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해 추가 으로 후회와 오 라인 구매 결정에

한 회귀분석과 후회와 정보탐색을 독립변수로 하고 오 라인 구매를 종

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16>후회가 오 라인 구매에 미치는 향 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t 확률

(상수) 4.285 11.372 .000

후회 -.193 -.199 -2.611** .010

 F=6.817**, R제곱=.040

**p<0.05

<표 17>후회와 정보 탐색 노력이 오 라인 구매에 미치는 향

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t 확률

(상수) 50161 10.175 .000

후회 -.118 -.122 -1.499** .136

정보 탐색 노력 -.241 -.205 -2.531 .012

 F=6.723**, R제곱=.076

**p<0.05

후회가 오 라인 구매 결정에 미치는 향은 <표 16>을 보면 =-.199

로 유의수 p<.05수 에서 유의한 음(-)의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후회와 정보 탐색 노력이 오 라인 구매 결정에 미치는



- 40 -

향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인 <표 17>을 보면,유의확률 p=.136은 유

의수 0.05보다 크므로 후회 경험의 크기가 이후 유사 구매 상황에서의

오 라인 구매 결정에 해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연구 모형과 같이 후회의 향은 후회가 정보 탐색 노력에

미치는 향을 통해서 오 라인 구매 결정에 음(-)의 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3)오 라인 매장 환경이 의류와 이어폰의 오 라인 구매에 미치는 향

차이

추가 으로 오 라인 매장의 원의 도움이나 찬사와 같은 온라인 매장

과 구분되는 오 라인 매장의 환경이 의류와 정보 탐색을 통해 제품의

정보에 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이어폰의 오 라인 구매에 미치는

향의 차이에 해 알아보았다.

<표 18>를 보면 알 수 있듯이,의류의 경우가 이어폰의 경우보다 원

의 찬사와 도움이 오 라인 구매에 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표 18> 원의 도움과 설명이 옷과 이어폰의 구매결정에 미치는

향 차이 

평균 N 편차 t 확률 

류  경우 점원  도움과 찬사가 

프라  매 결정에 향  

미친다.

4.23 167 1.524

.472 .637
어폰  경우 점원   

프라  매 에  매 결정에 

향  미친다.

4.16 16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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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 론

제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오 라인 매장과 같은 랜드의 같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으

로 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차 많아지면서 오 라인 매장이 품질에

서 온라인 매장과의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온라인 매장과의 가격 차이가

부각이 됨에 따라,이러한 오 라인과 온라인 매장 간의 가격 차이에

한 인지가 후회와 이후 유사 구매 상황에서의 정보 탐색과 구매 결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생각에서 출발하 다.본 연구의 분석

상은 스스로 구매 결정을 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상으로 하 으

며,가격 차이의 크기와 빈도가 후회감의 크기에 미치는 향과 그 후회

의 크기가 이후 정보 탐색 노력에 미치는 향과 온,오 라인 구매 결

정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 고,문헌 연구를 통해 후회

와 구매 연기 정보 탐색과 가격보장에 해 조사하 다.이러한 조사

를 정리해 가격 차이 인지에 따른 후회와 정보 탐색 노력에 한 실증연

구 모형을 개발할 수 있었다.

실증연구에서는 가격 차이의 크기와 빈도,그리고 가격보장제의 유무

여부가 다른 다양한 구매 환경을 상기시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해

설문을 수집하고,수집한 설문지에 해 SPSSv.18.0을 이용하여 신뢰

성 분석,요인분석,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가설에 한 검증결과는 다음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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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가설의 검증결과

연  가 결과 

가  1

가설 1-1:오 라인 구매 후의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 인지는 가격 차이가 클수록 오 라인

구매에 한 후회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오 라인 구매 후의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 인지는 그 빈도가 높을수록 오 라인

구매에 한 후회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각

가  2

가설 2-1:후회의 크기가 클수록 이후 구매 시의

정보 탐색 노력이 증가할 것이다.
채택

가설 2-2:정보 탐색 노력은 오 라인 구매에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  3

가설 3:후회가 정보 탐색에 미치는 향력은

가격 보장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가격 보장제가

있는 경우 더 작게 나타날 것이다.

