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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소비자의 쇼핑 환경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

는 추세이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와의 면대면 서비스가 불가능한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의 감정

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의 서비스 실패 경험과 이에 따른 인지 평가 과정에 주목한다. 특히 소

비자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정적 감정의 반복적 사고인 반추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 심리 및 행동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반추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반추는 잘못된 상황과 그 상황을 만든 대상에 대한 부정적 사고이며 결국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보복, 회피 및 나쁜 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서비스 

실패에 대한 고객의 반추는 공급자 전환이나 부정적 구전과 같이 리테일러를 

해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부정적 감정에 따른 반추는 소비자의 

불만족과 리테일러와의 관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매출을 저해하는 강력한 도

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 반추와 소비자 반응 간의 관계

에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노력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현재까지 연구가 미비한 분야인 모바일 쇼핑 상황에서 서비스 실패 경험

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을 알아보고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소비자

의 반추에 대해 규명하고자 20~30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 방법

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

험의 유형은 사이즈, 색상 등 품질 차이에 따른 서비스 결과 실패와 시스템에

러, 배송 등의 문제에 의한 서비스 과정 실패로 구분되었다. 서비스 실패 경

험 후, 소비자가 가장 많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짜증과 분노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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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심대처, 감정중심대처 그리고 부인대처가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반추에 관한 언급 내용을 살펴본 결과, 패션 제품을 입거나 보는 것 만

으로도 자신이 경험한 실패에 대해 반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대면 서비스

가 가능한 오프라인 쇼핑 환경보다 배송, 교환 및 반품에 대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소요되는 모바일 쇼핑은 소비자의 반추도 길어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실패 경험 후의 소비자의 불만족은 더 이상 해당 업체를 방

문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해당 브랜드앱을 바로 삭제하는 반응까지 나타났다. 

따라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리테일러에 대한 소비

자의 관계지속의도가 중요한 결과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반추에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노력의 효과를 각각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델을 2가지로 구성하였다. 

20~30대 여성 3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한 양적 연구를 수행

하고 Smart PLS 3.0과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델 1은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에 반추와 소비자의 대처전략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

로 했다. 연구 결과,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반추, 소비자 반

응 간의 순차적인 영향 관계가 확인되었다. 부정적 감정에 대한 소비자의 감

정중심대처와 부인대처는 반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제중심대처

는 반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건의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대처전략으로 반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의 문제중심대처전략은 추가로 

확인한 서비스 실패 경험에 상황적, 개인적 속성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 소비자의 적극적 문제해결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연구모델 2는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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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평가 과정에 반추와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따른 만족의 영향을 확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 결과,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 

반추, 소비자 반응 간의 순차적인 영향 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은 소비자의 서비스 회복 후 반추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와 함께 보상을 제공하는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노력의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모델2에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

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행한 결과, 실패 유형과 

감성 지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황적 속성인 브랜드 자산 고

·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브랜드 자산의 차이에 따른 서비스 

회복 시스템 구축과 대처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면 대면 서비스가 불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소비

자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전략 수립에 유용한 소비자의 인

지 평가 과정을 이해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부정적 감정과 

소비자 반응(불만족, 관계지속의도)간의 관계에 반추의 개념을 밝혔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모바일 쇼핑 환경에서의 서비스 실패와 

소비자의 감정에 대해 다뤘다는 것과 소비자의 반추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상황에 소비자

의 부정적 감정이 소비자 반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반추라는 또 다른 메커니

즘의 존재를 밝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리테일러의 서

비스 회복 노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소비자를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

하는 데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부정적 감정, 반추, 대처전략, 서비스 회복, 관계지속의도 

학  번 : 2016-3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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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보편화는 쇼핑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소

비자의 쇼핑 환경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는 추

세이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상반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6조 53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

가했다(통계청, 2018).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의 비중은 

61.8%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

신했다. 따라서 모바일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된 업체들의 경쟁은 갈수

록 심화되고 있다. 모바일을 이용한 쇼핑은 간편 결제, 플랫폼 다각화, 쇼핑 

서비스의 질적 확장, 거래처와의 비용 축소 등 서비스와 시스템이 발전을 거

듭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변화, 오픈 마켓의 성장, 소셜 커머스 부진 

및 포털사의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이슈들이 모바일 쇼핑 환경에 나타나고 있

다. 리테일러들은 증가하는 모바일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을 도

입하여 모바일 쇼핑의 확장과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의 편이성, 

신속성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

한 소비자와의 면대면 서비스가 불가능한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할 소비자의 감정에 대한 연구 또한 미비하다. 

모바일 쇼핑은 사용자가 하여금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정보에 접

근하고 어떤 장소에서든 실시간으로 가상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특성이 

있다(Mennecke & Strader, 2003). 이러한 특성은 쉽게 사고 쉽게 반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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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족’의 증가라는 현상을 가져왔다. 신한 트렌드 연구소가 2016년 11월

부터 2017년 1월까지 3개월간 신한 카드 이용고객 1천33만 명의 1억6천

900만 구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1회 이상 반품하는 일명 반품족의 비

중은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50.6% 증가했다.  

또한 모바일 쇼핑은 제한된 특정 루트를 통한 접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모바일앱을 통한 구매는 특정 모바일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

여 접근하게 된다.  소비자는 관심이 있거나 자주 구매하는 제품 관련 앱을 

설치하면 더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리테일러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모바

일앱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다. 모바일

앱은 리테일러가 소비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이 지

속적으로 리테일러를 방문하고 충성도를 형성하게 하는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

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기대 이하의 서비스나 제품으로 인해 리테일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쉽게 앱을 삭제할 수 있다. 모바일 쇼핑 

소비자들은 더욱 간결하고 확실한 서비스를 원한다. 사이즈나 색 등과 같은 

제품 요인으로 인한 서비스 결과 실패, 또는 요청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

하게 받지 못하는 서비스 과정 실패로 인해 반품 또는 교환을 하게 되면 소비

자들은 이 실패의 의미를 매우 크게 인식한다. 자신에게 번거로움을 준 해당 

온라인 몰을 즐겨 찾기에서 지워버리거나 모바일앱을 가차 없이 삭제한다. 삭

제만큼 명확한 의사 표현은 없을 것이다. 기존에 보유했던 앱을 삭제한 소비

자를 다시 재 방문으로 이끄는 것은 새로운 소비자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보

다 더 어려운 일이다. 

제품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직접 체험해 볼 기회가 없는 것, 판매원과 

직접 소통하기가 어려운 점 등 기존 모바일 쇼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

근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다. 예를 들면, 증강현실(AR)기술을 이용한 홈 피팅

이나 보유한 의상과의 사이즈 비교가 가능한 서비스, 판매원과 직접 소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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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챗봇 등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대중화, 상용화가 부족

한 실정이다. 리테일러들은 증가하는 모바일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모바일 쇼핑의 확장과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모바일 쇼핑의 

특성에 따라 빠르고 쉽게, 언제 어디서나 구매를 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쉽고 빠르게 거부하는 등, 부정적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소비자의 구매행위는 구매 결정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매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그 제품에 대한 재구매 여부

를 결정하는 것까지, 구매 전과 구매 후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의사결정은 

인지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이지만 또한 감정적 과정이다.  소비자의 감정에 연

구에 대한 중요성과 이를 활용한 마케팅은 최근 꾸준하게 이슈화되고 있다. 

기존 마케팅 연구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광고를 

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구매로 이끌 것인가에 초점을 맞히고 있다. 하지만 

구매 후 소비자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은 소비자를 구매로 이끄는 감성 마케팅

만큼이나 중요하다. 정신분석학자 Winnicott(1988)에 따르면 행복이나 기쁨

은 공유할수록 커지고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재미있는 영상, 정보 등

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킨다. 반면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공감을 이끌고 타인의 감정에 호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Garland, Fredrickson, Kring, Johnson, Meyer, & Penn (2010) 에 따르면 소

비자가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면 반추(rumination)하게 되고 이는 불평

(complaining)과 부정적 구전(negative WOM), 부정적 이용 의향(patronage 

intention)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비자가 부정적 거래 경험을 통해 느끼

는 부정적 감정은 추후의 소비자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Bagozzi, Gopinath, 

& Nyer, 1999). 

그러나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

며 특히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 작업만을 조사해왔다. 소비자가 스스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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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비 관련 경험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떠한지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불만스러운 서비스 경험에 의한 부정적 감정은 고

객 불만 행동의 원인이 된다(Bougie et al., 2003; Mattsson et al., 2004; 

Westbrook, 1987). 그러므로 서비스 공급자는 불만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부적절한 서비스 경험의 정서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Tronvoll, 

2011). 그러나 고객 서비스 경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관심은 다양한 서비

스 구조 (Bearden & Teel, 1983; Oliver, 1980)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다. 

소비 맥락에서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반복적 사고인 반추는 마케

팅 분야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관련성은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다. Watkins(2008)는 반추를 부정적인, 판단력 있는 과거에 대한 관심을 

통해 화가 나는 경험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개념화했다. 또한 반추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원인에 집중하는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인지 과정이다

(Roelofs, Muris, Huibers, Peeters, & Arntz, 2006). 즉 부정적 상황이나 경

험을 끊임없이 되새김하며 후회, 실망,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게 되는 과정이다(Conley, Faleer, Raza, Bailey, & Wu, 2018). 반

추의 개념은 심리학 문헌에 존재하지만, 이 현상은 국내의 소비자 조사 및 마

케팅 연구에서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소비자가 매일 또는 온종일 반추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반추는 소비 패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마케팅 분야에

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서비스 환경에서 만족과 불만족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지적 평가이며 

감정적 반응이다. 이러한 소비자 반응은 기업 명성이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서비스 만족 

혹은 불만족을 경험한 고객의 감정 및 이를 통해 수반되는 반응이 어떻게 형

성되는지에 대한 관련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제 이론

(control theory)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반응과 행동은 특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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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발생 자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개인에 의해 해석되고 

이해되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Lazarus, 1991). 이는 한 개인이 부

정적 상황에 부닥쳤을 때 개인의 심리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을 예측하고 이해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상황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가 이를 어떻게 인

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Meichenbaum, 1988).  따라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소비자의 

인지 평가와 감정적 반응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패상황 그 자체

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객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실패 시 소비자가 보이는 

다양한 반응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실패 상황에서 

고객의 반응에 관한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인지 평가 과정을 살펴보고 소비자의 불만족과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

을 선행 요인으로, 불만족과 관계지속의도를 결과 변수로 하는 인지 평가 과

정에 반추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행된 부정적 감정의 반복된 사고

인 반추에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노력이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또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라는 중심 사건에 상황

적 속성(서비스 실패 유형, 브랜드 자산)과 개인적 속성(감성 지능)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 후 소비자 부정적 감정의 변

화와 이에 따른 인지 평가 과정을 연구하고 기존의 소비자 연구에서 미비하게 

다뤄지고 있는 반추라는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 심리 및 행동 연구범위

를 확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을 활용하여 소비자 부정적 감정에 따른 반추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알아봄으로써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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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에서의 소비자

의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이에 따른 반추가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온·오프라인 채널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모바일 환

경에서의 실패 경험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연구의 주요 변수로 소비자 및 모바

일 환경에서 연구되지 않아 온 반추의 개념을 확인하고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모두 수행하였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과 이에 따른 반추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히고 연구의 목적과 세부적인 연구의 흐름 및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을 제시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연구에 사용되는 주요 이론과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진행한다. 먼저 제 1 절에서는 서비스 실패 상황에 따른 소

비자 감정적 인지 평가 과정을 통해 부정적 감정과 반추, 소비자 반응에 관계

를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틀을 구성하기 위해 인지 평가 이론의 선행문헌을 

고찰한다. 제 2 절에서는 앞선 평가 이론의 고찰을 통해 소비자의 감정과 반

추 및 대처전략의 메커니즘을 확인한 후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반

추에 관해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반추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의 역할을 알아본다. 제 3 절에서는 실패 경험에 따른 결과 변수인 

소비자 반응인 불만족과 관계지속의도에 대해 고찰하고 이 요인들 간의 관계

를 정립한다. 제 4 절에서는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서

비스 회복 만족과 부정적 감정에 따른 반추의 관계를 알아본다. 제 5 절은 모

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상

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속성에 주요 요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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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 상황적 속성으로는 실패의 유형과 브랜드 자산, 개인적 속성으로는 

감성 지능을 제안하며 이에 따른 선행문헌을 고찰한다. 

제 3 장 질적 연구에서는 제 2 장에서의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델 구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 1 절

에서는 질적 연구 문제와 연구모델을 제시하고 제 2 절에서는 질적 연구 방

법과 절차에 관해 서술한다. 제 3 절에서는 질적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서술

함으로써 질적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논의한다. 

  제 4 장 양적 연구에서는 제 2 장과 제 3 장을 통해 연구 가설과 모델

을 구체화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제 1 절에서는 가설 설정과 연구모델을 제안

하고 제 2 절에서는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서술한다. 이 때 측정 도구의 개발 

과정과 문헌 고찰을 토대로 개발한 설문 조사의 측정 도구와 연구 절차에 관

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한다 제 3 절은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반추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모델 1의 모델과 가설을 검증한다. 제 4 절에서는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과 반추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모델 2의 모델과 가설 검증을 진

행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문을 요약하고 결

론을 제시하며 연구의 제한 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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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흐름 주요내용 

 

제 1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의의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 2 장  

이론적 배경 

 평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틀 제안 

 부정적 감정과 반추의 관계 고찰 

 서비스 실패에 대한 소비자 반응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과 만족 

 서비스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 3 장  

모바일 패션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과  

반추에 관한 연구 

 면담 조사 방법을 이용한 탐색적 연구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 내면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인지 평가 과정에 

반추의 영향 규명 

 

제 4 장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의 효과에 관한 연구 

 시나리를 기반으로한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한 실증적 연구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과 반추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노력의 효과 규명 

 서비스 실패 경험에 상황적·개인적 

속성의 영향 규명 

 

제 5 장  

결  론 

 요약 및 결론 

 시사점과 한계점 논의 

<그림 1-1>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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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반추 및 소비자 반응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가 이론의 개념 및 과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부정적 감정과 반추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의 기반

이 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서비스 실패 경험의 상황적 속

성인 실패의 유형과 브랜드 자산, 개인적 속성인 감성 지능이 부정적 감정, 

반추 그리고 소비자 반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 1 절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 
 

 본 절에서는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선행 요인으로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반추 및 소비자 반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평가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인지 평가 과정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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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이론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은 상황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개인적 의미 형

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Lazarus, 1991). 평가 이론은 개인이 환경 

자극에 노출될 때 겪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한다(Lazarus, 1991; 

Scherer, Schorr, & Johnstone, 2001). 

감정에 관한 연구에서 평가 이론은 평가, 소비 감정 및 소비 후 행동 간

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어왔다 (Bougie, Pieters, & Zeelenberg, 2003; 

Nyer, 1997; Soscia, 2007). 이 이론은 사람들이 감정 반응이 발생하기 전에 

자극적인 사건이나 사건의 개인적 의미를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의 형태

와 출현은 인지 평가 과정에 달려있다(Bagozzi et al., 1999). 

 인지 평가는 특정 상황이 개인의 웰빙과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

이며, 평가 방식이다(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개인은 자신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고 안녕을 위협하는 환경에

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인지 평가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1차 

평가를 하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에게 발생한 일이 주로 유해하거나 위협적인

지 여부를 결정한다. 1차 평가의 감정적 결과는 상대적으로 근본적이며 잠재

적인 위협 또는 이익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이다. 2차 평가는 가능한 대처 옵

션, 주어진 대처 메커니즘이 기대한 대로 성취할 가능성, 특정 전략이나 일련

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보다 복잡한 평가 프

로세스이다. 1차 평가와 2차 평가는 개인적 속성과 상황적 속성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함께 진행된다(Lazarus, 1994). 

평가 이론이 발전하면서 최근 연구들은 Lazarus(1991)의 2단계 평가를 

이론적 틀로 사용해왔다. Lazarus(1991)의 2단계 틀 이전에, 평가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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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old(1960)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개인에 따른 동일한 사건에 대한 감

정적 반응의 차이를 조사하는 데 사용되었다(Moors et al., 2013). 평가 이론

은 평가 과정이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최근 다양한 인지, 정서, 동기 부여 및 

신체적 반응이 포함되며 관심이 증가하였다(Moors et al., 2013). 평가 이론의 

복잡성과 포괄성은 평가 이론 연구 간의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평가 이론 연구의 일부인 인지 평가 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이 감정 형성을 설명하는 데 점차 많이 사용되었다(e.g., Frijda, 1986; 

Ellsworth & Scherer, 2003). 인지 평가 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발생하는 사

건에 대한 초기 인지 판단에 의해 생긴다. 이 맥락에서 감정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대신에 창발적 현상(emergent phenomena)으

로 간주한다(Scherer, 2009). 신체적 반응은 각 평가 단계의 결과가 Lazarus 

(1991)에 의한 평가 이론의 맥락에서 개인의 행동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Ashar, Chang, & Wager, 2017; Moors, Boddez, & De Houwer, 

2017). 1차 평가(즉, 발생 된 이벤트에 대한 초기 판단)는 평가 프로세스가 

완료되기 전에 각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앞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평가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 2-1>의 개념적 모델을 이론적 틀로 

제안한다. 

 

<그림 2-1> 평가 이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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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arus(1991)의 인지 평가 이론은 몇 가지 이유로 본 연구의 근본 틀

로 제시된다. 첫째, 평가 이론은 환경적 자극에 대한 전체적 평가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으로 

인해 소비자는 서비스 제공 업체의 특성과 실패의 유형을 평가하게 된다. 둘

째, 평가 이론은 소비자 내면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소비자가 서

비스 실패를 통해 얻은 감정과 그에 따른 반응은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심층

적인 검토가 가능한 감정 및 대처전략(Roseman, 2013, Moors, Boddez, & 

De Houwer, 2017)에 영향을 받는다. 셋째, Lazarus(1991) 평가 모델은 서

비스 실패 경험의 맥락에 상응하는 위협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평가 이

론은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한 평가 과정으로 소비 맥락에서 서비

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마지

막으로 Lazarus (1991)의 평가 모델은 평가 차원의 해석에 복잡성과 설명의 

엄격함을 추가하는 2단계의 평가를 통합한다(Moors, 2018, Moors, Ellsworth, 

Scherer, & Frijda, 2013). 평가 과정은 사건의 특성에 종속되기 때문에 2차 

평가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Scherer, Schorr, & Johnstone, 2001). 어떤 

사건은 더 인지적으로 복잡하며 후속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일련의 2차 평가

가 필요하다(Tracy & Robins, 2004). 소비자의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

비스 실패 경험은 실패에 따른 목표 일치 및 목표 관련성을 평가하는 1차 평

가로 시작된다. 1차 평가는 실패의 상황이 소비자의 목표에 혼란스럽고 부적

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인지에 대한 평가와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한다. 2

차 평가에서 소비자는 다양한 대처전략을 평가하고 문제에 대한 행동 반응으

로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한다(Lazarus, 1991; Roseman, Spindel, & Jose, 

1990). 따라서 초기 인식(즉, 1차 평가)에서 시작하여 추후 인지 및 감정적 

평가 (즉, 2차 평가)를 통해 진행되는 평가 과정의 결과는 개인의 행동 의도

를 결정한다(LePine, Zhang, Crawford, & Rich, 2016, Liu, Sparks, & 

Coghla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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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평가와 부정적 감정 

 

1차 평가(Primary appraisal: 하위 수준 메커니즘)에서 평가는 서비스 실

패 경험과 같은 환경 자극과 개인이 예상한 목표(Kowalski, 1996, Scherer, 

2001) 사이의 비교로 시작된다. 1차 평가를 통해 발생한 사건에 개인적 관련

성(personal relevance)을 부여하고, 상황이 일시적이기보다는 인지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Lazarus & Smith, 

1988). 따라서 개인의 관련성, 가치 및 신념과 같은 소비자의 인지적 과정은 

이벤트 및 응답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차 평가는 소

비자가 사건에 대한 자신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사건이 도덕적 가치와 공정성

과 같은 개인적인 신념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Hoffman & Kelley, 2000, Skarlicki, van Jaarsveld, Shao, Song, & Wang, 

2016). 즉, 발생한 사건과 개인의 예상된 목표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1차 평

가가 시작된다. 결과적으로, 낮은 수준의 목표 일치 또는 높은 개인적 관련성 

수준은 강한 인지 및 감정적 반응을 활성화한다(Lazarus, 1991). 

1차 평가에 대한 기존의 평가 이론 논의는 목표 일치, 목표 관련성, 중개

자, 확실성 및 참신성을 포함한 기본 평가의 복잡한 구조를 제시한다

(Johnson & Stewart, 2005). 구체적으로, 중개자는 개인적인 목표가 결과에 

책임이 있는지 아닌지를 유추한다 (Smith, Haynes, Lazarus, & Pope, 1993, 

Weiner, 1985a). 본 연구의 모바일 쇼핑 과정에서의 실패 경험은 서비스 제

공 업체가 불쾌한 경험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확실성

은 결과가 알려지거나 확실한지를 결정하고 (Smith & Ellsworth, 1985), 참

신성은 경험의 우연성을 평가한다(Ellsworth & Smith, 1988). 서비스 환경의 

맥락에서 소비자의 서비스 실패 경험은 확실하고 불쾌하며 우연한 결과가 아

니다. 이러한 평가의 과정은 감정에 기반한 일관된 시스템이다 (Ros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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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서비스 실패를 통한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곧 부정적인 정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핵심 감정은 부정적일 것이다(Reisenzein, 1994). 개

인은 대개 단일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 감정을 경험한다(Fernando, 

Kashima, & Laham, 2014). 본 연구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좌절감, 분노 및 

짜증(Roseman, 1996)과 관련된 감정을 부정적 감정으로 정의한다. 

앞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1차 평가의 결과로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목표 불일치로 인한 부정적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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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평가와 대처전략 

 

2차 평가 (Secondary appraisal: 상위 수준 메커니즘)에는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처하기 위한 소비자의 대처전략 및 평가가 포함된다(Lazarus, 

1991). 2차 평가에서 고객은 서비스 실패 상황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Kähr, Nyffenegger, Krohmer, & Hoyer, 2016). 2차 평가를 통해 소비자는 

인지적 및 감정적 평가에 따라 대처전략을 결정한다. 이 단계는 후속 행동으

로 이어지는 고객의 통합적 평가를 반영한다. 개인은 부정적인 감정과 인지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Duhachek & Kelting, 2009).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은 개인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특정 외부 또는 내부 요구와 이러한 요구가 생성

하는 감정을 관리하는 과정이다(Stephens & Gwinner, 1998). 대처전략은 스

트레스 상황의 요구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이 수행하는 인지적 및 감정적 시도

이다(Mathur, Moschis, & Lee, 1999). Lazarus and Folkman (1984)은 두 

가지 유형의 대처전략, 즉 문제중심대처전략(problem-focused coping: 스트

레스를 유발하는 문제의 관리 또는 변경을 목표로 함)과 감정중심대처전략

(emotion-focused coping: 문제에 대한 정서적 대응 조절)을 확인했다. 또한 

Lazarus and Folkman (1984)과 같은 연구자는 회피를 일종의 정서적 대처로 

간주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회피 대처(avoidance coping)가 별도의 대처전략

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 해왔다(Mathur et al., 1999). 회피 대처전략은 

사람이 단순히 그 상황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Bagozzi et al., 2002).  

결론적으로 1차 평가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사건이 

자신에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서를 

유발한다(Lazarus, 1991).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하고 난 뒤, 의식적이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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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이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하는 과정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Lazarus and Folkman (1987)은 스트레스 및 부정적 감정의 대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인이 특정 상황을 2단계에 걸쳐 평가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

는 전략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은 단기적 혹은 장기적 효과를 

얻고 이는 긍정 혹은 부정적 결과로 반영된다. 1차 평가와 비교하여 2차 평가 

과정에서 감정과 인지 사이의 관계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일련의 인지와 감정이 관련될 수 있음으로 인지와 감정의 관계를 묘사하

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2차 평가에서의 인지도 감정

과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Zourrig, Chebat, and Toffoli (2015)의 연구

는 2차 평가 과정 또한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따

라서 1차 평가의 결과로 이어진 부정적 감정과 유사하지만 2차 평가 과정을 

거친 또 다른 양상의 부정적 인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되새김하는 반추의 개념을 1차 평가의 

결과인 부정적 감정의 연장선으로, 2차 평가를 거친 후의 단기 또는 장기적인 

반응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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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의 대처전략 

 

인지 평가 이론의 맥락에서 소비자의 불만 행동은 대처 행동으로 간주한

다. 실패 경험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일반적인 대처전략 (문제 중심, 감정 중심 

및 부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처 행동이 확인되었다 (Stephens & Gwinner, 

1998). 대처 스타일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을 

관리할 때 소비자는 여러 가지 대처 방법에 의존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처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인과 환경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

고 있다. Folkman and Lazarus (1980)는 두 개의 보완적인 대처전략, 즉 개

인이 상황에서 경험한 감정을 지향하는 감정 중심의 대처전략과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개인이 지향하는 문제 중심의 대처전략을 구별했다. 

Duhachek(2005)는 문제 중심, 감정 중심, 회피 또는 부인의 3가지 대처전략

으로 구성된 소비자 중심의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였다. 문제중심대처전략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감정중심대처전략은 소비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지원 추구 행동을(즉, 다른 사람들에

게 감정을 표현하고 편안함을 찾음) 포함한다. 부인대처전략은 문제를 일축

(dismissal)하는 수동적 극복 방법이다. 소비자가 정서적 안정을 얻거나 문제

를 해결하거나 사건과의 거리를 좁히면 감정적 균형을 회복하고 리테일 환경

을 보다 조화로운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소비자들은 직접 행동을 취하거나 행동 계획을 세워 문제를 정면으로 대

할 때 문제 중심의 대처전략을 사용한다. 직접 행동은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

자와 면대면, 전화 또는 메일을 기반으로 불만을 제기하여 구제 조치를 취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Stephens & Gwinner, 1998). 고객의 대처 행동은 

경영진에 불만을 제기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게시하는 등, 지배적으로 서비스 

제공 업체를 향한 반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DeWitt, Nguyen, & Mar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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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처와 달리 감정에 초점을 둔 대처전략은 내면을 향

하게 된다.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는 대신, 그들은 침묵하거나 부인, 자책과 

같은 여러 가지 자기 비난 행위에 참여한다(Lazarus & Folkman, 1984). 감

정중심대처가 성공적이면 불행한 상황이 여전히 존재해도 개인이 생각하는 방

식은 바뀔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친구, 가족 또는 지인들로부

터 불만족스러운 제품 경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여 자신이나 상황에 

대해 실망, 분노 그리고 좌절감을 없애려고 한다(Donoghue & de Klerk, 

2008).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제품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리고 불만이 시

간과 노력의 가치가 없으며 어떠한 해결책도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할 때 불

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Stephens & Gwinner, 1998). 소비자는 브랜드를 신

뢰할 수 없거나 리테일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인식하면 브랜드를 전환하거나 

리테일러를 더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특정 불만 행동의 이유는 회

피 전략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사건의 방향

을 변경하거나 감정적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단순

히 상황을 회피하거나 부인한다 (Forrester Jr & Maute, 2001). 

Smith and Alloy (2009)는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대처전략을 의

식적이고 자발적인 감정 조절의 한 유형으로 지칭하는 반면, 반추는 소비자의 

대처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무의식적이고 비자발적인 반응으로 정의했다. 따라

서 대처전략은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포함하는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된 생각

과 감정에 대한 반복적이고 자기 중심적 주의 집중 상태인 고객의 반추를 증

가 또는 감소시키며 다양한 반추의 수준이 나타나는 데 영향을 준다(Nolen-

Hoeksema, Morrow, & Fredrickson, 1993). 반추가 활성화될 때 부정적인 

결과를 촉진하고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방해한다(Pronk, Karr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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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beek, Vermulst, & Wigboldus, 2010; Worthington, 2006). 이를 소비 

관련 상황에서의 실패 경험에 적용해보면 서로 다른 대처전략이 다양한 반추

의 결과를 가져오고, 반추는 공급자(리테일러)에 대한 다양한 행동 의도로 이

어지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구매 관련 상황에서의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과 반추가 리테일러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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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부정적 감정과 반추 
 

본 절에서는 소비자의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반추의 개

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전반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정적 감정과 반추의 관계를 설명하고 인지 평가 과정에서의 그 의미를 

알아본다.   

 

1. 부정적 감정 

 

1970년대까지 소비자의 구매 행동 관련 연구는 소비자의 이성적 판단, 

합리적 의사결정과 같이 인지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졌다 (Hirschman & 

Holbrook, 1982). 하지만 점차 소비자의 감정이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감정

이 소비자의 반응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Zajonc & Markus, 1982). Holbrook and Batra(1987)의 연구는 소비자의 구

매 행동을 감정적 관점에서 설명하였으며 Bagozzi, Gopinath, and Nyer(1999)

는 소비 상황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이 이후 소비자 반응 및 행동에 큰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Gardner (1985)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감정은 제

품의 구매 전, 구매 중, 구매 후 등 소비의 전반적인 과정에 의해 발생하며

(이현정, 2015),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는 논리적 사고보다 감정적 

동기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onger, 1998) 이 밖에도 소비자의 

감정은 소비자 태도의 형성과 변화(Cacioppo & Petty, 1989), 만족

(Westbrook & Oliver, 1991; Phillips & Baumgartner, 2002), 광고에 대한 

반응(Derbaix, 1995), 불평 행동(Stephens & Gwinner, 1998), 서비스 실패

(Zeelenberg & Pieters, 1999), 제품에 대한 태도 (Dubé, Cervellon, &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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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서비스 연구에서 감정의 역할은 고객의 경험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로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Bougie et al., 2003; Oliver, 1997; 

Soscia, 2007; Watson & Spence, 2007; Wong , 2004). 소비자의 감정은 구

전,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태도, 고객 충성도, 재구매 의도 및 불만을 나타

내는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Barsky & Nash, 

2002; Davidow, 2003; Folkes, Koletsky, & Graham, 1987; Liljander & 

Strandvik, 1997; Wong, 2004). 

Liljander and Strandvik(1997)는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보다 서비

스 경험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부정적

인 구전, 재구매 의도 및 전환 태도와 같은 고객 불만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Johnston, 2001; Tax & 

Brown, 1998). 고객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의 중요성은 서비스 실패를 포함

한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입증되어 왔다(Luce, 1998, Ruth, Brunel, & 

Otnes 2002, Schoefer, & Diamantopoulos 2008). 

부정적 감정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인 싫은 감

정을 말하는 것이다(Van Dolen et al., 2001; 박지혜, 2012) 구매 환경에서의 

서비스 실패(Service Failure)는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에 원천이 된다. 고객

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원래 기대했던 서비스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Inman, Dyer, & Jia 1997).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고객이 경험하는 긍정

적 혹은 부정적 감정은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과 불만족의 수준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Tsiros & Mittal, 2000; Zeelenberg & Pieters, 1999).  

서비스 실패에 따른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

비스 실패는 분노, 복수심에 가득 찬 생각, 감정, 행동 의도를 끌어내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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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Bechwati & Morrin 2003; Grégoire, Tripp, & Legoux 2009), 부

정적 구전과 불평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 낮은 재방문율로 이어질 

수 있다(Bougie, Pieters & Zeelenberg 2003). Smith and Bolton(2002)은 

호텔과 레스토랑의 서비스 실패와 회복이 서비스 접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조절 효과를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부정적 감정 반응

이 강할수록 서비스 접점 만족도는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다. Chebat and 

Slusarczyk (2005)는 소비자의 감정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구분

했고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서비스 회복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느낀 긍정적 감

정과 부정적 감정은 모두 충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인지 평가 과정에서 살펴보면 감정은 인지 정보의 저장, 조직 및 검색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Ger, 1989; Nasby & Yando, 1982). 

부정적 감정은 인식된 서비스 수행과 불만 행동 간의 인지 평가 과정에서 중

재자의 역할을 한다(Oliver, 1993; Oliver & Westbrook, 1993). 또한 부적절

한 서비스 경험에 대한 회상, 사건 발생 당시 경험했던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

리면 비슷한 서비스 경험과 기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Bower, 1981; Bower Gilligan, & Monteriro,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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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추 

 

반추(rumination)의 개념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에 머무르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반복성(recurrent), 지속성

(persistent), 그리고 역 생산적 사고로 구성되는 반추는 정신적 외상의 사건

(traumatic events) (Horowitz, 1993; Janoff-Bulman, 1992) 또는 특정 정

신 질환(mental disorders)(Davis & Nolen-Hoeksema, 2000; Rachman, 

1990)에 대한 연구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Martin and Tesser (1996)는 

반추 이론에 관한 연구를 임상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반추를 일상생활에 광범

위한 이론적 틀로 통합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반추에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주는 상

황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개입 및 강박적 사고 (DiPaola, 2011; Rusting & 

Nolen-Hoeksema, 1998)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반추 할 때, 정서적 

경험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고(Parkinson & Totterdell, 1999), 자신을 비

난하거나 원인 및 결과에 반복적으로 초점을 맞춰 문제를 더 위협적으로 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Lyubomirsky, Tucker, Caldwell, & Berg, 1999). 선행연구

에 의하면 불쾌한 상황에 빠진 개인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과 증상의 부정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반추는 사람들이 불쾌한 상

황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자신의 문제가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과거의 실패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려는 현상이

다(Nolen-Hoeksema, 2000; Schmaling, Dimidjian, Katon, & Sullivan, 

2002). Roelofs et al. (2006)는 반추를 결과와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원인에 집중하는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인지의 한 과정으로 개념화했다  

반추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건 관련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한 원인, 의미 및 결과에 대해(Nolen-Hoeksema, Wis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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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ubomirsky, 2008)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말한다(Martin & Tesser, 

1996). 사건 발생 이후에 추가적 환경 자극이 없이 소비자가 해당 사건에 대

한 반복적인 사고를 경험할 때 발생한다. 반추적 사고(ruminative thinking)는 

어떤 경우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방해한다

(Brunstein & Gollwitzer, 1996).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범위한 반추적 

사고는 부정적인 감정을 연장하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Pyszczynski & 

Greenberg, 1987).  Kross, Ayduk, and Mischel (2005)의 연구는 개인이 

부정적 정서 상태일 때, 일반적으로 잘못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데 경직성

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반추가 연장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인지 이론에 따르면, 반추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연장된 

의식적 사고를 말한다(Nolen-Hoeksema, Wisco, & Lyubomirsky, 2008, 

Smith & Alloy, 2009). 인지 과정에서 반복적 사고는 스트레스 요인, 그것이 

느끼는 생각과 느낌, 그리고 삶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

각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Bower, Kemeny, Taylor, & Fahey, 1998). 개인

이 중요한 목표를 향해 진전하지 못하거나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

하거나 또는 완전히 이탈할 때 일어난다(Martin & Tesser, 1989). 이 이론에 

따르면 반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은 자신의 기억에 있는 목표 실패 

경험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othermund, 2003). 따라서, 특정 사

건(e.g., 서비스 실패 경험)을 처리하는 최상의 기회가 지났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계속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건 관련 생각이 높게 활

성화되면 사건을 쉽게 요약하고 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거하기가 어려

워지며 반추적인 사고의 발판이 된다(Martin, Tesser, & McIntosh, 1993). 

반추는 생각을 요구하는 즉각적인 환경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식

적인 사고의 범주이다(Martin & Tesser, 1996). 이 개념화 내에서 반추는 개

인 목표 및 관심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반복적 사고이며, 반복적 사고가 미 

달성 목표에 대한 진행을 돕거나 방해하는지에 따라 건설적 또는 비건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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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인지 이론은 목표 실패가 반추에 즉시 뒤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사

실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목표 추적에 실패한 직후에 개인은 자신의 업무, 

취미 또는 사회 활동에 몰두하거나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초점을 맞춰 대처전

략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목표에 접근하는 데 도움

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반추적 사고가 표면화 된다(Nolen-Hoeksema, 1991; 

Nolen-Hoeksema et al., 2008). 결과적으로, 목표 추구에 실패를 되풀이하여 

되살리는 것은 사건을 장기화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강화할 수 있다. 

반추가 우울한 기분의 발병과 유지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

다(Kirkegaard Thomsen, 2006). 개인이 이미 겪은 다소 불쾌감을 주는(즉,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나는) 사건에 따른 기분은 부정적인 사고와 기억

을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하고 검색할 가능성이 높다(Bower, 1991; 

Forgas, 1991). 개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활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자신의 관심은 기분과 관련된 부정적 기억과 생각에 머무르게 

된다. 

반추는 잘못된 상황과 그 상황을 만든 대상에 대한 부정적 사고이며 결국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보복, 회피 및 나쁜 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서비스 

실패 시, 고객의 반추는 공급자 전환과 부정적인 WOM 참여 등을 통해 리테

일러를 해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Wangenheim, 2005) 따라서 부

정적 감정에 따른 반추는 소비자의 불만족과 리테일러와의 관계 유지를 어렵

게 하고 매출을 저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Berger & Schwartz, 

2011; Moe & Trusov, 2011). 미해결된 서비스 문제가 부정적 감정과 결합하

는 상황에서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고객이 자신의 분노에 대해 다른 사

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Jones & Sass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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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스스로가 대처전략을 통해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 즉 정서적 안정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사건에 대해 반추하고 이어서 접근 가능

한 채널을 통해 부정적 WOM 확산하며 긴장을 완화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 맥락에서 서비스 실패 경험을 통해 부정

적 감정을 느낀 소비자의 높은 수준의 반추는 리테일러와 소비자의 관계지속

의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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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비자 반응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인지 평가의 맥락에서 부정적 감정과 반추, 그

리고 대처전략에 따른 소비자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비스 실패 경

험 상황에서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과 반추가 소비자 반응에 해당하는 불만족

과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고찰한다.  