각

본 연구의 가설 1은 오 라인 구매 후의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 인지가

오 라인 구매에 한 후회에 미치는 향에 한 것으로 가격 차이의

크기 가격 차이 인지 빈도와 후회의 계를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

을 통해 검증하 다.분석결과에 따르면,가격 차이의 크기가 클수록 오

라인 구매에 한 후회가 더 커지며,가격 차이를 인지한 빈도는 후회

의 크기에 정(+)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는 후회와 정보 탐색의 계와 정보 탐색과 오 라인 구매 결정

의 계에 한 것으로,후회의 크기가 클수록 이후 유사한 구매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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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매를 연기하고 보다 정보 탐색을 하려는 노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러한 정보 탐색은 그 노력의 수 즉,정도가 커질수록

기존의 오 라인 매장에서의 구매보다는 온라인 매장에서의 구매 결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은 가격보장제의 존재가 후회와 정보 탐색의 계에 미치는 향

에 한 것으로 가설과는 반 의 결과가 나왔다.이는 기존의 연구와는

반 의 결과로 가격보장제가 존재할 때 후회의 크기가 정보 탐색 노력에

미치는 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보장제가 존재할 때 정보

탐색 노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 기존의 연구와는 반 되

는 결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터넷과 정보력의 발달과 오 라인 매장

으로 한계를 짓지 않고 정보 탐색이 용이한 온라인 매장을 고려 상으

로 삼았다는 ,그리고 인터넷 정보 검색이 매우 용이한 한국이라는 환

경의 따른 결과로 상된다.

제 2 연구의 시사

최근 많은 오 라인 매장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 하면서 소비자들은

기존의 온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온라인 매장에서 가격과 품질

의 보장을 받으며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본 연구는 같은 랜

드의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품질에 있어 오 라인과 온라인 매장이 동일

하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오 라인과 온라인 매장 어디에서 구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로 보고,두 매장 간의 가격 차이의 인지

가 기존 구매 결정에 한 후회와 이후 행동과 구매 결정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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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가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오 라인 매장의 매 증진을 해서는 온라인 매장과의 가격 차

이를 크게 여야 할 것이다.가격 차이의 크기가 클수록 오 라인 구매

에 한 후회의 크기가 커지고 이것이 곧 구매 연기와 정보 탐색으로 이

어져 결국엔 오 라인 구매가 감소하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부정 결

과를 막기 해 온라인과 같은 랜드의 같은 제품을 매할 경우 온라

인 매장과의 가격 차이를 가능한 한 이고,고객이 직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오 라인 매장의 이 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온라인 매장의 경우 잠재 고객의 제품의 가격과 품질에 한 정

보 탐색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특히나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의

류와 같이 직 보지 않고서는 품질이나 사이즈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오 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확인이나 가늠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한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셋째,가격 보장제는 오 라인 매장의 매 증진보다는 온라인 매장의

매 증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가격 보장제의 존재는 정

보 탐색 노력을 높이고 이는 온라인 매장에서의 구매로 이어진다.따라

서 온라인 매장을 운 하기 시작한 오 라인 매장의 경우는 해당 온라인

매장의 홍보 방안 하나로 가격 보장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오 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 하는 업체가 많아지

는 만큼 오 라인의 직 제품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 과 온라인 매장

의 낮은 가격이라는 이 을 살려 소비자가 직 제품 확인 후 오 라인

매장에서 바로 자사 온라인 매장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두 매장간의 시 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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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1.연구의 한계

첫째,스스로 구매 결정을 해 본 소비자를 상으로 표본을 구성했으나

표본 추출과 련하여 한계가 있을 수 있다.응답자의 분포가 학생과 20

에 집 해 있다는 에서 체 소비자를 표하지 못 한다는 에서

일반화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크로스오버 쇼핑의 주 상이 의류이기는 하나 본 연구의 연구