 

1. 불만족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이나 주관적인 평가와 같은 인지적 관점에서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Engel, Blackwell & Miniard, 1995; Howard & Sheth, 

1969; Hunt, 1977). Howard and Sheth (1969)는 만족과 불만족을 소비자가 

적절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보상받았다고 느끼는 인지적 상태(cognitive 

states)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에 다양한 저자들은 소비자 만족과 불만족이 인지

가 아니라 감정적 반응이라는 것을 인정했다(Hunt, 1977; Westbrook, 1982). 

사회 인지학 및 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만족과 불만

족을 소비자의 기대 일치 여부에 따른 다양한 인지적 과정(cognitive process)

에 따르는 정서적 반응(emotional response)으로 보았다. Westbrook and 

Reilly (1983)는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 및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험의 평가에 의한 소비자의 정서적 반응을 만족 또는 불만족이라고 하였다. 

Hunt(1991)는 불만족을 감정적 반응으로 언급하며 불만족에 대한 정의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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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구분했다. 만족과 불만족에 대해 이익 비교를 통해 다루는 공정성

에 의한 정의(Swan & Mercer, 1981)에 따르면 개인은 이익이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즉,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불만족 한다. Cadotte, Woodruff, and 

Jenkins(1982)는 표준적 정의를 통해 결과가 소비자의 성과 수준에 대한 경

험으로 형성된 기대와 다를 때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불만족을 느낀다고 정

의한다. 절차상의 공정성 정의(Goodwin & Ross, 1989)는 분쟁 해결 연구에

서 유래되었으며 소비자가 공정하게 대우 받지 못했다고 평가할 때 불만족 한

다고 주장한다.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의 소비자 반응에 관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Westbrook and Reilly (1983)의 연구와 Cadotte et al. (1982)의 연구를 바

탕으로 기대한 것을 얻은 소비자는 만족하지만, 기대한 것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한 소비자는 기대에 대한 불일치로 인해 불만족 한다는 정의를 전제로 하

고자 한다. 즉,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정의는 예상한 것과 실제로 

받은 것의 비교를 포함한다(Oliver, 1989). 부정적 불일치(disconfirmation), 

즉 실제가 기대만큼 좋지 않을 때 불만족하게 되고 부정적인 구전과 브랜드 

전환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 

Hunt(1991)는 소비자의 불만족에 의한 결과를 소리내기(Voice), 관계 

종료(Exit), 보복(Retaliation)으로 제시한다. 소리내기는 불만족한 소비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구두로 불만을 판매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소리내기는 높거나, 중간이거나, 낮을 수 있다. 높은 음성은 소비자가 매장 관

리자에게 알리고 제조업체 또는 매장 부서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전화하거나 

전화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간 음성은 소비자가 판매원이나 계산 인에

게 알리는 것이고 낮은 음성은 소비자가 상점이나 제품과 관련된 사람에게 아

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Hirschman, 1970; Hunt, 1991). 관계 

종료는 불만족한 소비자가 브랜드 또는 매장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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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높은 관계 종료는 소비자가 분노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코 그 가

게에 다시 가지 않거나 그 브랜드를 다시 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낮은 

관계 종료는 소비자가 장래에 해당 상점이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

는 의식적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한다(Hirschman, 1970; Hunt, 1991). 불만족

스러운 소비자가 소리를 내지 않거나 관계 종료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매

자는 불만족의 존재와 정정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보복은 불만족한 소비

자가 의도적으로 상점이나 사업에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보복은 

매장이나 제품을 물리적으로 손상시켜 상점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고의적으로 

상점이나 브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낮은 보복은 상점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Hunt, 1991). 

긍정적인 구매 경험은 긍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끌어 내고 브랜드의 신뢰

성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향상시킨다(Song, Hur, & Kim, 2012). 고객이 브랜

드에 만족하면 감성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이 브랜드 영향은 태도 충성도

의 형태로 더 큰 헌신을 유도한다(Chaudhuri & Holbrook, 2001). 그러나 불

만족은 바람직하지 않은 소문 또는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의 유포, 소비

자의 이탈 등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가 불만을 많이 

느낄수록 브랜드를 전환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불만을 토론하는 경향

이 커진다(Zeelenberg & Pieters, 200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 후의 

소비자의 불만족을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반응의 결과 변수로 보

고 불만족에 따르는 소리내기, 관계 종료, 보복 등의 소비자의 부정적 행동 

의도를 전제하는 관계지속의도와의 부적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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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지속의도 

 

대상 간 관계에 대한 약속은 가치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이며(Dwyer, Schurr, & Oh, 1987), Leik and Leik(1977)은 현재 관계에 

있어 파트너 이외의 파트너를 고려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정의한다. 소비자

와 리테일러의 관계 맥락에서 관계지속의도(relationship continuity intention)

는 소비자가 특정 기업과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Moorman, Desphande & Zaltma, 1992). 

고객이 만족한 후 나타나는 특정 대상에 대한 심리적 상태로 고객이 서비

스 제공자와 첫 거래를 하고 이후에 다시 서비스 제공자와 우호적 관계를 장

기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Zeithaml, Berry, & 

Parasuraman, 1996). 따라서 기업은 고객들이  일회성의 거래가 아닌  지속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지속의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Hennig-Thurau, Gwinner, & Gremler (2002)은 기업은 고

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재구매의도, 긍정적 구전과 추천 의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Hong, Lee, Park, and Yoo 

(2010)는 관계지속의도를 고객이 만족에 의해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형성하

고 서비스 제공자는 신뢰를 얻는, 상호 간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개

념화했다.  

고객과의 호의적 관계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Zeithaml et al., 1996). 또한 고객과의 관계 유지는 마케팅 비

용 절감 및 고객당 수익성 증대, 경쟁사 전략에 대한 저항력 증대, 자사 브랜

드에 대한 가격 민감도 약화, 구매 서비스 수의 증대, 매출 등 마케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dekerken-Schröder, De Wul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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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macher, 2003; Rundle-Thiele & Maio Mackay, 2001; Verhoef et al., 

2002).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 Reichheld (1993)의 연구는 높은 관계지속의

도가 고객 이탈률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증진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

를 제시했다. 즉 5%의 고객 이탈률 감소가 25~85%의 이윤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규고객의 획득에 드는 비용이 기존고객을 유지하

는 비용보다 5배 이상 많이 소요되는 것(Spreng, Harrell & Mackoy, 1995)

을 감안해보면  수요가 한정된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기보다 기존고

객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은 비용 절감과 소비자의 만족 측면에서 보다 효과

적이며 긍정적인 구전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Reichheld & Sasser, 1990). 

고객의 이익의 측면에서 Sheth and Parvatlyar (1995)는 소비자들이 제공자

와의 지속적 관계를 맺으려는 이유를 의사결정의 효율성, 정보 수집 단계의 

단축, 인지적 일관성 유지, 미래의 선택과 관련된 지각된 위험 감소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Dorsch, Grove, and Darden (2000)는 관계지속의도를 

이용자와 기업의 관계를 지키는 핵심 개념으로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대

되는 이득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소비자는 제공자와의 지속적 관

계를 통해 향후 얻게 될 이익을 기대하는 측면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의 고객들이 신규 고객들보다 구매율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

며(Bearden & Rose, 1990) 재구매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ornell 

& Wernerfelt, 1988). 따라서 경쟁이 심화된 마케팅 환경에서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만족하게 해 자사의 충성적 고객으로 남게 하여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마케팅 전략일 것이다 (Spreng et al., 1995). 

최근 온라인 및 모바일의 경우도 신규 회원의 확보보다 기존 회원들의 재

방문 수치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기존고

객 유지가 전통적 상거래에서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Gommans, 

Krishman, & Scheffold, 2001). McKenna, Green, and Gleason (2002)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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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을 통한 관계는 오프라인 환경의 관계만큼 강하고 깊을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특히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환경과 같이 포화된 시장 내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소비자의 특정 기업에 대한 충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다. 따라서 리테일러들은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 나서기보다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질적 측면에서 고객 규모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결국 고객의 지속적인 구매는 기업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고, 고객으로부터 긍정적인 구전, 재구매 의도 등의 

효과를 얻어 급속히 변화하는 쇼핑 환경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리테일러가 생

존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관계지속의도와 관련된 주요 선행변수로서 만족이 언급되고 

있다. 고객이 만족하면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고, 고객 만족과 관계지속의도의 긍정적인 관계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밝

혀지고 있다(방미려, 배상욱, 김완민, 2008). 고객이 특정 브랜드나 제품에 대

해 만족할수록 그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 의도 또는 행동이 더 커지는데, 

대표적인 충성도 변수로 관계지속의도가 있다(Gustafsson, Johnson, & Roos, 

2005). 일반적으로 높은 만족을 경험한 고객의 경우, 기업에 대해 관계를 지

속하거나 재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형유, 정서윤 (2014)는 공동 구매형 소셜커머스 맥락에서 관계지속의

도에 고객 만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Kotler and 

Armstrong (1997)는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지

속적 사용 의도가 높아지며 타인에게 권유 및 추천할 의도와 가능성을 확인하

는 기준이라고 했다. Jones and Sasser (1995)는 관계지속의도에 대해 고객

이 불만족을 느낀 경우 다른 경쟁자에게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만, 완전히 

만족한 고객은 충성자로 남기 때문에 긍정적인 구전 효과와 미래의 거래 비용

을 낮추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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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쇼핑 환경에서 웹사이트 접속, 즐겨 찾기, 앱 설치 등을 통해 맺

어진 소비자와 리테일러와의 관계는 쉽게 맺어지지만 그만큼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가 실패 경험을 통해 더 이상 접속

을 하지 않거나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 목록, 즉 즐겨 찾기에서 해당 사이트를 

삭제한다는 것은 곧 소비자의 관계지속의도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모바일 쇼

핑을 통해 모바일앱 설치라는 소비자의 행동을 끌어내 보다 친밀한 관계 형성

에 성공하였더라도 소비자가 앱의 사용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부정적 감정

과 불만족을 느끼면 지속 사용 의도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앱은 설치만큼 쉽

게 삭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서 소비자의 관계지속의도를 중요 결과 변수로 제안한다. 실패 경험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 그리고 반추가 불만족과 관계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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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본 절에서는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인지 평가 

과정에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회복

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비스 회복의 유형과 수단을 살펴봄으

로써 연구에 사용될 자극물의 구상하고 서비스 회복 만족과 소비자 반응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비스 실패와 서비스 회복 

 

서비스 실패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실

패는 고객 이탈의 주요 원인이 된다(Knox & Van Oest, 2014). 서비스 장애

가 발생하면 기업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시정하려

고 시도하는 서비스 회복을 수행한다(Kelley & Davis, 1994). 서비스 회복

(services recovery)은 서비스 실패에 대한 응답으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취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Grönroos, 1988). 서비스 회복을 통해 기업은 부정적

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Strizhakova, Tsarenko, & Ruth, 2012) 고객 

만족도와 관계 향상과 같은 가치 있는 수익을 창출 할 수도 있다(Smith & 

Karwan, 2010). 

 하지만 서비스 실패에 대한 리테일러의 부적절한 회복 노력은 고객의 이

탈을 촉진할 수 있다(Keaveney, 1995). 따라서 기업들은 고객의 이탈을 방

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추적하여 적절한 서비

스 회복전략을 경영전략 도구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Kelley, Hoffman, and 

Davis(1993)에 의하면 기업의 회복 노력을 통해 회복을 경험한 고객들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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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업과 관계를 지속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며, 서비스 불평에 대하여 만

족을 얻은 고객은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문제가 없었던 고객보다 애호 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 제공에 실패했더라도 회복했을 

때 고객 만족과 관계에 도움이 되는 리커버리 파라독스(recovery paradox)

가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 회복은 기존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불만을 가졌던 고객도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한 요소가 되므로 서비스 실패에 대한 기업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게 된다 

(Weun, Beatty, & Jones, 2004). 이러한 기업의 불만족 행동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관리는 고객 유지율의 높이고 부정적인 구전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

게 된다(Tax, Brown, & Chandrashekaran, 1998). 

Hart et al. (1990)는 서비스 회복의 속성을 1) 보상, 2) 반응의 속도, 3) 

사과 라고 한다. 이 3가지 요인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서비스 회복의 속성

으로 증명되었다. Smith, Bolton, & Wagner (1999)는 그의 연구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먼저 제시한 회복 노력을 실무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

비스 회복의 4번째 속성으로 4) 서비스 제공자의 회복 제시를 추가하였다. 

서비스 회복 전략을 위한 수단들의 연구가 초기에 결정적 사건 기법

(Critical Incident Technique: CIT)으로 많이 연구됐는데 Hoffman, Kelley, 

and Rotalsky (1995)는 그의 연구에서 실제로 서비스 실패 시에 이루어지는 

회복 수단으로 사과, 경영자의 개입, 재수행, 무료음식, 할인, 쿠폰, 무시를 제

시한다. 또 다른 서비스 회복 수단의 효과 연구에서 사과(apology), 도움

(assistance), 보상 (compensation)이 회복 수단의 3가지 차원으로 연구되

기도 하였다(Bitner, 1990; Hart et al., 1990). Gnoth (1994)의 연구에서 경

영상 회복 수단을 재수행, 사과, 보상, 미래에 대한 물질적 보상으로 보았다.  

서비스 회복은 심리적인 회복과 유형적인 회복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설

명할 수 있다(Schweikhart, Strasser, & Kennedy, 1993). 공감이나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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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심리적 회복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며 실패상황을 개선하

려는 노력이고 유형적인 회복은 실질적인 보상을 의미한다(Bell & Ridge, 

1992). 따라서 회복 수단의 유형을 재수행이나 대체(replace), 현재의 물질

적 보상과 미래에 대한 보상과 같은 물질적이고 실리적인 유형의 보상과 공감

이나 사과(regret)와 같은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Fisher (1999)의 연구에서 무료음식을 주거나 할인 쿠폰을 주는 것은 높

은 수준의 복구행위이고 재수행이나 사과는 낮은 수준의 회복이라고 했다. 또 

Bell and Zemke (1990)도 미래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 보상행위라고 설명한

다. 즉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한 실패행위를 바로잡거나 심리적인 

사과를 하는 것은 소극적 보상이고 서비스 이외의 물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적극적 보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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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회복 만족과 소비자 반응  

 

서비스 회복 노력의 주된 목적은 고객을 불만 상태에서 만족 상태로 전환

하는 것이다(Zemke, 1993). 서비스 회복 만족(services recovery 

satisfaction)은 서비스 회복 전 기대와 서비스회복 후 실제 결과 사이의 비

교를 통하여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고객을 다시 만족시키는 고객의 이차적 만

족이다(Oliver & Swan 1989).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상

대자와의 교환 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서비스에 대하

여 만족한다(김일민, 2005; Fisk & Young, 1985; Swan & Oliver, 1985). 공

정성은 서비스 회복 만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Hocutt, Chakraborty, & Mowen 1997; Tax et al. 1998; Weun et al. 

2004; Smith et al. 1999). 이 밖에도 연구자들은 분배적 공정성 (distributive 

justice),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 상호작용적 공정성

(interactional justice)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회복 노력이 전반적으로 서비

스 회복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Kim, Kim, & Kim, 

2009;; Karatepe, 2006; Kau & Loh, 2006; Ok, Back, & Shanklin, 2005; 

Smith et al., 1999; Tax et al., 1998; Clemmer & Schneider, 1996).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불만을 가진 고객은 다양한 공정성 차원에서 긍정

적 평가하면 서비스 회복 과정에서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Kau & Loh, 2006, 

Maxham & Netemeyer, 2002). Wirtz and Mattila (2004)는 분배(e.g., 보상), 

절차(e.g., 회복 속도) 및 상호 작용(e.g., 사과)의 공정성이 서비스 회복 만

족에 공동 효과가 있음을 나타냈다. 불만족한 고객은 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보상, 효율적인 복구 절차와 공감대 표시를 요구한다(Huang, 2011).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서비스 회복 만족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나타났다(Karatepe, 2006; Tax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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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연구자들은 분배적 공정성이 서비스 회복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Maxham & Netemeyer, 2002, Smith et al., 1999). 또한 서

비스 실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더 나은 소비자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가 있다(Grewal, Roggeveen, & Tsiros, 2008).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공정한 대우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만 처리에서 고객 만족에 결

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절차적 공정성은 서비스 회복의 맥락에서 소비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Karatepe, 2006; Tax et al., 1998). Maxham and 

Netemeyer(2003)의 전자 기계의 온라인 구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절차적 

공정성이 서비스 회복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절차적 공정성과 

서비스 회복 만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여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서비스 직원의 행동과 태도는 서비스 실패의 주요 원인이다(Bitner, 

1990). Hocutt et al. (1997)은 서비스 회복 과정에서 상호 작용적 공정성이 

낮으면 고객 만족도 낮다고 밝혔다. 즉 대인 관계를 통한 회복은 고객 만족

(Davidow, 2003; Karatepe, 2006; Tax et al., 1998)과 서비스 회복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et al., 1999). 이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고객

을 품위 있게 대우하고 정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서비스 회복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회복 만족은 고객 충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De Ruyter & Wetzels, 2000, Karatepe, 2006). 효과적인 불만 처리가 후

속 고객 유지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Reichheld & Sasser, 1990; 

Smith & Bolton, 1998; Tax et al., 1998). Maxham 와 Netemeyer(2002)는 

서비스 회복 만족이 긍정적인 WOM 확산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

었다. 또한, Tax et al. (1998)은 서비스 회복 만족이 긍정적인 구전과 고객의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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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고객은 적절한 서비스 회복 수행(사과, 설명, 반응

성 등)을 제공받으면 서비스 회복 만족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진다. 소비자는 

서비스 회복 만족을 통해 기업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 윤만희, 2011; Oliver, 1981: Bitner et al. 1990; Cronin & Taylor 

1994).  성공적인 서비스 회복은 긍정적인 즐거움과 함께 긍정적인 감정을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고객이 인지하는 서비스 평가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Andreassen, 2001). 일반적으로 서비스 회복 만족은 관

계지속의도 특히 구전 의도나 추천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mith & 

Bolton, 1998). 서비스 회복 만족과 관계지속의도의 관계는 주로 오프라인에

서 연구되었으나 온라인 구매 상황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다만 판매원과의 면대면 상황이 불가능한 온라인의 경우, 상호 작

용적 공정성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노력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서비스 회복 만족을 측정하고 회복 만족이 부정적 상황에 따른 반

추와 서비스 실패 환경 전반에 대한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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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서비스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상황이란 개인의 심리적 과정 및 표출되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요소로서 개인의 

내적 반응이나 해석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Lutz & 

Kakkar, 1975).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의 

상황적 속성으로 서비스 실패의 유형과 경험한 모바일앱 브랜드의 자산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황적 속성이 서비스 실패 경험에 의한 개인의 부

정적 감정과 반추,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한다.  

 

1. 상황적 속성 

 

(1) 서비스 실패 유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목표는 성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만

족시킴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원인, 실수 및 오류 등으로 인한 서비스 실패는 피할 수 없으며 소비자

는 기대와 다른 부정적 불일치를 경험함으로써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서비스 

실패는 서비스 접점에서 소비자의 만족스럽지 않은 서비스 경험을 말하는 것

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 여러 형태의 서

비스 오류 등을 포함한다(Weun, 1997). 