상을 의류와 이어폰으로 한정하 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보다 다양

한 상품군으로 확장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본 연구의 설문은 시나리오로 구성해 가상의 상황을 제공하여 후

회와 정보 탐색 노력 여부를 고려하게 하 으므로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2.향후 연구과제

첫째,기존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에서 온라인 정보

탐색이 용이한 한국이라는 특정 환경에서의 가격 보장제에 한 재연구

와 새로운 활용 방안에 해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 가격 보

장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온라인 매장의 증가로 자사 온라인 매장을 운 하지 않는 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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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매장의 가격 차이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막기 한 새로운 방안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오 라인과 온라인 매장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변수로

사용하여 보다 실무 인 시사 을 높여 필요성이 있다.

넷째,본 연구는 후회를 심으로 이루어졌다.따라서 만족이나 구매의

기쁨과 같이 후회의 반 개념으로 연구할 경우의 결과 역시 오 라인이

나 온라인 매장의 마 략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유용한 연구 과

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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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저의 석사학위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가격 차이와 구매 의사 결정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알아보고자 연구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설문지를 통하여 얻어진 귀하의 소중한 

답변은 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각 설문에 정답을 없으며, 

귀하가 느끼신 바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오직 학문적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본 연구 조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에서의 

구매 결정에 관한 연구

2012. 11.

지도교수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이유재  교수님

연 구 자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 김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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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사 항 *

l설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해 주십시오.
l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난 후의 순간적인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l설문에 답하실 때에는 한 개의 숫자, 답에만 표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황 설정 

귀하는 날씨가 추워져서 겉옷을 하나 장만하기로 했습니다. A 오프라인 매

장을 구경하던 중 마음에 쏙 드는 옷을 발견했습니다. 점원의 도움과 찬사

를 받으며 직접 옷을 입어보고 사이즈를 확인한 후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귀하는 구매 후 바로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뒤 인터넷을 하던 중, 옷을 샀던 A 매장의 온라인 쇼핑몰 배너에서 

귀하가 구매한 옷과 같은 브랜드, 같은 디자인의 옷을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 귀하가 구매했던 바로 그 옷이 A매장에서 

구매했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옷은 이미 착용했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습니다. 

▣ 오프라인 매장은 백화점, 시장, 로드 샵, 대형 마트 등 직접 제품을 

보고 만져보고 시험해 보고 살 수 있는 전통적 의미의 점포를 모두 포함

합니다. 

▣ 온라인 매장은 인터넷을 통해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전문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개별 온라인 쇼핑몰 등 모

든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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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알게 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가격 차이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l오프라인 가격보다 1% 저렴
l오프라인 가격보다 15% 저렴
l오프라인 가격보다 30% 저렴

1. 가격은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다.

2. 점원의 도움과 찬사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3. 구매 후 가격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것이 후회된다. 

4-1. 온라인 매장에서의 가격이 오프라인 

    매장 가격보다 1% 싸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것이 후회된다.

4-2. 온라인 매장에서의 가격이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보다 15% 싸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것이 후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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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옷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 또 같은 브랜드의 같은 디자인의 

옷이 귀하가 구매한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귀하가 이렇게 오프라인 구매 후 온라인 매장에서의 가격 차이를 발견한 

경험의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l오프라인   구매 후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를 한 번 경험했다.
l오프라인   구매 후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를 5번 경험했다.
l오프라인   구매 후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를 10번 경험했다.

4-3. 온라인 매장에서의 가격이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보다 30% 싸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것이 후회된다. 

5-1. 이러한 상황을 또 겪게 되어  

    오프라인에서의 구매가 후회된다. 

5-2. 오프라인 구매 후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를 한 번 경험하게 되어 

    오프라인에서의 구매가 후회가 된다.

5-3. 오프라인 구매 후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를 5번 경험하게 되어 

    오프라인에서의 구매가 후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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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이전에 산 옷과 다른 디자인의 겉옷을 하나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A매장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의 옷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전과 같이 디자인을 자세히 보고 옷을 직접 입어보고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귀하는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A매장에서의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4. 오프라인 구매 후 온라인과의 

    가격 차이를 10번 경험하게 되어 

    오프라인에서의 구매가 후회가 된다.

6. 다른 곳의 가격을 더 알아보지 않고 그냥 옷을 본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한

다.      

          그렇다(      )  (à10번 문항으로 가세요.)

아니다(      )  (à7번 문항으로 가세요.)

7. A오프라인 매장에서 지금 구매하면 

   ‘나중에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할 걸’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8-1. 그냥 오프라인에서 샀다가 가격 차이를 

    발견하고 후회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에 대해 좀 더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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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품의 가격에 대해 해당 오프라인 

    매장 근처의 유사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만 알아본다. 

    (유사 오프라인 매장: 백화점은 백화점,

    로드 샵은 로드 샵,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만)

8-3. 제품의 가격에 대해 해당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매장의 가격만 알아본다. 

8-4. 제품의 가격에 대해 유사 오프라인 

    매장과 해당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매장의 가격만 알아본다. 

8-5. 제품의 가격에 대해 유사 오프라인 

    매장과 유사 온라인 매장의 가격까지 

    알아본다. 

8-6. 제품의 가격에 대해 유사 

    오프라인 매장, 유사 온라인 매장과 

    내가 아는 온라인 매장의 가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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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품의 가격에 대해 가능한 모든 

    오프라인 매장과 모든 온라인 매장의 

    가격을 모두 알아본다. 

9-1. 가격을 알아본 후, 처음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것이다.

         그렇다(      )

         아니다(      )

       

9-2. 가격을 알아본 후, 오프라인 매장 중 가장 가격이 낮은 매장에서 

    구매할 것이다.

그렇다(      )

         아니다(      )

9-3. 가격을 알아본 후, 온라인 매장 중 가장 가격이 낮은 매장에서 

    구매할 것이다. 

         그렇다(      )

         아니다(      )

10. 이번 구매 결정에 대해 만족한다. 

        

  뒤에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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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산 후 온라인 매장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옷을 팔던 것을 발견했던 경험이 있는 귀하는 이후 다른 옷을 살 일이 

생겨 예전과는 다른 B오프라인 매장에 들렀습니다. 가격을 확인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 B매장에는 가격보장제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매장에서 옷을 구매하신 후,

한 달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같은 제품이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이를 증명하시면 그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가격보장이란 자사 점포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가격이 타 점포에서 팔

리는 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을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제품 구매 

고객이 입증하게 되면 그 차액을 환불해주는 가격 정책을 입니다.

11. 가격보장제를 제공하는 B매장이 가장 

   낮은 가격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2-1. B매장에 가격보장제가 있으므로 

     다른 매장의 가격을 알아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12-2. 구매 전, 가격보장제를 제공하는 

     B 외의 다른 온,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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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B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옷을 구매할 것이다.

          그렇다(      )  (à17번 문항으로 가세요.)

아니다(      )  (à14번 문항으로 가세요.)

14. B오프라인 매장에서 지금 구매하면 

   ‘나중에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할 걸’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15-1. 그냥 B 매장에서 샀다가 가격 차이를 

    발견하고 또 후회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에 대해 좀 더 알아볼 것이다.

15-2. 제품의 가격에 대해 B 오프라인 매장 

근처의 유사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만 

알아본다. (유사 오프라인 매장: 백화점은 

백화점, 로드 샵은 로드 샵,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만)

15-3. 제품의 가격에 대해 B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매장의 가격만 알아본다. 

15-4. 제품의 가격에 대해 유사 오프라인 

     매장과 해당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매장의 가격만 알아본다. 

15-5. 제품의 가격에 대해 유사 오프라인 

     매장과 유사 온라인 매장의 가격까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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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제품의 가격에 대해 유사 

     오프라인 매장, 유사 온라인 매장과 

     내가 아는 온라인 매장의 가격을 

     알아본다. 