Bell and Zemke (1987)는 서비스 실패를 서비스 성과가 고객의 기대 이

하로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라고 정의했고 Grönroos(1988)는 서비스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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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대된 성과나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Johnston(1995)은 서비스 실패가 서비스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며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

혔다. 감정적 차원에서 Heskette, Sasser, and Hart (1990)는 서비스 과정이

나 결과에서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한 것은 문제의 

원인과 관계없이 서비스 실패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위와 같이 여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서비스 실패는 서비스 결과나 과정에서 무엇인

가 소비자에게 좋지 못한 경험과 감정을 갖게 하는 것으로 책임소재와 무관하

게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정의한다. 

서비스 실패는 결과 실패와 과정 실패로 나누어진다(Hoffman, Kelley, & 

Rotalsky, 1995; Keaveney, 1995). 서비스 마케팅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서비

스 결과 실패는 소비자가 서비스 결과로 실제 소유한 것을 포함하는 반면, 서

비스 과정 실패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포함한다(Grönroos, 

1988). 따라서 결과 실패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을 말하고 과정 실패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

생한 실패를 말한다(Grönroos, 1984). 서비스 결과 실패는 제공자가 기본적 

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핵심 서비스를 완수하지 못한 실용적 교환의 

실패를 포함하는 것이다. 반면 과정 실패는 핵심 서비스 전달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상징적 교환의 실패를 포함한다(Smith et al., 1999).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 결과란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비용과 시간의 

반대 급부로 제공하는 “ 무엇 ” 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자원교환이론

(resource exchange)의 실용적 교환(utilitarian exchange)으로 소비자가 지

불한 비용에 대한 서비스 혹은 편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 의미한다. 일

반적인 교환의 특성을 가진 실용적 교환은 경제적 교환이라고도 불리며 마케

팅에서 대부분의 교환은 사용(usage)이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Bagoz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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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따라서 서비스 결과 실패는 서비스 제공자가 핵심 서비스를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전형적인 실용적 교환의 실패를 

의미한다. 

 서비스 과정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서비

스 결과를 전달하는 방법상의 문제로, 무엇이 어떻게 제공되었는지를 의미한

다. 서비스 과정 실패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핵심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에 문제가 발생하여 불완전한 것을 의미한다(윤성욱, 황경미, 

2004). Smith et al. (1999)에 의하면 서비스 과정 실패는 자원교환이론의 상

징적 교환(symbolic exchange)과 관련이 있는데, 상징적 교환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사회적인 무형의 상호교환을 의

미한다. (Bagozzi, 1975). 

본 연구는 Smith et al. (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결과 실패를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나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한 경우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 상으로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 중 서비스 결과 실패 상황은 서비스의 결과물

인 패션 제품이 소비자의 원래 목표와 일치하지 않은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서비스 과정 실패는 핵심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결함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Smith et al., 1999) 모바일 쇼핑 과정에서 패션 

제품의 검색 불편과 결제 시스템의 오류를 경험하는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서비스 실패는 위와 같이 실패의 유형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사건에 대

한 개별적인 소비자 지각에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Weun, 1997). 따라

서 서비스 실패에 대한 인지는 개인 성향의 차이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개인적 속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과 인지 평가 과정을 알아보는 연구로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적 속성을 추가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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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 자산  

 

Aaker and Biel(1991)에 따르면 브랜드 자산(Brand equity)은 브랜드와 

그 브랜드의 상징과 관련된 가치의 총체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과 기업에 

제공하는 가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브랜드인지도, 브랜드이미지, 브랜드 충성도, 지각된 품질, 독점적

인 자산 가치가 있다. Kohli and Leuthesser(2001)은 브랜드 자산을 브랜드 

목표와 브랜드 정체성과 같은 자산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형성된 브랜드 인

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라고 설명한다(정혜정, 2010).  

브랜드 자산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에 등장한 이후 마케팅 실무자와 학

자들 사이에서 시선을 끌었다. 고객 기반의 브랜드 자산은 다차원적 개념과 

복잡한 현상이다(Gutiérrez Rodríguez, Cuesta Valiño, & Vázquez Burguete, 

2017). Keller (2002)는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을 고객이 해당 브랜드의 마

케팅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브랜드 인식의 영향으로 정의했다. 브랜드가 더 

유리한 반응을 얻는다면 브랜드 인지도, 친숙함 및 선호도가 높은 긍정적인 

브랜드 자산을 보유한 것이다.  

서비스 제공과 함께 브랜드의 명성은 고객의 기대를 결정한다. 선행 연구

에 따르면 고객은 높거나 낮은 평판을 가진 브랜드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기

대치를 유지한다(Roggeveen, Bharadwaj, & Hoyer, 2007). 고객은 높은 평판

을 얻은 브랜드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객은 높은 자산 브랜드와 낮은 자산 브랜드로 인한 서

비스 실패에 대해 다르게 대응한다(Brady, Cronin, Fox, & Roehm, 2008). 높

은 자산 브랜드는 고객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우수한 신호를 전달한다. 

Keller and Lehmann (2006)은 브랜드 자산이 특히 소비자의 서비스 실패 경

험에서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Br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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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8)는 고객이 낮은 자산 브랜드로 인한 서비스 실패보다 높은 자산 

브랜드로 인한 서비스 실패를 용인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밝혔다. 서비스 제

공 업체가 높은 자산 브랜드라는 것은 서비스 실패로 인한 잠재적 부정적인 

결과를 상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낮은 자산 브랜드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위험 및 낮은 품질 인식은 소비

자가 서비스 회복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에 대해 더 확신하지 못하

게 한다. 낮은 자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제어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Grewal, Gopalkrishnan, 

Gotlieb, & Levy, 2007). Pitta, Franzak and Fowler (2006)는 브랜드 자산이 

신뢰를 촉진하고 중요한 성능 보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서비스 

실패 경험 후 낮은 자산 브랜드 고객은 높은 자산 브랜드 고객보다 기업의 회

복 노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작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 경험에 대한 

태도와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실패 경험에 맥락에서 

살펴보면 브랜드 자산의 높고 낮음은 소비자의 실패에 대한 인식뿐 실패 후 

회복 과정에 대한 인지 평가와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의 상황적 속성으로써 실

패의 유형과 함께 브랜드 자산의 높고 낮음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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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속성 

 

소비자의 개인 속성은 소비자의 개인차를 말하며, 패션 제품 소비과정에

서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만족 및 구매 후 행동은 개인적 속성에 

좌우된다. 다양한 소비자 특성이 연구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반추와 관련되는 특성으

로 감성 지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감성 지능  

 

감성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개념은 사고, 감정을 이해하고 환경

적 자극을 조절하기 위해 감정을 지각, 접근 및 생성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

한다(Salovey & Mayer 1990). 감성 지능(EI)은 감정의 인식, 사용, 이해, 관

리 및 규제와 관련된 능력 집합으로 정의된다(Mayer & Salovey, 2007). 따

라서 감성 지능은 개인의 특성이나 정신 능력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Gardner(1992)는 다중지능이론(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을 제시하

며 감성을 지능의 한 분야로서 최초로 연구했고 Salovey and Mayer(1990)

는 감성 지능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Salovey and Mayer(1990)는 감성 지능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

해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즉 감성 지능은 감성적, 인

지적인 면이 공존하는 개념이다. Mayer and Salovey (1993)는 감성이 지능이 

될 수 있는 근거로서 모든 지적인 문제 해결은 감성적 정보가 선행되기 때문

이라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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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에 의하면 “감성 지능은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개

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여러 종류

의 감정들을 잘 변별하여 이것을 토대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방향 지을 근

거를 도출해 내는 능력”으로 정의한다(Colman, 2015). 감성 지능이 높은 사

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잘 적응하는 반면, 감성 지능이 낮은 사람들

은 우울증, 절망 및 다른 기능 장애 전략으로 반응하는 등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Taylor,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감성 지능은 감정적인 각성

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결과적으로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Gohm & Clore, 2002). 반면, 감성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갈등과 

공격적인 행동으로 특징 지어지는 경향이 있다(García-Sancho, Salguero, & 

Fernández-Berrocal, 2014). 부정적 감정을 관리할 수 없는 개인은 화가 나

는 상황에서 감정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압도당할 수 있음으로 대부분 감정

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강한 반응을 생성한다(Lemerise & Arsenio, 2000). 

높은 부정적 정서적 충격을 가진 사건을 경험할 때 낮은 감성 지능을 가진 사

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압도당할 수 있다. 슬픔과 관련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

하고 이해하고 규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러한 반복적으로 사고

하기 쉽다(García-Sancho, Salguero, & Fernández-Berrocal, 2016). 하지

만 감성 지능은 정서적 경험에 따라 반추를 줄이는 것과 같은 감정적인 문제

를 다루는 성공적인 방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언급되

었다(Lanciano, Curci, & Zatton, 2010). 이는 감성 지능이 단일 지능이 아닌 

감정과 관련된 여러 능력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따른 감정에 

대해 어떤 능력이 활성화되는 가에 따라 그 역할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으로 예측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감성 지능이 반추와 같은 형태의 반복적 

사고와도 관련될 수 있음은 암시되어왔지만 현재까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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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소비자의 개인 특성에 관한 연구는 일반 지능에 속하는 교육 수준이나 학

습능력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기분이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 

지능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비즈니스 분야에서 감성 지능의 적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영학 문헌에서 시행되었으며 관리자의 역량 및 리더십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마케팅 분야에서 감성 지능은 일반화된 구매자-판매자 상호 

작용 및 서비스 제공 업체 역량 이해에 사용된다. Kidwell, Hardesty & 

Childers(2008)는 감성 지능을 통해 고객의 소비 행동과 정서적 자기 인식을 

연관시키는 최초의 연구 사례였으나 특정 환경에서 고객의 소비에 감성 지능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지 못했다. 소비자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감

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Luce, 1998, Pham 1998), 연구는 소비자가 효과

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감정적인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소비 상황에 존재하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정적 처리 

능력에 대한 더 나은 이해는 소비자 성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idwell, Hardesty & Childers, 2007). 본 연구는 감성 지능에 초점을 둔 몇

몇 연구에 비추어 소비자 영역에서 감성 지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비자 감

성 지능은 개인이 의사 결정의 기초가 되는 정서적 과정의 의미를 인식하고 

이러한 능력에 근거하여 문제를 추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으로 구

성된다(Salovey & Sluyter, 1997). 

다양한 고객이 어떻게 부정적인 서비스 실패 경험을 차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서비스 관리자에게 중요하다. 감정 표현에 관한 관

심과 고객과 관련된 행동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McColl-Kennedy et 

al., 2009), 해결 전략을 예측하는 기술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객 역량으로서의 감성 지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는 효과적인 고객 

관리 전략 개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Kidwell et al.(200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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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ovey and Sluyter, (1997)의 연구는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관리, 예상치 

못한 사건에 반응하거나, 일반적으로 좋고 싫음을 표현함으로써 서비스 경험

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계는 고객의 기대와 인

식된 서비스 결과 간의 불균형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서비스 실패 상황에

서 특히 잘 나타난다(Kelley & Davis 1994, Smith & Bolton 2002).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모니터링하고, 감정을 차별화하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사고와 

행동을 유도하는 능력은(Salovey & Sluyter, 1997) 결과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인지 평가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 맥락에서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반추 

그리고 소비자 반응 간의 관계에서 소비자의 감성 지능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소비자의 암묵적 심리적 자원이 서비스 실패와 소비자의 인지 반응 간의 관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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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모바일 패션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과  

반추에 관한 연구 

 

본 장에서는 소비자의 모바일 패션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과 이에 따르는 

내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 질적 연구 방법의 타당

도 및 질적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채택한 탐색적 성격의 질적 연

구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 문제 및 연구모델 

 

1. 연구 방법 사용의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에서의 실패 경험에 따른 반추, 대처전략 그리

고 서비스 회복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서 먼저 질적 연구 방법을 사

용하였다. 쇼핑에서의 실패 경험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오프라인 쇼핑과 데스

크톱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연구들이다. 모바일을 이용한 쇼핑이 소비

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채널이 된 시점에서 모바일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존의 실패 경험에 대한 연구가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과 그

에 따른 결과에 집중하고 있어 부정적 감정에 이어 나타나는 반추와 대처전략

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모바일 쇼핑환경에서의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감정과 반추 그리고 대처

전략에 이르는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의 

연구로서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연구 분야에

서 개념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으로 특히 부정적 감정에 의해 유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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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추의 개념이 쇼핑의 실패 경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의 대처전략의 유형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방법은 선행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모바일 쇼

핑 앱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류학의 연구 방법으로 여겨졌던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함께 진행하

여 의류학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패션 상품과 관련하여 놓

치기 쉬운 소비자들의 내면적인 부분에 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양희순, 

2019). 하지만 질적 연구 방법의 사용이 연구 대상에 대한 객관성이 아닌 연

구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인해 자료의 대표성을 해칠 수도 있어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점이 있다(정인희, 1998). 하지만 모바일 쇼핑에서의 실패 경

험, 그리고 반추에 관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실패 경험 후에 소비자의 

인지평가 전반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질적 연구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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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설정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

자의 인지 평가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반추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의 목적은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감정, 대처전략, 반추의 특성을 밝히고 리테일러에게 기대하는 서비스 회복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 진행되는 양적 연

구의 설계에 기초 자료가 되며 전체 연구 결과에 대한 상호 보완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모바일 패션 제품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의 유형을 

파악한다.  

연구문제 2.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과 이에 따른 

대처전략의 유형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과 반추의 관

계를 규명한다. 

연구문제 4. 서비스 실패 경험 후,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대한 인식

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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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에 앞서 질적 연구를 통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함

으로써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반추와 소비자의 

인지 평가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및 절차

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연구 조사 방법  

 

 본 연구는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을 중심으로 소비자

의 인지 평가 과정을 확인하고 실패 경험에 따른 반추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의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

어왔으나 주로 오프라인 환경에서 연구되어 소비자의 모바일앱 환경에서의 실

패 경험에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부정적 

사건에 대한 반복적 사고를 의미하는 반추에 대한 소비자 및 모바일 환경에 

대한 연구가 미비함으로 본 연구는 이를 깊이 있게 규명하고자 질적 연구 방

법인 일대일 면대면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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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 조사 대상자 선정  

 

   질적 연구는 특정한 사건, 사례 및 현상에 대한 연구 주제를 심층적으

로 탐구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 질적 연구에서 이를 위해 목적 표집

(purposive sampling)을 시행한다(김영천, 정상원, 조재성, 2019). 목적 표집

은 연구자가 관심을 둔 특별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연구 대상으

로 삼는 표집 방법이다.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

라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 문제를 가장 잘 대표하는 사례를 고려한다(신건권, 

2017). 이는 표본의 전형성을 위해 많은 수의 표본의 자료를 일반화하는 양

적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면담대상자는 현상을 직접 체험하고 있고, 

사건이나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을 중심 사건으로 하기 때문

에 연구에 적합한 인구 통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선정한다.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인 Consumer Insight(2019)에 따르면 2017-18

년 상품 구입 형태 및 변화 추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기준, 여

성의 모바일 쇼핑 점유율은 60%를 넘었으며 특히 20~30대 이용률은 70% 

중반을 넘어서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 경험이 많은 20~30대, 여성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모바일 쇼핑앱을 통해 패션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으며 실패 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들에게 1대1 면대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목적 

표집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눈덩이 표집(snowball-sampling)을 이용하였다. 

눈덩이 표집은 특정 연구 참여자로부터 다른 연구 참여자를 추천 받으면서 전

체 연구 참여자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즉 위의 기준에 맞는 5명의 표본을 시

작으로 주변에 이에 맞는 인터뷰 대상자들을 추천 받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표집은 연구자가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드러나

지 않는 상황(Bowen, 2008), 즉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진행되었다.  



 

54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총 2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

였으며 면담 대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특성은 <표 3-1>와 같다. 20명 중 20

대가 15명, 30대가 5명이었다. 대학생 3명, 대학원생 12명, 직장인은 5명으로 

구성되었다. 면담대상자들은 패션 제품 쇼핑 선호 채널로 1순위로 모바일앱

(13명), 2순위로 오프라인(12명)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연구 대상자 중 6

명은 1순위 선호 채널로 오프라인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모바일앱을 이용한 

패션 제품 쇼핑 빈도는 월 2-3회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1회에 95,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7회 이상 패션 상품 관련 모바일앱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 대상자 중 하루에 3회이상 모바일앱을 방문하다고 답한 경우가 있는 반면 

일주일에 1회로 답한 연구 대상자도 있었다. 모바일앱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

는 패션 제품은 상의, 원피스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패션 제품 쇼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앱으로 국내외의 특정 브랜드앱, 쇼핑 플랫폼앱(e.g., 네

이버 쇼핑, 브랜디, 지그재그), SNS(e.g., 인스타그램), 오픈 마켓(e.g., 11번

가, 쿠팡)등이 언급되었다.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중 경험한 서비스 실패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사이즈, 품질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배송이

나 시스템의 에러도 함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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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구 대상자의 인적 특성 

번호 연령 직업 선호채널 
월평균 패션 

상품 

구매빈도 

모바일앱 

방문횟수 

모바일앱 서비스 

실패 경험 

1 30 대학원생 
1. 온라인 

2. 모바일 
2 

일주일 3회 

이상 
사이즈, 품질 

2 27 대학원생 
1. 모바일 

2. 오프라인 
1 

일주일 5회 

이상 
사이즈, 품질 

3 28 대학원생 
1. 모바일 

2. 오프라인 
3 하루1회이상 사이즈 품질 

4 31 대학원생 
1. 오프라인  

2. 모바일 
1 

일주일 1회 

이상 

배송, 사이즈, 품질, 

시스템에러 

5 24 대학원생 
1. 모바일 

2. 오프라인 
5 하루 1회 이상 배송, 사이즈 

6 27 대학원생 
1. 모바일 

2. 오프라인 
2 하루 3회이상 사이즈, 품질 

7 34 직장인 
1. 오프라인  

2 온라인 
1 일주일 3회이상 사이즈 

8 29 직장인 
1. 모바일 

2. 온라인 
1 

일주일 1회 

이상 
품질, 결제 

9 33 직장인 
1. 모바일 

2. 오프라인 
2 

일주일 4회 

이상 
배송, 품질 

10 28 직장인 
1. 모바일 

2. 오프라인 
1 일주일 3회이상 품질 

11 26 대학원생 
1. 모바일 

2. 오프라인 
1 일주일 3회이상 사이즈, 품질 

12 25 대학원생 
1. 모바일 

2. 오프라인 
6 

일주일 7회 

이상 
배송, 품질 

13 29 대학원생 
1. 오프라인 

2. 모바일 
2 하루2회이상 사이즈 품질 

14 28 대학원생 
1. 오프라인 

2. 온라인 
10 

일주일에 

2회이상 
사이즈 

15 25 대학원생 
1. 모바일 

2. 오프라인 
10 하루2회이상 

배송, 사이즈, 품질, 

결제 

16 23 대학원생 
1. 오프라인 

2. 온라인 
1 일주일 7회이상 배송, 사이즈, 품질 

17 26 대학생 
1. 모바일 

2. 오프라인 
3 일주일 7회이상 배송 사이즈 

18 23 대학생 
1. 오프라인 

2. 모바일 
1 하루2회이상 사이즈 품질 

19 27 대학생 
1. 모바일 

2. 오프라인 
3 일주일5회이상 사이즈, 품질 

20 33 직장인 
1. 모바일 

2. 오프라인 
3 하루2회이상 품질, 시스템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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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 조사 진행 내용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심층 면담

(Seidman, 2006)을 사용하였다. 심층 면담 가이드를 바탕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면대면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가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여 결정하였다.   