15-7. 제품의 가격에 대해 가능한 모든 

     오프라인 매장과 모든 온라인 매장의 

     가격을 모두 알아본다. 

16-1. 가격을 알아본 후, 처음의 B 매장에서 구매할 것이다.

         그렇다(      )

         아니다(      )

       

16-2. 가격을 알아본 후, 오프라인 매장 중 가장 가격이 낮은 매장에서 

     구매할 것이다.

그렇다(      )

         아니다(      )

16-3. 가격을 알아본 후, 온라인 매장 중 가장 가격이 낮은 매장에서 

     구매할 것이다. 

         그렇다(      )

         아니다(      )

17. 이번 구매 결정에 대해 만족한다. 

18. 이번 구매 후 더 낮은 가격을 

   발견해도 이번 구매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뒤에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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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음은 배경설문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19. 귀하의 성별은?                      성별: 남(      )    여(      )    

20. 귀하의 연령은?                      연령: 만          세

20. 현재 귀하께서 지출하는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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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dvances in the distribution system and communication

network,it’sgettingeasiertosearchandpurchaseproductthrough

On-linestore.Itisalsoeasytocomparethepricesofsameproducts

with samequality between off-lineandon-linestoresduetothe

increaseinon-linestoresownedbydepartmentordiscountstores,so

consumersbecomeabletocheckonthequalityorsizeofproductat



off-line and purchase the productwith lower price aton-line.

Becauseofthiscircumstance,consumers,whofindouttheproduct

withthelowerpriceaton-linerightaftertheyboughtsameproduct

withthehigherpriceatoff-line,wouldregrettheiroff-linepurchase

considering it could be avoidable loss(Zeelenberg,1996). Then,

consumerswouldremindtheirexperiencewithregretinthesimilar

purchasingsituationandcouldpostponeoff-linepurchasingorchoose

on-linepurchas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regret caused by price

difference between off-line and on-line and the effect of the

accumulationofthisexperienceonpurchasingdecisioninthesimilar

situationaftertheregret.Inotherwords,itstudiedtheimpactsof

regretdegreeeffectedbythepricedifferencesandthefrequencyof

recognitionofthesedifferencesoneffortstosearchinformationand

purchasing decision in the expected similar purchasing situation.

Furthermore, the study also examined the suitability of price

guaranteeasthewaytoinduceoff-linepurchase.

Thesurveyusedthepurchasingsituationscenariowasconducted

with university studentsandwasanalysedby SPSS v.18.0.The

scenario shows various situations with the existence of price

guaranteeandthescaleandfrequencyofpricedifferencesbetween

off-lineandon-linestores.



Thesummaryofthefindingsofthestudyisfollowed.

First,whenrecognizingthepricedifferencesbetweenoff-lineand

on-line afteroff-line purchase,the biggerprice difference would

causethemoreregret.However,thefrequencyofexperiencingprice

differencesdoesnothaveanimpactonregret.

Second,theregretcaused by pricedifferencesmakespostponing

off-linepurchaseandhasapositiveimpacton thedegreeofthe

effortto search information.And the degree ofeffortto search

informationlowerstheoff-linepurchase.

Third,when thepriceguarantee is exists,thedegreeofregret

increasestheefforttosearchinformation,andthisresultisdifferent

from formerstudies.

Theimplicationsofthestudyarefollowing.Toenhancetheoff-line

sales,itis necessary to reduce the price differences and help

consumers to get more information to lower the regret when

consumers find outthe price difference and make them notto

postponeoff-linepurchase.Fortheon-linestorewithacompetitive

price,a price guarantee would be helpfulto increase the sales,

especiallyintheKoreanmarketwhereon-linepurchaseiscommon.

Moreover,therewouldbeasynergyifoff-linestoreswithon-line

storesmakeasystem thatconsumerscancheckproductsinperson

andgiveanordertothestore’son-lineshopatoff-line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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