 면담 조사 전 연구 참여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 면담 내용은 녹음되었다. 

녹음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녹음 파일은 암호화

되어 보관될 것임을 설명하여 최대한 참여자가 편안하고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면담에 30-40분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응답에 대해 불충

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반 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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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질문과 분석 방법  

 

(1) 면담 구성 

 

심층 면담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 공감, 

문맥 이해능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정교한 심층 면담 가이드를 만들 필요가 있

다(Roulston, 2014). 심층 면담 가이드는 연구의 흐름을 조절하고 연구 결과

를 생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구 참여자가 면담에 참여하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연구 과정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주제와는 별로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나 신변잡기를 늘어놓는 경우 등 면담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

는 상황이 발생한다(Denzin, 2001).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제가 대개 

명확하고 효과적인 심층 면담 가이드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심층 면담 가이드는 면담 상황뿐만 아니라 연구의 전반에 걸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연구자의 의도를 살펴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

과 방향을 결정해주기도 하고 연구의 대략적 내용과 연구 결과를 예측하게 하

는 면담 예상 답안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목적에 맞게 면담 가이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Bagnoli, 2009). 만일 질적 연구에 면담 가이드가 없다면 많은 연구자는 당

장 연구 참여자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다(Irwin & 

Johnson, 2005). 심지어 대화를 진행하는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내

용이 과연 연구의 핵심 주제와 결과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층 면담 가이드를 작성하고 4회에 걸쳐 

수정하였다. 면담 가이드는 초기 개방적 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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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허용하여 수집하고 점차 초점을 좁혀 탐구적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

였다. 본 연구는 심층 면담 가이드를 바탕으로 진행하며 질문과 응답 과정에

서 응답 내용에 따라 질문을 구체화시켜 재 질문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3-2>은 연구의 구성과 내용을 포함하는 본 연구의 심층 면담가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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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심층 면담 가이드 

면담의 흐름 주요내용 

 

연구 소개 및 설명 

 연구 내용과 면담의 목적 및 방법 소개 

 응답자의 윤리적 고려 재 설명 

(면담소요시간, 녹음 여부, 데이터 암호화 등) 

 

개인의 특성 
 일반적, 일상적 이야기 

 나이와 직업 

 

모바일 패션 쇼핑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에 대한 생각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의 장단점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언제, 왜 하는가 

 

모바일 패션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 

 경험한 서비스 실패의 과정 

 경험한 서비스 실패의 유형 

 가장 기억에 남는 서비스 실패 경험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감정과 대처전략 

 서비스 실패 경험 후 감정 

 서비스 실패 경험 후 대처전략 

 

반추 

 서비스 실패 경험 후 반추 

 반추의 시기 및 지속성 

 반추의 강도 

 

서비스 실패 경험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실패 경험 후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경험 

 기대하는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방법 

패

패

패

패

패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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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 내용 분석 방법 

 

질적 자료 분석은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성찰과 해석을 통해 일련

의 의미 구조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 의미에서 질적 자

료 분석이란 연구자가 자료를 통해 자신이 찾고자 하는 혹은 구성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즉 연구 주제와 관련된 특정 토픽에 대한 심층적

이고 총체적 이해를 얻기 위해 자료를 개념화, 범주화, 구조화 및 주제화하고 

종합하는 것을 포함한다(Stainback, 1988). Smith et al. (2009)의 질적 면담 

자료를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의 전사 본에 몰입하여 읽기와 

다시 읽기를 반복하였다. 읽기와 다시 읽기 과정에서 현장 메모를 참고하여 

새로운 메모쓰기를 진행하였다. 한번에 한 참여자의 면담 전사 본에 집중한 

후 다음 참여자의 전사 본으로 확인하였다. 전체 면담 참여자의 전사 본에 동

시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취합하여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주제별로 

분류된 면담 간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텍스트 간 분석을 시행하였다. 

면담 내용 분석을 마친 후 새롭게 발견된 특징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

석 내용을 종합하여 기술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문제점 외에 연구 결과 분석의 신뢰도

가 문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희순(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부 코더 신뢰도와 상호 코더 신뢰도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

다. 의류학 전공자인 코더 1과 의류학 비전공자(심리학) 코더 2를 통해 신뢰

도를 검증 받았다.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코더에게 사전에 연

구계획과 요약문을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모바일앱을 이용한 패션 제품 

쇼핑 및 서비스 실패 경험이 있는 코더를 선정했다. 코더 간의 신뢰도는 0.85

이상이 수용할 만하다고 제시되고 있다(Miracle & Bang, 2002). 이종규

(2006)가 제시한 신뢰도 계산 방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85%이상으로 신

뢰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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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결과  
 

  본 절에서는 질적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 사례를 이용하여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이

해와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부

정적 감정과 반추 그리고 대처전략에 따른 소비자 반응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

로써 실증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한다.  

 

1.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 

  

서비스 실패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는 오프라인과 데스크탑을 이용한 온라

인 환경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경험했던 패

션 제품 모바일앱 서비스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해 떠오르는 모든 유형

을 언급하도록 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 경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3-3>는 응답 내용에 따라 서비스 실패 경험의 유형을 구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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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 

응답 내용 
실패 

경험 

유

형 

 색깔이 달라서 환불했어요 아이보리로 보였고 아이보리로 
적혀있었으나 노란 끼가 강한 베이지였어요(사례 1)  

색감 

결

과 

 화면에서는 밝은 초록색 같았는데 실제로는 너무 군인스러운 
초록색이었어요(사례 2) 

색감 

 발 사이즈의 경우 옷과 달리 맞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집에 
둘 수도 없고 선물을 줬어요. 판매자에게 직접 신발에 대해 
미리 문의를 했었는데도 발 볼이 안 맞았어요 (사례 3) 

사이즈 

 엄청 뚱뚱해 보였어요 화면 속 모델 핏이랑 달랐어요 흰 
원피스는 완전 실패였는 데 친구들과 약속된 촬영이 얼마 안 
남아서 수선해서 그냥 입었어요 모델 핏 보정이 너무 심한 
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사례4) 

사이즈 

 소재의 경우 내가 생각한 소재가 아니었어요 혼용률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어요 부드럽다고 적혀있었으나 실제로는 
까끌까끌 했어요. (사례 6) 

소재 

 제품에 디테일컷이 자세하지 않았지만 기본 아이템이라 
구매했어요 기대하고 샀는데 소매랑 뒷태가 너무 이상했어요 
(사례 6) 

실루엣 

 결제하고 일주일 넘게 기다린 후에 앱으로 문의했는데 
그때서야 입고예정인 상품인걸 알았어요 (사례 5) 

시스템 

에러 

과

정 

 꼭 구매하고 싶었는데 앱이 자꾸 에러가 났어요 어쩔 수없이 
데스크탑으로 시도해서 구매했어요(사례 8) 

시스템 

에러 

 실시간 재고파악의 오류가 있었어요 결제하고 기다리는데 
일주일 후에 재고 없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사례 12) 

시스템 

에러 

 전체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며 상품을 보다가 하나를 클릭하여 
자세히 본 후 뒤로 갔더니 초기화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처음부터 찾아가야했어요(사례 15) 

시스템 

에러 

 아무리 기다려도 배송이 안되고 배송 추적도 안되었어요 무소
식으로 배송이 안옴!! (사례 16) 

배송 

 휴가 때문에 수영복 구입했는데 출국당일까지 결국 도착하지 
않아 물류 센터까지 찾아갔어요(사례 4)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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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응답 내용들을 바탕으로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과정에서 경험하

는 서비스 실패는 사이즈, 색감, 배송, 시스템 에러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서비스 실패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서비스 결과 실패와 서비

스 과정 실패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응답자들은 최소 한 개에서 최

대 3개까지 기억에 남는 실패 경험을 이야기 했다. 예상했던 제품과 색상, 사

이즈, 소재 등의 품질 차이에 의해 결과 실패를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이 나

타났다. 또는 쇼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제품이 

지연배송되는 경험을 통해 과정 실패를 경험했다.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실패

의 경험도 다수 언급되었는데 이는 서비스 과정 중에 재고의 잘못된 고지로 

인한 과정 실패, 사이즈나 소재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결과 실패를 모두 

포함하는 실패 경험이었다.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서비스 실패 사례의 경우 판매원과의 관계에서 일어

나는 서비스 과정의 실패가 강조되었던 것에 비해 모바일앱의 경우 온라인 서

비스 과정 실패와 유사한 배송이나 결제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데스크톱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과정에 비해 화면이 작은 모바일 쇼핑은 앱에 따라 제품

의 품질(색상, 소재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서비스 

결과, 즉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것과 다른 제품을 받게 되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은 결제 오류가 많이 나는데 모바일은 버튼 하나면 바로 결제가 되

고 요즘은 오류가 거의 없어요 (사례10, 28세, 직장인) 

 

카테고리가 상의, 하의..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했어요 원하는 걸 찾으려

면 한참을 뒤져봐야 했죠.  (사례9, 33세,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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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쇼핑에 비해 모바일앱을 이용한 쇼

핑의 결제방식을 간편하고 비교적 정확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순한 결제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모바일앱의 경우 한정

된 화면 구성으로 인해 제품을 한번에 확인하기 어렵고 앱의 성능에 따라 패

션 제품의 카테고리 구성이 세분화되지 않거나 시스템의 완성도가 차이가 있

기 때문에 원하는 제품을 찾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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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감정과 대처전략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의해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했다. 앞서 살펴본 인지 평가 이론에서 소비자의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1차 평가 결과로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고 이어서 2차적 감

정적, 인지 평가를 통해 대처전략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모바일앱 서비

스 실패 경험에서 어떤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2단계의 

평가를 거치며 대처하는지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통해 확인했다. <표 3-4>

은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 후에 부정적 감정과 대처전략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실패 경험에 의해 다양한 부정적 감정이 나타났다. 

실패 경험에 따라 단일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닌 2개 이상의 부정적 감정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적 감정에 따른 대처전략도 한 

가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 후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와 짜증

으로 나타났다. 분노는 기본적인 부정적 감정으로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연구

되어 왔다.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후 나타난 분노나 짜증은 특정 상황에서 

등장하는 감정이라기 보다는 실패 경험의 유형과 관계 없이 나타났다.  그 밖

에 실망, 후회, 당황, 귀찮음 등의 부정적 감정에는 미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실망은 기대했던 또는 특정 상황에 입어야 하는 제품 구매에 실패했을 때 주

로 나타났고 후회는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제품에 결과적으로 실패했을 

때 나타났다. 쇼핑의 결과나 과정이 예상했던 것에서 많이 벗어났을 때 당황

했고 결과, 즉 제품에 실패하여 반품이나 환불과 같은 과정이 필요함을 인지

했을 때는 귀찮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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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은 소비자의 대처전략으로 이어졌

다. 대처전략은 실패 상황에 대한 인지 평가의 결과로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와 같이 문제중심대처, 감정중심대처, 부인대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문제중심대처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게시 글을 남기는 것과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다. 문제중심대처에 집중한 응답자들은 기간에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직면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친구 및 지인

들과 자신의 실패 경험을 나누는 감정중심대처는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문제

중심대처와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실패 상황을 회피하

거나 빨리 잊으려고 하는 부인대처는 가장 적게 나타났다. 부인대처를 하는 

응답자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경향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은 다

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실패 경험과 유사한 감정으로 나타났는데 단일의 특정 

감정보다는 여러 감정이 함께 나타나며 총체적 접근 방식인 부정적 감정으로 

정의되었다. 부정적 감정에 따른 대처전략 몇몇 온·오프라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3가지 유형의 대처전략이 나타났다. 하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와는 차별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모바일이라는 특성에 의한 것으로 일

반 온라인 환경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제 대처

전략을 시행한 경우에도 판매원이나 서비스 제공자와 대면한 상태가 아니므로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과 시간에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다. 이를 통해 소

비자는 문제 대처 과정에서도 부정적 감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오프라인에 

비해 더 긴 기간 동안 경험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다. 감정 대처전략을 사용

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 및 지인과 사건을 공유하고 지지를 받는 과정 

외에 모바일앱 상에 게시 글을 올리거나 후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

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몇몇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개인적 속성이 감정과 대처전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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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확인하였다. 일부 응답자는 자신이 느낀 부정적 

감정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조하기도 했고 3-4개의 여러 감정을 

동시에 언급하기도 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일상에 지장이 갈 정도로 나쁜 

경험이 계속 떠오는 편이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례18, 

23세, 대학원생) 

 

또한 대처전략 중 어떤 방식에 더 많이 집중하는 가는 실패의 유형에 영

향을 받을 뿐 아니라 개인의 일반적인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

추할 수 있었다. 서비스 실패 경험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사

람은 더 적극적으로 문제 대처에 집중하려고 하는 반면 부정적 감정을 적게 

느낀 응답자는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적었다. 또한 부정적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꺼려하는 응답자의 경우 부인대처에 집중하려는 경

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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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대처전략 

응답내용 
부정적 

감정 
대처전략 

 화나고 짜증났어요 미리 공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짜증난다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사례 10) 

분노, 

짜증 
감정대처 

 애초에 사지 말걸,,,, 후회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최대한 
빨리 잊거나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례 18) 

후회 부인대처 

 불쾌하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경질이 났어요 하루 종일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날 계획한 코디를 못해서 속상했죠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앱에 챗봇이랑도 대화했는데 
더 답답해서 결국 몇 번 시도 끝에 통화를 했어요 (사례 
17) 

불쾌함, 

짜증,  

속상함 

감정 & 

문제대처 

 짜증이 났어요 귀찮았지만 연락을 해보니 어딘가에서 
연착되어 그렇다고 설명하긴 했는데 자신들도 모르는 것 
같아 당황했어요! (사례 16) 

짜증, 

귀찮음 

당황 

문제대처 

 기대감이 있고 시간과 노력이 있는데 보답이 제대로 안 
오고 돈도 없어지고 다 놓친 기분 허망했어요 실망한 
마음에 후기에 글에 적었어요 (사례 15) 

허망함, 

실망 
감정대처 

 화가 났어요 특히 그 티셔츠 때문에 같이 세탁한 다른 
옷이 다 엉망이 되었어요 당황스러웠죠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교환을 받았어요 (사례 13) 

분노 

당황 
문제대처 

 좌절감이 가장 컸어요 너무 입고 싶었던 제품이어서 
실망했어요 그리고 환불이 제대로 안되니 화가 났어요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요. 
친구들이랑 시시콜콜 이야기도 나눴어요 (사례 12) 

좌절감,  

실망, 

분노 

감정 & 

문제대처 

 실망했어요 환불이 안 되는 옷인데 품질 컬러 등 생각과 
달랐는데 화가 났어요 그 옷은 그냥 짐이라고 생각하고 
어딘가 뒀어요 (사례 9) 

실망, 

분노 
부인대처 

 제품에 하자였는데 나를 탓하는 듯한 답변에 더 
분노하고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에 짜증났어요 
귀찮았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환불 받았죠 (사례 18) 

분노, 

짜증, 

귀찮음 

문제대처 

 굉장히 오래 기다려서 받은 물건인데 엉망이라 너무 
짜증나고 이용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촉박하고 다른 대안도 없고 계속 화가 났어요 결국 
입었으나 그날 내내 짜증나고 결국 그 이후로 안 입어요 
(사례 6) 

짜증, 

분노 
부인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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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추 

 

인지 평가 이론에 따른 개인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험에 의한 

2단계 평가에 의한 부정적 감정과 대처전략과 함께 본 연구이 주요 변수인 

반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부정적 사건에 대한 반복적 사고인 반추는 사

회학 및 의료 분야에서 언급되었으나 소비 분야에서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또한 심층 면담을 통해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반추의 실체를 확인하는 연

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이라는 특정 소비 

환경에서 개인의 반추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발현되

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먼저 모바일 쇼핑에 대한 

일반적 생각부터 자신의 실패 경험에 대한 응답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며 순차

적으로 회상을 이어가게 하는 과정에서 반추에 대한 응답을 확인했다.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반추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 결과를 확인한 결과,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반추는 

소비자의 대처전략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처전략과 거의 같

은 시점에 반복적인 사고가 나타나는 경우도 확인되었으나 이는 대처전략을 

위해 사건을 다시 되짚어보는 개념의 반복적 사고에 가까웠다.  

  패션 제품이라는 제품 특성 때문에 반추가 발생하는 경우는 결과 실패 

후에 주로 나타났다. 구입하였으나 예상했던 제품이 아니었던 경우로 환불이

나 반품이 불가하거나 개인의 사정으로 제품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

서의 반추였다. 환불이나 반품이 불가하여 원하지 않지만 해당 제품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보거나 입었을 때 실패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반추하

게 된다. 개인의 사정, 즉 단순한 귀찮음으로 인해 제품을 소유한 경우는 착

용을 하기 보다는 옷장 한 켠에 보관하였고 특정한 날을 위해 급하게 구매하

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일 이후에는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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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제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감정과 함께 그때의 상황이 떠오른다

고 응답했다. 또한 결과 실패로 인해 제품을 반품한 경우에도 반추가 나타났

는데 같은 브랜드에서 비슷한 품목을 봤을 때,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 

유사한 제품을 봤을 때도 반추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똑같은 실패를 다

시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되새김하게 되는 

경우이다.     

 

아마 그 제품을 버리기 전까지는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요 억지로 입

고 다니긴 하는 데 입을 때마다 그 때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요 (사례11, 26세, 대학원생) 

 

당시에는 급해서 그대로 입었는데 그 이후로는 결국 잘 안 입게 되었어요 

(사례6, 27세, 대학원생)  

 

비슷한 레이스 원피스를 살 때 생각나더라고요 화면에 괜찮아 보여도 또 

그럴까 바 피하게 되요 특히 동일 브랜드에서 비슷한 품목을 봤을 때 마다 생

각났어요(사례1, 30세, 대학원생) 

 

 반추가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한 가장 많은 응답은 실패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사례에 따라 그 기간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문제중심대처를 진행하여 쇼핑의 결과 실패를 또 다른 과

정으로 연장한 경우에 나타났다. 결과 실패 후 빠르게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

는 짧은 반추 혹은 반추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결과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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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길어진 경우, 소비자는 결과 실패에 이어지는 과정 실패를 경험하게 된

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 회복에 대해 불만족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불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생각이 났어요 이상한 물건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니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는 계속 생각하게 되요 (사례20, 

32세, 대학원생) 

 

해결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일주일가량 계속 신경 쓰이고 생각났어요. 처

음엔 옷에 대한 아쉬움이었다면 나중에는 옷은 신경 쓰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

는 일 때문인지 오히려 서비스 팀에 대한 불만과 화가 많이 남 (사례17, 26세, 

대학원생)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추가적 대처와 관계 없이 실패 경험 이후에 일어

나는 하루 이상의 반추이다. 이미 실패 경험에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해당 제

품이나 사건에 대해 반복적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입고 지연의 문제로 제

품을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없어 환불했던 응답자의 경우, 과정 실패는 종료

되었지만 계획대로 제품을 착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해당 제품을 소유하지 못

하게 된 사건에 대해 반추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고 오류로 인해 과정 실

패의 종료된 또 다른 응답자의 경우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른 응답자에 비

해 더 오래 반추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계속 머리 속에 맴돌았던 것 같아요 여행간 날짜 전까지는 그 옷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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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평소는 실패해도 그냥 잊어버리는데 그 옷이 제대로 왔으면 가지고 있

던 가디건이랑 같이 입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휴가 때까지 생각했어요 (사례

4, 31세, 대학원생) 

 

모바일 쇼핑을 주로 하는데 한번 화가 나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구입하지 못한 그 제품은 돈을 더 주고 라도 사고 싶어졌어요 (사

례5, 24세, 대학원생) 

 

이상으로 회상을 통해 반추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한 반

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으나 면담을 기점으로 최근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이나 감정은 회상하는 것에 비해 반추를 회상하는 것에는 어려

움이 있었다. 또한 회상된 반추는 대부분 결과 실패에 따른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앱 서비스 실패 경험을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

한 것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이용한 설문을 구상하여 회상이 아닌 상황에 대

한 반추를 확인하여 연구 결과를 상호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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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 반응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의 결과 변수인 소비자 반응을 알아보았

다. 소비자 반응은 앞서 살펴본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대처전략 그

리고 반추에 영향을 받는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불쾌한 경험에 대한 인

지 평가가 끝난 소비자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실패의 경험이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 확인

하고자 했다.  

  실패 경험 상황에서 문제중심대처, 즉 문제에 대해 제공자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경우에는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방식이 결과적으

로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실패를 경험한 응답

자가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불만족한 경우 부정적 사고는 증폭되고 더 이

상 해당 리테일러와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테일러의 서비

스 회복에 불만족한 경우로는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환불이나 반품 과정이 오

래 걸리는 경우, 그리고 몇몇 응답자의 경우 자신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느끼

는 상황에서 리테일러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로 응답했다.  

  

바지 옆 선이 분명 이상했는데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며 나를 탓하는 듯한 

답변을 받았어요 몇 차례 게시글과 통화를 통해 환불을 받았지만 그 후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요 (사례9, 33세 직장인) 

 

다음으로 실패 경험을 통해 해당 앱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경

우 소비자는 해당 브랜드와의 관계를 중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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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과 마찬가지로 모바일앱을 이용한 쇼핑은 실제로 제품을 보거나 만지거나 

착용해보지 못한 상태로 구입하게 된다. 따라서 화면에 제시되는 치수 정보와 

제품 사진은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그런데 이 정보원이 정확하지 않아 실패

를 경험한 경우, 해당 제품 외에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해당 모바일앱을 삭제하거나 유지하더라도 그 이

후로 구매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화면에서 보던 것과 핏이 너무 달랐어요 모델의 키나 사이즈가 나랑 유사

해서 믿고 구매한 거였는데 사진이 보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계속 사진을 보

정할 것 같아서.. 개선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아예 삭제했어요 (사례6, 27세, 

대학원생)   

 

여러 번 구매한 경험이 있고 나랑 스타일도 잘 맞아서 잘 이용했었는데 

같은 제품명으로 다른 바지가 배송된 이후로는 한번씩 들어가보긴 하지만 물

건을 사지는 않아요(사례15, 23세, 대학원생) 

 

 

 

 

 

 

 



 

75 

5. 서비스 회복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통해 실패 경험 

에 따른 평가 과정에 개인의 내부적 요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외

부적 요인, 즉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서비스 회복의 속성이 보상, 반응의 속도, 사과, 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 회복 제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Hart et al., 

1990; Smith et al., 1999). <표 3-5>은 응답자들이 받은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유형과 속성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3-5>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 후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응답 내용 속성 

 적립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심 어린 사과를 안하고 
경제적으로 퉁치는 느낌이라 별로였어요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례 18) 

보상 

 반품 접수를 직접해주고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처리 
해줬어요 경제적 보상은 없었지만 진심의 사과랑 빠른 
처리가 좋았어요 (사례 14) 

사과, 자발적 제시, 

반응 속도 

 기대했던 원피스가 품절이라 실망했지만 품절에 대한 
안내와 거의 동시에 품절 보상 쿠폰을 지급 받았어요 
(사례 10) 

보상, 자발적 제시, 

반응 속도 

 상품지연보상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먼저 전화를 
걸어서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한층 좋아진 기억이나요 (사례 6) 

사과, 자발적 제시 

 배송이 너무 안 온다고 하니 확인해보고 착오에 대해 
사과했어요 늦었지만 사은품을 함께 넣어줘서 좋았어요 
(사례 5) 

사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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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응답자가 가장 많이 받은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유형은 먼저 사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 유선으로 통화를 한 경

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서비스 회복을 위

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사과와 함께 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회

복 방법 제시는 응답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상 또

한 적절한 서비스 회복 방법으로 나타났는데 한 명의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사과가 없는 단순한 보상이 오히려 부정적인 기분이 들게 했다고 밝히기도 했

다. 반면에 어떤 응답자는 얼굴을 모르는 누군가 혹은 기계가 하는 사과에는 

진실성을 느끼지 어렵다고 답하며 따라서 금전적 보상을 오히려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몇몇 응답자의 답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모바

일앱의 경우 오프라인 환경과 달리 판매원이나 서비스 제공자와의 면대면 커

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면대면 상황이 아니

므로 오히려 진심 어린 사과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과 어차피 확인할 수 없

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경우로 나눠지는 것이다.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이 실패한 몇몇 사례들을 통해 서비스 회복의 

여러 속성이 동시에 작용할수록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서비스 회복을 시도했으나 대응이 너무 느리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

우 응답자의 부정적 감정이 연장되고 불만족만 커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회복 과정에서 사과나 자발적 제시 없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여 실패

의 소재를 소비자에게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할 경우 문제가 해결된 후에

도 응답자는 서비스 회복에 만족할 수 없다고 답했다. 빠른 반응 속도와 사과

를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리테일러가 사용한 챗봇을 경험한 응답자도 있었는

데 오히려 서비스 제공의 주체자가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는 생각과 입력된 정보일 뿐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불만족

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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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너무 느리고 전화를 몇 번했는지 몰라요 그 과정에서 내 돈 쓰면

서 이런걸 겪어야 하나 싶어서 너무 힘들었어요(사례8, 28세, 직장인) 

 

세탁을 하니 물 빠진 바지 때문에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교환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고 물이 빠진 정도를 재차 확인했어요 

즉각적인 사과가 아닌 의심하는 듯한 태도가 기분 나빴어요(사례13, 29세 대

학원생)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통화는 되지 않고 챗봇으로 연결되었어요 챗봇에게 

떠 넘기는 느낌이라 별로였어요 결국 입력된 답변만 할게 뻔해서 와 닿지 않

아요(사례17, 26세 대학원생) 

 

  추가적으로 소비자 기대하고 선호하는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사과와 보상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기서 사과는 

개인이 겪은 상황에 대한 공감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을 기대한다

고 응답했다. 만약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과를 받는 다면 다른 보상은 필요하

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다음으로 보상의 경우, 큰 금

액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실패 경험에 대한 리테일러의 응답으로 여겨

질 수 있어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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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 분석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진행에 앞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

한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에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제안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적 근거가 일부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비스 실패 경험 후 부정적 감정과 반추 그리고 대처전

략에 대해 언급하며 상황적 속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상황적 

속성인 실패 유형의 차이는 앞서 언급되었고 추가적으로 브랜드의 이미지와 

인지도 등 브랜드 자산에 따라 감정적, 인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직접적

으로 응답하였다.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높을 경우 실패의 경험은 더 큰 부정

적 감정과 적극적인 대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브랜드의 인지도

가 낮은 경우 실패의 경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며 이에 따라 감정적 

동요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이 비싼 브랜드였으면 어떻게든 환불했을 텐데…… 어차피 싼 거여서 

그냥 뒀어요 오히려 뭘 하는 게 귀찮더라고요(사례7, 34세, 직장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입한 거라 잘 아는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정확

히 이름이 기억 안나요 그래서인지 품질이 별로였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

어요(사례19, 27세, 대학원생) 

 

그리고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과 대처전략의 면담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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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듯이 개인이 감정을 얼마나 많이 또는 잘 느끼는지에 따라 실패 경험에 따

른 인지 평가 과정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부정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사

고하는 반추의 경우 실패의 유형이나 결과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으나 

응답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 부정적 감정과 반추의 시작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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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제 1 절 가설 설정 및 연구모델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질적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델을 구

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에 반추의 관계를 규명하고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리

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본 

절에서는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 반

추 그리고 소비자 반응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고 소비자의 대처전략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델 1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노력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모델 2를 제안한다. 

 

1. 가설 도출 

 

부정적 감정은 고객의 제품 구매 시 수반되는 주관적인 느낌의 싫은 감정

을 말하는 것으로(Van Dolen et al., 2001) 구매 과정의 중재자 및 매개자로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Cohen & Areni, 1991). 소비자가 경험한 긍정

적 부정적인 감정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또는 불만족에 영향을 미

친다(Zeelenberg & Pieters, 1999). Bougie et al. (2003) 는 느낌, 생각, 행

동, 경향, 목적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불만족의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곧 

불만족이 인지적 상태와 정서적 반응이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

비스 실패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을 느낀 소비자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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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사고 과정을 통해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 긍정적 감정은 만족과 부정

적 감정은 불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Zeelenberg & Pieters, 2004) 부

정적 감정은 불만족을 끌어낸다..  

가설1 서비스 실패 경험에 의한 부정적 감정은 불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불쾌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높은 수준의 반

추와 관련이 있다(Rusting & Nolen-Hoeksema, 1998). 따라서 높은 수준의 

부정적 감정은 소비자로 하여금 반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

의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2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은 반추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Strizhakova et.al. (2012)는 연구를 통해 분노한 고객이 서비스 실패에 

대해 반추 과정이 불만족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반추는 서비스 공급자인 리테일러와

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erger and Schwartz(2011)는 반추

가 소비자의 불만족을 일으키고 리테일러와의 관계 유지를 어렵게 하여 매출

을 저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3 서비스 실패 경험에 의한 반추는 불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서비스 접점에 대한 고객 만족은 만족도, 긍정적 구전, 재구매 의도 등 

다양한 행동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Andreassen, 2001; Bolton, Grewalb & Levy 2007).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

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족할수록 지속적으로 사용의도가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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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당 업체와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Kotler & Armstrong, 

1997). 고객이 특정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 만족할수록 그 대상에 대해 긍정

적인 감정, 의도 또는 행동이 더 커지는데, 대표적인 충성도 변수로 관계지속

의도가 있다(Gustafsson et al., 2005). Jones & Sasser(1995)는 고객이 불

만족을 느끼면 다른 경쟁자에게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 관계를 유지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서비스 실패에 따른 소비

자의 불만족은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음

과 같이 가설을 도출되었다. 

가설4 서비스 실패 경험에 의한 불만족은 관계지속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트레스와 대처 이론(Lazarus & Folkman 1984)에 따르면 부정적 경험

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부정적 정서가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자원의 활성

화를 촉발시켜 다양한 대처 전략을 유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Duhachek, 

2005)  

가설5 서비스 실패 경험에 의한 부정적 감정은 소비자의 대처전략(a: 문

제중심대처, b: 감정중심대처, c: 부인대처)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처 전략의 사용은 부정적 사건의 원인, 결과, 그리고 증상

에 대한 반복적 사고인 반추(rumination)에 영향을 미친다(Nolen-

Hoeksema, 1991). 불쾌한 사건에 의한 부정적 감정을 소비자는 대처전략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해결에 도달하고자 한다. 대처전략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얻은 소비자는 사건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반복할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대

처전략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얻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사건에 대해 반추하게 

될 것이다. 성공적 대처전략은 부정적 사건에 대해 반복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대처전략 중 문제중심대처전략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원인

이 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노력으로 반추를 감소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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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소비자의 대처전략 중 직접적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감정적 접근인 

감정중심대처와 부인대처는 감정의 반복적 사고인 반추를 일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측을 바탕으로 도출된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6a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문제중심대처전략은 반추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b-c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대처전략(b: 감정중심대처, 

c: 부인대처)은 반추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의 서비스 실패에 대해 리테일러는 여러 방법을 통해 서비스 회복

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즉 서비스 실패 상황을 회복함으로써 상황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수행한다(Hart et al., 1990). 이는 소비자 내부

의 대처전략과 별개로 소비자의 실패 경험에 대한 인지 평가에 외부 자극이 

될 수 있다. Lin, Wang and Chang (2011)는 서비스 장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 서비스 실패가 효과적으로 해결 된 후에 고객이 더 큰 재구매 

의도를 나타내고 부정적인 구전을 감소 시켰음을 밝혔다. 따라서 서비스 회복 

만족은 회복 전보다 소비자와 리테일러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비스 실패에 대학 부정적 사고의 반복은 줄어들고 리테일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

으로 아래와 같이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5d 서비스 실패 경험 후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대한 만족은 서

비스 회복 후 반추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

에 따른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에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에 따른 차이

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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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실패는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주지 못하

여 소비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다(Smith et al., 1999). 서비스 결과실패

는 소비자가 서비스로부터 실질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실패를 말

하고 서비스 과정실패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를 말한다

(Grönroos, 1984). 따라서 각기 다른 서비스 실패의 유형은 실패의 원인과 

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

상한다.  

가설7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은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와 그 브랜드의 이름 및 상징과 관련된 가치의 총체

로,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업과 그 기업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증

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Aaker & Equity,1991). 또한 브랜드 자

산은 소비자의 서비스 실패 경험에서 위험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Keller & Lehmann, 2006) 높은 자산 브랜드일 수록 고객의 불확실성을 줄

이는 데 우수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실패 상황은 실패의 유형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소비자 지각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Weun, 1997). 따라서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브랜

드의 자산의 높음과 낮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래

와 같이 상황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8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은 실패를 경험한 브랜드의 자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감성 지능은 생각을 촉진하기 위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Mayer, Salovey, Salovey, & Sluyter, 1997), 높은 감

성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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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능이 정서적 경험에 따라 반추를 줄이는 것과 같은 정서적 작용의 성공적

인 방법 일 수 있다고 언급되었으나 실제 효과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

(Lanciano, Curci, & Zatton,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행요인인 부정적 

감정과 주요 변수인 반추에 개인의 감성 지능에 따른 차이가 예상하고 실증적

으로 검증하고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가

설이 도출되었다. 

가설9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은 소비자의 감성 지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요약하면 <표 4-1>, <표 4-2>와 같다. 

 

<표 4-1> 연구모델 1 가설 

구분 가설 경로 

H1 부정적 감정→불만족 

H2 부정적 감정→반추  

H3 반추→불만족 

H4 불만족→관계지속의도 

H5a 부정적 감정→문제대처전략 

H5b 부정적 감정→감정대처전략 

H5c 부정적 감정→부인대처전략 

H6a 문제대처전략→반추 

H6b 감정대처전략→반추 

H6c 부인대처전략→반추 

H7 상황적 속성: 서비스 실패 유형의 조절 효과 

H8 상황적 속성: 브랜드 자산의 조절 효과 

H9 개인적 속성: 감성 지능의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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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연구모델 2 가설 

구분 가설 경로 

H1 부정적 감정→불만족 

H2 부정적 감정→반추 

H3 반추→불만족 

H4 불만족→관계지속의도 

H5 서비스회복만족→반추 

H6 상황적 속성: 서비스 실패 유형의 조절 효과 

H7 상황적 속성: 브랜드 자산의 조절 효과 

H8 개인적 속성: 감성 지능의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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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델 제안 

 

이상의 연구모델 1과 연구모델 2 가설에 따른 연구모델은 <그림 4-1>, 

<그림 4-2>과 같다. 본 연구는 서비스 실패 경험에 의한 반추와 소비자의 

대처전략,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델이다. 본 

연구모델은 상황적 속성인 서비스 서비스 실패 유형과 브랜드 자산, 개인적 

속성인 감성 지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조절 효과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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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앞서 제안한 연구 가설 및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구성 및 절

차는 <그림 4-3>과 같다. 

 

연구모델 1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반추 

 구조모델 검증 

 상황적 속성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개인적 속성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연구모델 2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과 반추 

 구조모델 검증 

 상황적 속성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개인적 속성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그림 4-3> 양적 연구 구성 및 절차 

 

연구 수행에 앞서 시나리오 및 자극물을 개발하고 검증하였으며 이후 온

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변수들간의 관계를 양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절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설문 조사의 연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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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도구 

 

(1) 시나리오 구성 

   

본 연구는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반추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의 효과

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모델 1은 부정적 감정이 반추 및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

한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소비자의 대처전략이 반추에 미치는 영향에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모델 2는 연구모델 1에 이어서 

서비스 실패 경험 후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노력에 해당하는 문자 메시지가 

반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만족이 서

비스 회복 전과 후의 반추 및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나리오

는 패션 상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브랜드 자산에 차이(높음 vs 낮음)가 있

는 서비스 실패 경험(결과 vs 과정)에 각각 노출시킨 후 소비자의 부정적 감

정, 대처전략, 반추, 소비자 반응을 측정하였다. Brady et al. (2008) 의 연구

를 기반으로 브랜드 자산 조작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높은 브랜드 자산 상

황은 브랜드가 잘 알려져 있고 응답자가 브랜드 경험이 있는 상태로, 낮은 브

랜드 자산 상황은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이며 응답자가 브랜드와 이미지에 익

숙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자극물에 노

출시킨 후 회복 만족, 회복 만족 후 반추 및 소비자 반응을 따로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인적 속성인 감성 지능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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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읽기 전 참가의 감성 지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상황적 속성에 따라 서비스 결과 

실패 상황과 서비스 과정 실패 상황에서 각각 브랜드 자산이 어떠한지에 따라 

4 가지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자극물은 서비스 회복 

속성을 반영하여 실패 경험 직후(반응속도), 리테일러가 먼저(자발적 제시), 

사과와 함께, 10%의 할인쿠폰(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의 구체적인 설문 집단은 <표 4-3>과 같다. 

<표 4-3> 실험에 사용된 설문 집단 

분류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서비스  

실패 경험 

실패 유형 결과 실패 과정 실패 

브랜드 자산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리테일러 서비스 회복 
사과와 함께 보상으로  

10% 할인쿠폰 제공 

 

본 연구는 시나리오 개발에 있어 실제 모바일 쇼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실패 경험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질적 연구 과정에서 수

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바일 쇼핑 상황, 구매하는 패션 제품(원피스), 서비

스 실패 유형을 선정하였다. 또한 자극물로 제시된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방법은 질적 연구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싶은 서비스 회복 방

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서비스 실패 경험 시나리오에 응답한 후,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자극물을 접하게 된다. 응답자는 앞서 읽은 시나리오의 실패 유형에 따

른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자극물, 즉 사과, 설명, 보상 제공(10%할인쿠폰)

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는 상황에 노출된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 후,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노력을 자극물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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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으로써 회복 후 소비자의 감정과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

고자 한다. 서비스 결과 실패와 서비스 과정 실패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회복 방법은 물질적 보상과 같은 실리적 보상과 공감이나 사과와 같은 

상징적 보상을 함께 제시한다. 설문에 사용된 설문 집단 별 시나리오와 자극

물은 <표 4-4>, <표 4-5>와 같다.   

 

<표 4-4> 실험에 사용된 시나리오 

분

류 
시나리오 

결

과 

실

패 

나는 지난 월요일 점심을 먹고 핸드폰을 보다가 다음주 휴가 때 입기 위해 

며칠 전부터 사야겠다고 생각했던 원피스를 사기 위해 1)평소 자주 이용하던 

O.O.Village모바일앱을 모바일로 확인했다. 20-30대에게 여성복 판매량이나 

후기가 가장 높아 유명한 브랜드라 고민 없이 선택했다. 2)얼마 전 우연히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O.O.Village모바일앱의 링크를 따라 들어갔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소한 브랜드였다. 휴가에서 친구들과 착장을 맞춰 입고 콘셉

트 사진으로 남기기로 약속해서 일찍부터 미리 주문을 하고 싶었다. 사이트에

서 ‘원피스’ 카테고리를 찾아 들어갔다. 여름철 입을 수 있는 시원한 원피스

를 구입하고 싶어 두께가 얇고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있는 원피스를 찾고 싶었

다. 원피스 종류가 많았지만 상세검색을 통해 여러 상품 중 구매가 고려되는 

디자인들을 선택하여 장바구니에 넣었다. 원피스에 대한 상세 사진과 사용된 

원단 정보, 정확한 치수가 명시되어 있어 내가 원하는 원피스를 잘 고를 수 있

었다. 사이즈 선택을 도와 줄 서로 다른 치수를 입은 모델 사진이 게시되어 있

어 나에게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두 가지 원피스 중 고민하다가 결국 아이보리 색 원피스를 사기로 결정했다. 

나는 바로 주문과 결제를 완료하였다. 이틀 후 택배가 도착하여 받자마자 포장

을 뜯었는데 원피스 색상이 모바일 화면으로 보고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화면 

상으로는 밝고 화사한 톤이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칙칙한 갈색 빛이었다. 혹

시나 하는 마음에 원피스를 입고 방 안 거울 앞에 섰다. 실제로 입어보니 칙칙

한 색깔이 나와 어울리지 않았고 레이스 디테일의 품질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제품이었다. 결국 그렇게 거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원피스를 옷장 한 켠에 

둔 채로 휴가를 위한 짐을 싸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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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실

패 

나는 지난 월요일 점심을 먹고 핸드폰을 보다가 다음주 휴가 때 입기 위해 

며칠 전부터 사야겠다고 생각했었던 원피스를 사기 위해 1) 평소 자주 이용하

던 O.O.Village모바일앱을 모바일로 확인했다. 20-30대에게 여성복 판매량이

나 후기가 가장 높아 유명한 브랜드라 고민 없이 선택했다. 2)얼마 전 우연히 

sns광고를 통해 알게 된 O.O.Village모바일앱의 링크를 따라 들어갔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소한 브랜드였다. 휴가에서 친구들과 착장을 맞춰 입고 

콘셉트 사진으로 남기기로 약속해서 일찍부터 미리 주문을 하고 싶었다. 사이

트에서 ‘원피스류’ 카테고리를 찾아 들어갔다. 여름철 입을 수 있는 시원한 

원피스를 구입하고 싶어 두께가 얇고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있는 원피스를 찾

고 싶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었다. 원하는 상품 페이지로 들

어가니 전체 상품은 화면에 잘 보였지만 자세히 원단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면

이 확대가 되지 않았다. 게다가 사이즈도 정확한 수치 없이 S, M, L의 3가지로 

나와있어서 사이즈를 고르는데 힘들었다. 나는 사이즈에 확신은 없었지만 M사

이즈를 선택했다. 이 원피스의 디자인은 특이해서 다른 곳에서는 찾기가 힘들 

것 같아 그냥 구매하기로 결 정했다. 원피스를 주문하기 위해 결제 페이지로 

들어갔다. 마침 오픈 할인 쿠폰이 있어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다운로드 

받은 쿠폰이 있는데도 재 로그인의 절차를 통해서 들어와야 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는 안내 팝업 창이 나타났다. 이미 로그인 후 물건을 오랜 시간 고르고 결

제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창을 끄고, 다시 로그인을 해야 했다. 시간이 걸리

지만 쿠폰 할인을 위해서 하는 수 없이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로그인을 한 

후 쿠폰 할인을 적용하여 원피스 구매를 완료했다. 상품은 이틀 만에 도착했으

며, 내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오래 입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은 이 원피스를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 브랜드 자산: 1)높음, 2)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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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실험에 사용된 자극물 

분류 결과 실패 과정 실패 

문 

자 

메 

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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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문항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크게 서비스 실패 경험 시나리오를 읽기 전과 후 그

리고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자극물 노출 후로 나뉜다. 시나리오를 읽기 전, 

개인 속성인 감성 지능, 시나리오를 읽은 후, 부정적 감정, 반추, 대처전략(문

제대처, 감정대처, 부인대처), 소비자 반응(불만족, 관계지속의도)으로 구성되

었다.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자극물에 노출된 후에는 서비스 회복 만족, 반

추, 소비자 반응(불만족, 관계지속의도)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모바일 쇼

핑 경험, 인구통계학적 특성까지 포함하여 모두 5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을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설문 구성은 <표 4-6>과 같다. 

<표 4-6> 양적 연구의 설문지 구성 

분

류 

측정 

시기 
측정 변수 

문

항 

수 

측정방법 

1 
시나리오 읽

기 전 
개인적 속성 감성 지능 8 7점 리커트 척도 

2 
시나리오 읽

은 후 

상황적 속성 
실패 유형 4 7점 리커트 척도 

브랜드 자산 4 7점 리커트 척도 

평가 

부정적 감정 5 7점 리커트 척도 

대처전략 8 7점 리커트 척도 

반추 5 7점 리커트 척도 

소비자 반응 
불만족 3 7점 리커트 척도 

관계지속의도 4 7점 리커트 척도 

3 
자극물 

노출 후 

평가 
회복만족 5 7점 리커트 척도 

반추 5 7점 리커트 척도 

소비자 

반응 

불만족 3 7점 리커트 척도 

관계지속의도 4 7점 리커트 척도 

4 모바일 쇼핑 경험 9 
자유기술형, 

선다형 

5 인구통계학적 특성 7 선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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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성 지능 

 

감성 지능은 사고, 감정과 감정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환경적 요

구를 반영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등을 돕기 위해 감정을 지각, 접근 및 생성하

는 능력으로 설명된다(Salovey & Mayer 1990).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다루

는 능력,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에서 감정

을 도구로 사용하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감성 지능 척도

는 자기감정인식(self-emotion appraisal), 타인감정인식(others’ emotion 

appraisal), 감정 활용(use of emotion), 감정 조절(regulation of emotion) 

문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는 Wong and Law (2002)의 척도를 바탕으로 각

각 2문항씩 가져와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4-7> 감성 지능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문항

번호 
출처 

감성 

지능 

나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1-1 

Wong & 

Law, 2002 

나는 항상 내가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다. 1-2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찰하는 데 뛰어나다 1-3 

나는 항상 내 동료들의 행동으로부터 그들의 감정을 

알 수 있다. 
1-4 

나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1-5 

나는 항상 내 자신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

한다. 
1-6 

나는 기분을 조절하고 합리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1-7 

나는 내 감정을 잘 통제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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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브랜드 자산 

 

브랜드 자산은 고객 기반 관점에서 고객이 해당 브랜드의 마케팅에 반응

하는 방식에 대한 브랜드 인식의 영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Keller, 2002). 본 

연구에서는 Brady et al. (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는 4가지 항목 채택하고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문항을 구성했

다.  

<표 4-8> 브랜드 자산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문항

번호 
출처 

브랜드 

자산 

O.O.Village는 인기가 있는 모바일 앱이다. 3-1 Brady, 

Cronin, 

Fox, & 

Roehm, 

2008 

O.O.Village의 품질은 다른 모바일앱보다 좋다. 3-2 

O.O.Village의 품질은 믿을 만 하다. 3-3 

O.O.Village는 잘 알려진 모바일앱이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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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정적 감정 

 

다수의 구매 행동 관련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감정은 총체적 접근을 통해 

주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분류한다.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소비자

의 부정적 감정으로는 ‘분노, 혐오, 무시, 놀라움, 부끄러움, 죄책감, 두려움, 

슬픔, 짜증, 실망, 불안, 후회, 불만족, 허탈, 외로움, 답답함, 배신감’ 등이 있

었다. 본 연구에서 Smith and Bolton(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5문항으로 

부정적 감정 문항을 구성했다.  

<표 4-9> 부정적 감정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문항

번호 
출처 

부정적 

감정 

짜증을 느낀다. 4-1 

Smith & 

Bolton, 

2002 

화가 난다. 4-2 

실망감을 느낀다. 4-3 

당황스럽다. 4-4 

후회를 느낀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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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처전략 

 

Folkman et al. (1986) 는 대처전략을 개인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특

정 외부 또는 내부 요구를 관리하기 위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 및 행동

적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대처전략은 개인-환경 관계를 바꾸거나 감정을 조

절함으로써 문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Lazarus & Folkman, 1987). 본 

연구에서 소비자의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Duhachek (2005)의 세 가지 

차원의(문제 중심, 감정 중심, 부인) 대처 척도 17문항을 바탕으로 문항을 축

소하여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4-10> 대처전략 측정 문항 및 출처 

요

인 
구분 개별 문항 

문항

번호 
출처 

대

처

전

략 

감정

중심

대처 

주변 지인(가족, 친구 등)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눌 것이다. 
5-1 

Duhachek, 

2005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다. 5-2 

내 기분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

다. 
5-3 

문제

중심

대처 

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할 것이

다. 
5-4 

행동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다. 5-5 

문제를 해결할 최상의 방법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5-6 

부인

대처 

나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음을 부인하고 싶다. 5-7 

문제가 발생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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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반추 

 

Nolen-Hoeksema (1996)는 반추를 부적응 행동으로 보았고 문제를 해

결하거나 목표 불일치를 줄이지 않고 부정적인 정서적 상태와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복적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서비스 실패 상황에 대한 고객의 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Wade, Vogel, Liao, and Goldman (2008)의 5 가지 항목을 채

택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측정은 리테일러의 서비

스 회복 전, 후 상황에서 반복해서 측정하였다. 

 

<표 4-11> 반추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문항번호 출처 

반추 

이 사건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이다. 

6-1 

/10-1 

Wade, 

Vogel, 

Liao, & 

Goldman,  

2008 

이 사건은 내 휴가의 나머지 부분에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2 

/10-2 

모바일앱을 통한 쇼핑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당일 나머지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3 

/10-3 

실패의 경험은 내 머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6-4 

/10-4 

나는 내 마음속에서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6-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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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불만족 

 

불만족은 소비자의 성과에 대한 인식이 어떤 기준이나 성과에 비해 부정

적으로 비교되어 평가되는 소비 현상을 의미한다(Stephens & Gwinner, 

1998). 불만족의 측정 항목은 Bougie et. al.(2003)과 Grégoire, and Fisher 

(2008)의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다음

과 같이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전, 후 상

황에서 반복해서 측정했다.  

<표 4-12> 불만족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문항번호 출처 

불만족 

나는 이 모바일앱에 불평/불만을 품게 되었다. 
7-1 

/11-1 

Bougie, 

Pieters, & 

Zeelenberg, 

2003; 

Grégoire & 

Fisher, 

2008 

나는 이 모바일앱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꼈다. 
7-2 

/11-2 

나는 이 모바일앱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7-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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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관계지속의도 

 

관계지속의도는 고객이 특정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후 지속적으로 

해당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계속 이용하려는 의도이다. Zeithaml et al. 

(1996) 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

여 4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측정은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전, 후 상황에서 

반복해서 측정했다.  

<표 4-13> 관계지속의도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문항번

호 
출처 

관계지

속의도 

나는 이 모바일앱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8-1 

/12-1 
Zeitha

ml, 

Berry, 

& 

Paras

urama

n, 

1996 

나는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이 모바일앱의 서비

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8-2 

/12-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바일앱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8-3 

/12-3 

나는 앞으로도 이 모바일앱의 계속 이용할 것이다 
8-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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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서비스회복만족 

 

회복 만족은 고객의 불만 사항이 얼마나 잘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고객의 

평가이다(Tax et al., 1998). Hart et al. (1990)와 Smith et al. (1999)에 의

해 서비스 회복의 속성은 1) 보상 , 2) 반응의 속도, 3) 사과 4) 서비스 제공

자의 자발적 회복 제시로 구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Roggeveen, Tsiros, & Grewal (2012)의 서비스 회복 만족 문항과 함께 각각

의 서비스 회복 속성이 반영된 자극물(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만족을 추가적

으로 측정하며 서비스 회복 만족 문항을 5가지로 구성했다.  

 

<표 4-14> 서비스 회복 만족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문항

번호 
출처 

서비스

회복 만

족 

O.O.Village은 만족스러운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

십니까? 
9-1 

Roggeve

en, 

Tsiros, 

& 

Grewal, 

2012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9-2 

[설문지1,2]”주문하신 원피스 상품의 색상에 대한 

더 자세한 착용사진을 추가하도록 할 예정이며~

원하시면 반품 또는 교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설문지 3, 4] “고객님의 상품결제과정의 오

류가 발생한 것으로 시스템상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9-3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4 

“죄송한 마음을 담아 O.O.VILLAG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해드리오니 할인 혜택을 받아

보십시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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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경험 

 본 연구는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경험에서의 실패 경험을 다루는 만큼 

응답자의 모바일 쇼핑 경험을 파악할 필요성에 의해 관련 문항들을 구성하였

다.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경험유무, 패션 제품의 쇼핑 시 선호하는 채널, 

월 평균 모바일 쇼핑을 통한 패션 제품 구매횟수 및 지출액, 모바일 쇼핑앱 

접속 횟수,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1회 지출액,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쇼핑앱, 

모바일 쇼핑 중 주로 구입하는 패션 제품,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중 실패 경

험 유무 및 유형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⑩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거주지역, 연령, 결혼여부, 직업, 교육 수준, 

월평균 수입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으로 성

별과 연령을 한정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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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

정에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질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설문 문항

을 재구성한 후 모바일앱 실패 경험을 한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설문 대상자들이 설문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는 문구를 제시하

여 설문 응답자들이 충분한 사전적 이해를 바탕으로 설문에 참여 할 수 있도

록 조치하였다. 

 

(1) 표본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적인 조사는 전문 리서치기관의 패널을 이용하여 20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15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시행되었다. 설문 문항에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

문에 누락된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2(서비스 실패 유형: 결과 vs. 과정) x 2(브랜드 자산 유

형: 높음 vs. 낮음)집단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집단 별 응답자 수는 118 ~ 

123명으로 총 48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전체 응답 중 모든 문항

에 같은 번호로 응답하는 등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392명의 응답이 

유효 표본으로 채택되어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들이 시나리오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느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 

문항 중 “나는 시나리오와 같은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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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의 문항을 추가로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후 일표본 t-test를 실행

한 결과,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잘 구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M=6.21, 

SD=.999, t=123.19, p=.00, N=392). 

분석에 사용된 서비스 결과 실패 응답자는 188명, 서비스 과정 실패 응

답한 응답자는 204명이었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읽은 응답자들이 실패의 유

형을 알맞게 인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결과 실패(”모바일 쇼핑에서 

구매한 상품은 기대했던 제품과 달랐다”)와 서비스 과정 실패(”모바일 쇼핑에

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겼었다.”)와 관련된 문항에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일표본 t-test를 실행한 결과, 결과실패-예상과 다른 품질

에 제품을 받음(M=3.81, SD=1.373, t=38.09, p=.00, N=188)와  과정실패

-결제과정에 시스템오류(M=3.52, SD=1.656, t=30.35, p=.00, N=204)이 

각 시나리오에 맞게 인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나리오 상에 브랜드 자산의 높음과 낮음도 조작되었는데 분석에 

사용된 브랜드 자산이 높음에 응답자는 194명, 브랜드 자산 낮음에 응답자는 

198명이였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읽은 응답자들이 브랜드 자산을 알맞게 인

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4문항(“O는 인기가 있는 모바일앱이다”,”O의 품질은 

다른 모바일앱보다 좋다”,”O의 품질은 믿을만하다”,”O는 잘 알려진 모바일앱

이다”)에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독립표본 t-test 결과, 브랜드 자산 

높음(M=4.10, SD=.981, N=194)과 브랜드 자산 낮음(M=3.14, SD=1.04, 

N=198)이 각 시나리오에 알맞게 조작되었음 (t=-9.37, p=.00) 이 확인되

었다. <표 4-15>은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된 상황적 속성에 따른 설문 응답 

집단의 배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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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상황적 속성에 따른 집단 배정  

구분 
브랜드 자산 

전체 
높음 낮음 

서비스 

실패 유형 

결과 95(집단1) 93(집단2) 188 

과정 99(집단3) 105(집단4) 204 

전체 194 198 392 

 

본 연구는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응답자들의 개인속성으로 감성 지능을 

측정하였다. 개인적 속성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감성 지능의 높음과 

낮음 집단으로 구분한 후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 MGA)를 수

행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인 감성 지능(Mean=5.12, SD=.848)은 중위수

(Median=5.00)을 이용하여 범주형 변수로 전환하였다. 독립표본 t-test 결

과, 감성 지능 높음 집단(M=5.86, SD=.508, N=184)과 감성 지능 낮음 집

단(M=4.47, SD=.476, N=208)의 유의미한 차이(t=27.77, p=.00)가 확인되

었다. <표 4-16>은 측정된 감성 지능에 따른 설문 응답 집단의 구분 결과이

다. 

 

 분석에 사용된 총 392명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카이제곱 검정을 

통한 동질성 분석결과는 <표 4-1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을 한정한 결과, 20대가 182명(46.4%), 30대가 210명(53.6%)로 나타났

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281명(71.7%), 기혼이 111명(28.3%)로 미혼 응답

<표 4-16> 개인적 속성에 따른 집단 구분 

구분 
감성 지능 

전체 
높음 낮음 

전체 집단 184 208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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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기혼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이상이 368명

(93.9%)이며, 그 중 대학원 재학 이상도 41명(10.5%)이 분포하여 전체적으

로 학력 수준이 높은 응답자 특성을 나타내었다. 직업은 사무직이 222명

(5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50명(12.8%), 자유직(프리랜서) 25명

(6.4%), 전문직기술직(엔지니어, 교사, 간호사 등) 24명(6.1%), 전문직(교수, 

연구원, 의사, 법조인, 회계사 등) 23명(5.9%)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계 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76명(19.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66명(16.8%),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51명(13%)으로 200만원 이상에서 600만원 미만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실험 표본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

졌으며, 사무직이 주를 이루고, 월평균 가계소득이 200만원~600만원에 해당

되는 2, 30대의 여성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4가지 설문 집단 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동질한 지 알아

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따라서 이후 분석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표본의 동질성은 확보되

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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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인구통계학적 특성 교차분석 

변인 구분 
집단 별 N 전체 

N 
% x2 p 

1 2 3 4 

나이 
20-29 43 44 46 49 182 46.4 

0.08 0.99 
30-39 52 49 53 56 210 53.6 

결혼 

여부 

미혼 74 69 67 71 281 71.7 
3.73 0.29 

기혼 21 24 32 34 111 28.3 

직업 

경영관리직 - - - - - - 

17.63 0.82 

전문직 6 6 7 4 23 5.9 

전문기술직 5 5 9 5 24 6.1 

사무직 54 54 47 67 222 56.6 

서비스직 3 3 2 6 14 3.6 

자유직 4 6 8 7 25 6.4 

생산근로직 0 0 0 1 1 0.3 

학생 15 11 14 10 50 12.8 

주부 6 4 7 3 20 5.1 

기타 2 4 5 2 13 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

하 
4 8 4 7 23 5.9 

14.13 0.29 대학교 재학 14 9 14 11 48 12.2 

대학교 졸업 70 59 74 76 279 71.2 

대학원 재학 이상 7 16 7 11 41 10.5 

월평균 가

계 수입 

(단위: 만

원) 

100만원 미만 1 3 2 2 8 2.0 

26.66 0.48 

100만원~200만원 4 4 8 7 23 5.9 

200만원~300만원 15 23 18 20 76 19.4 

300만원~400만원 13 13 12 11 49 12.5 

400만원~500만원 15 11 18 7 51 13.0 

500만원~600만원 14 20 13 19 66 16.8 

600만원~700만원 13 4 11 14 39 9.9 

700만원~800만원 6 7 5 10 28 7.1 

800만원~900만원 6 5 4 9 24 6.1 

1,000만원 이상 11 3 8 6 28 7.1 

전체 95 93 99 105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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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은 통계학의 발전에 따라 회귀분석, 

요인분석 그리고 경로 분석이 결합되어 발전된 다변량통계기법(multivariate 

analysis)의 하나로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등의 사회과학 연구에 활

발하게 적용되고 있다(Ali, Omar, & Amin, 2013).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분석

하고자 하는 인과 변수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일련의 선형방정식의 형태로 

정식화한 것으로 잠재 변수, 측정 변수 및 측정 오차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

려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송미정, 이지연, 2006).  

본 연구는 패션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에 반추의 역할을 살펴보고 반추에 대한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리테

일러의 서비스 회복의 영향을 알아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또한 연구모델은 8

개의 잠재변수와 35개의 측정변수, 개인 속성(감성지능)과 상황적 속성(실패

유형, 브랜드자산)집단을 나누는 3개의 조절변수로 이루어진 복잡한 연구모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LS-SEM을 이용한 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다.  

PLS-SEM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는 Smart PLS, PLS-Graph, Visual 

PLS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 Ringle, Wende, & Will(2005)이 개발한 Smart 

PLS가 사용용이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안정성 높은 보고서 품질 등의 측면

에서 매우 우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신건권,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Smart PLS 3.0을 이용하여 PLS기반의 구조모델 분석과 가설검정을 수행하였

다. 측정모델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그리고 각각의 경로에 대한 유

의성 및 외생 잠재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가설검정을 수

행하였다. 또한 상황적 속성인 서비스 실패 유형과 브랜드 자산과 개인적 속

성인 감성 지능의 연속형 조절변수를 사용하여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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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형 변수를 중앙값이나 평균값 등을 이용하여 범주형 변수로 전환한 후 다중

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 MGA)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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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모델 1: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반추 
 

   연구모델 1에서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인

지 평가 과정과 반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정적 감정에 따른 소비자의 대처

전략이 반추와 소비자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

다. 또한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여 그 영향

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측정모델 평가  

 

(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방법 

 

PLS 구조방정식(PLS-SEM)은 구조모델을 평가하기에 앞서 잠재 변수

를 설명하는 측정모델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

해서 각각의 잠재 변수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validity)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뢰도는 설문 응답자가 반복적으로 응답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

나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개념이다(신건권, 2018). 일반적으로 신

뢰도 평가에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사용

하는데, Cronbach’s alpha는 전통적인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Cronbach’s alpha는 잠재 변수를 설명하는 모든 측정

변수를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데, 이로 인해 측정변수의 수

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Hair, 

Sarstedt, Hopkins, & Kuppelwieser, 2014).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PLS

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방법인 구성개념 신뢰도(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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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Reliability)를 이용한 신뢰도(reliability) 평가가 Cronbach’s 

alpha를 이용하는 것보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더욱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Hair et al., 2014) 

한편,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와 구성개념 신뢰도(CR) 분석을 

모두 수행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탐색적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0.70이상일 경우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며(Hair, 

Ringle, & Sarstedt, 2011), 구성개념 신뢰도(CR) 역시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와 동일한 기준을 0.70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Hair et al., 

2014). 

 타당도(validity)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개념이다(신건권, 2018). 타당도(validity) 분

석은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으로 구분되는데, 집중타당도는 개별 측정변수(indicator variable) 단위에서

는 측정변수 신뢰도를, 잠재 변수(latent variable) 차원에서는 평균분산추출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기준으로 한다. 측정변수 신뢰도는 

공통성(communality)이라고도 하는데, 요인적재량(outer loading)을 제곱하

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0.5 이상일 때 집중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

다(Hair et al., 2014).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각각의 측정변수는 요인적재량이 

0.7이상일 경우 집중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0.4

이하의 경우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0.4에서 0.7 사이의 요인적재량이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측정변수를 제거할 시에 구성개념 신뢰도(CR) 또는 평

균분산추출(AVE)값이 임계치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 한하여 제거할 수 있

다(Hair et al., 2014).  

 평균분산추출(AVE)는 잠재 변수 차원에서의 집중타당도를 측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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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특정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각각의 측정변수들

의 요인적재량 값을 제곱한 전체 평균값을 의미한다(신건권, 2018). 평균분산

추출(AVE)은 그 값이 0.5 이상일 경우 집중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

다(Fornell & Larcker, 1981). 

 판별타당도는 특정 잠재 변수가 다른 잠재 변수와 진정으로 구분되는지

에 대한 개념으로 교차요인 적재량을 이용한 분석방법과 Fornell-Larcker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신건권, 2018). 교차요인 적재량

(cross loading)을 이용한 분석 방법은 측정대상 잠재 변수를 설명하는 측정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이 교차요인 적재량들 보다 클 경우 판별 타당도를 확보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며, Fornell-Lacker기준은 교차요인 적재량을 이

용한 방법보다 좀더 보수적인 방법으로 인정받는데, 잠재 변수의 평균분산추

출(AVE)의 제곱근 값이 나머지 잠재 변수들과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중 가장 높은 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Barclay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Fornell-Larcker 기준을 적용하는 방

법으로 판별 타당도를 분석했다. 

 

(2) 측정모델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표 4-18>은 연구모델 1 측정모델의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검증결과를 

보여주는데, 잠재 변수들의 Cronbach’s alpha와 구성개념 신뢰도(CR)가 모두 

0.7을 초과하여 신뢰도를 확보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잠재 변수들의 평

균분산추출(AVE)이 0.7 이상으로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측정변수 신뢰도 측면에서 관계지속의도의 2번째 문항의 RC2 가 외부 

적재량=0.64, CR=0.898, AVE=0.691이였으나 삭제 시 CR=0.924, 

AVE=0.80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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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은 연구모델을 Fornell-Lacker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판별

타당도 검증결과로 앞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표 4-18> 연구모델 1 측정모델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잠재 변수 
측정 

변수 

집중타당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외부적재량 AVE 
Cronbach's 

α 

Composite 

Reliability 

부정적 감정 

NE1 0.797 

0.711 0.898 0.925 

NE2 0.847 

NE3 0.872 

NE4 0.843 

NE5 0.856 

문제대처전략 

PC1 0.920 

0.877 0.930 0.955 PC2 0.943 

PC3 0.945 

감정대처전략 

EC1 0.909 

0.802 0.877 0.924 EC2 0.855 

EC3 0.922 

부인대처전략 
DC1 0.961 

0.893 0.883 0.943 
DC3 0.930 

반추 

RM1 0.808 

0.702 0.894 0.922 

RM2 0.828 

RM3 0.821 

RM4 0.903 

RM5 0.826 

불만족 

DS1 0.949 

0.903 0.946 0.965 DS2 0.965 

DS3 0.937 

관계지속의도 

RC1 0.864 

0.801 0.876 0.924 RC3 0.923 

RC4 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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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연구모델 1 측정모델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Fornell-Larcker 

기준) 

구 분 
부정적 

감정 

문제 

대처전략 

감정 

대처전략 

부인 

대처전략 
반추 불만족 

관계 

지속 

의도 

부정적 

감정 
0.843       

문제 

대처전략 
0.431 0.936      

감정 

대처전략 
0.481 0.387 0.896     

부인 

대처전략 
0.271 0.149 0.340 0.945    

반추 0.537 0.254 0.516 0.554 0.838   

불만족 0.579 0.281 0.384 0.241 0.504 0.950  

관계 

지속 의도 
-0.378 -0.139 -0.173 0.004 -0.159 -0.529 0.895 

※ 대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이며 대각선 아래 값은 잠재 변수 간의 상관관계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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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델 평가 

 

(1) 구조모델 평가 방법 

 

  개발한 연구모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구조모델이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본 연구에서는 Smart PLS 3.0을 사용하여 구조모델 평가를 

진행하였다. PLS 구조방정식에서의 구조모델 평가는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결정 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nt: R2), 효과 크기

(effect size: f2), 예측적 적합성(predictive relevance: Q2), 경로계수 확인

(path coefficient: standardized β)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PLS 구조방정식(PLS-SEM)은 회귀분석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

중회귀분석처럼 예측변수 간에 공선성(colinearity)이 있을 경우 경로가 편향

될 수 있음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공선성은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척도로 하는데, 내부 분산팽창요인(VIF)이 5미만이면 다

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Smart PLS 3.0). 

결정 계수(R2)는 외생 잠재 변수의 내생 잠재 변수(endogenous latent 

variables)에 대한 설명력을 의미한다. 결정 계수(R2)는 0에서 1까지의 R2값

으로 나타내는데 R2값이 클수록 예측 정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결정 

계수(R2)의 평가 기준은 연구모델의 복잡성과 연구 분야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비자 행동분야의 경우 0.2를 높은 수준으로 보는 한편, 영향을 미치는 원인

에 관한 연구에서는 0.67 이상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Chin, 1998; 

Hair et al., 2011, Henseler, Ringle, & Sinkovics, 2009). 

 효과 크기(f2)는 외생 잠재 변수들이 내생 잠재 변수의 R2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f2이 0.02이면 작은 효과 크기, 0.15이면 중간 크기, 0.3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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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큰 효과 크기로 평가한다. 

예측적 적합성(Q2)은 구조모델이 특정 내생 잠재 변수에 대해 예측적 적

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구조모델이 특정 내생 잠재 변수에 

대해 Q2이 0보다 크면 예측적 적합성이 있으며 0보다 작으면 예측적 적합성

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경로계수는 각 잠재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경로계수는 (–1)부터 

(+1)까지의 표준화된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통계적인 관계성이 약해

지며 (+1) 또는 (–1)에 가까울수록 잠재 변수간의 경로에는 정적 관계 또는 

부적 관계가 강하게 있음을 의미한다.  

PLS 구조방정식(PLS-SEM)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표본에 대한 정규분

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트스트랩(boot strap resampling)을 통해 산출

한 각 경로에 대한 t값(t-value)을 이용해 경로 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하는데, 이때 부트스트랩은 일반적으로 5,000회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Hair et al. 2014).  

 

(2) 구조모델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선행 요인으로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반추 및 소비자 반응에 관한 구조

모델을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VIF값을 확인한 결과 제시된 잠재 변수 

간에 내부VIF값이 1.00~1.460로 모두 5미만으로 구조모델의 연구 변수간에

는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2을 평가하기 위해 수정된 R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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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결과, 부인대처(R2=0.07)를 제외한 잠재 변수들의 R2은 모두 0.2 이

상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 크기(f2)를 확인한 결과 관계지

속의도에 대한 불만족의 효과 크기가 0.39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어서 감정대처에 대한 부정적 감정(f2=0.30)와 반추에 대한 부인대

처(f2=0.27)의 효과 크기, 반추에 대한 부정적 감정(f2=0.16)의 효과 크기가 

중간이상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효과 크기(f2=0.22)도 

비교적 큰 효과 크기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반추에 대한 문제대처(f2=0.003)

의 효과 크기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예측적 적합성(Q2)을 

확인하기 위해 블라인드 폴딩(Blindfolding) 절차를 실행했다. 구조모델이 내

생잠재 변수에 대해 예측 접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내생잠재 

변수들의 Q2이 0보다크므로 구조모델은 예측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림 4-4>는 연구모델에 대한 구조모델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데 구조

모델은 5,000회의 부트스트랩(boot strap resampling)을 진행하여 각각의 경

로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negative emotion)은 소비자의 대처전략

(coping strategy), 반추(rumination), 그리고 소비자 반응인 불만족

(dissatisfaction)과 관계지속의도(relationship continuity intention)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은 문제중심대

처전략, 감정중심대처전략, 부인대처전략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

한 소비자의 대처전략 중 감정중심대처전략과 부인대처전략은 반추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비자의 대처전략 세 가지 모두 불만족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추는 불만족과 관계지

속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매개 변수들의 설명력(R2)은 반추 50.2%, 소비자의 대처전략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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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제중심대처전략 18.4%, 감정중심대처전략 23.0%, 부인대처전략 7.0%

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변수들은 모두 적절한 수준의 설명력을 갖춘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불만족은 38.4%, 최종 종속변수인 관계지속의도는 27.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Chin(1998)은 설명력(R2)의 수준을 67% 높은 수준, 33% 

중간 수준, 19% 낮은 수준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이에 따라 본 연구가 보통 

수준의 설명력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 연구모델 1 구조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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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증 결과 

 

<표 4-20>는 연구 가설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패션 제

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 반추 그리고 소비자 

반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감정은 소비자 반응 변수인 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반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추는 불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불만

족과 관계지속의도 사이의 부적인 영향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 가설 H1, 

H2, H3, H4가 모두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대처전략의 역할을 확인한 결과 부정적 감정과 세가지 

대처전략 사이의 정적 효과가 확인되어 H5a, H5b, H5c는 채택되었다. 소비자

의 대처전략이 반추에 미치는 영향에 문제중심대처전략이 반추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확인 되지 않아 H6a는 기각되었지만 감정중심대처전략과 부인대처전

략은 반추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어 H6b, H6c는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실패 경험을 한 소비자가 실패의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반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감정중심대처와 부인대처와 같이 감정적으로 

대처할 경우 반추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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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연구모델 1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t-value 

(p) 

결

과 

H1 부정적 감정→불만족 0.434 8.246*** 
채

택 

H2 부정적 감정→반추 0.335 7.787*** 
채

택 

H3 반추→불만족 0.270 5.425*** 
채

택 

H4 불만족→관계지속의도 -0.528 11.638*** 
채

택 

H5a 부정적 감정→문제대처전략 0.432 9.377*** 
채

택 

H5b 부정적 감정→감정대처전략 0.481 11.291*** 
채

택 

H5c 부정적 감정→부인대처전략 0.270 5.718*** 
채

택 

H6a 문제대처전략→반추 -0.042 1.001 n.s. 
기

각 

H6b 감정대처전략→반추 0.239 4.937*** 
채

택 

H6c 부인대처전략→반추 0.388 9.357*** 
채

택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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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에 따른 차이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에 소비자의 대처전략, 반추 그리고 소비자 반응의 관계에 있어 상황적 

요인인 서비스 실패 경험의 유형과 브랜드 자산에 따른 집단 간 차이와 개인

적 속성인 감성 지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

(MGA: Multi Group Analysis)을 수행 하였다.  

   연속 형 조절 변수를 사용하여 조절 효과를 분석할 경우에는 연속 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전환한 후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데이터 집

단간에 이질적인 경우 기본 분석을 통해 집단간의 경로계수에 유의한 차이만 

확인한다면 집단간의 특징적인 효과는 상쇄된다. 집단 형 조절 변수에 의한 

다중집단분석은 이러한 집단간의 심층적인 차별 점을 발견하는데 용이하다(신

건권, 2018) 두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은 Keil, Tan, Wei, Saarinen, Tuunainen, 

& Wassenaar (2000)이 제안한 각 경로 별 경로계수와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두 경로간의 독립표본 평균 검증(two independent samples t-test)으로 유효

성을 검증하는 파라메트릭(parametric approach)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파라메트릭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집단1과 집단2의 관측빈도와 경로계수 

그리고 표준오차가 추정되어야만 계산이 가능하므로 데이터가 정규분포 상태

임을 가정하는 PLS 구조방정식(PLS-SEM)에서는 부트스트랩을 필수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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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적 속성에 따른 조절 효과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에 소비자의 대처전략, 반추 그리고 소비자 반응의 관계에 있어 상황적 

속성인 서비스 실패 경험의 유형과 브랜드 자산의 고·저 집단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①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다중집단분석(MGA)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라 부정적 감정, 반추 그리고 소비

자 반응의 관계와 소비자 대처전략의 역할에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표본은 서비스 결과 실패 집단 189

명, 서비스 과정 실패 집단 204명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PLS-MGA와 파

라메트릭 테스트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PLS 구조방정식(PLS-SEM)에서

는 최소 표본크기에 대하여 10배수의 법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Hair et 

al., 2014), 10배수의 법칙이란 잠재 변수로 향하는 화살표의 경로를 가장 많

이 받은 잠재 변수를 기준으로, 잠재 변수가 받는 화살표의 10배에 해당하는 

표본을 최소 요구조건으로 하는 것이다(Hair et al., 2014). 본 연구의 모델에

서는 최대 4개의 화살표를 받은 잠재 변수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40개의 

표본 크기를 최소 요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서비스 실패 유형 집

단 모두 최소 표본 요구 조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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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연구모델 1 서비스 결과 실패 집단 구조모델 분석결과 

 

 

<그림 4-6> 연구모델 1 서비스 과정 실패 집단 구조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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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와 <그림 4-6>은 서비스 결과 실패 집단과 서비스 과정 실

패 집단의 구조모델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표 4-21>는 각 집단의 가설 검

증 결과와 집단간 경로 차이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두 집단 모두 동일 경로

에서 유의한 결과가 확인 되었다.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

에 따른 부정적 감정은 소비자의 불만족과 반추에 정적 영향이 확인되었고 반

추의 불만족에 대한 직접효과 또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과 관계지속의도 사

이의 부적 관계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서비스 실패 유형과 관련 없이 

<표 4-21> 서비스 실패 유형의 조절 효과 가설 검증 결과 

구

분 
경로 

집단 별 경로차이 분석 
결

과 
경로 

계수 

t-value 

(p) 

경로 

계수 a 

t-value 

(p)b 

결 
부정적 감정→불만족 

0.432 5.739*** 
0.102 

0.975 

n.s. 

기

각 과 0.329 4.474*** 

결 
부정적 감정→반추 

0.267 4.536*** 
-0.041 

0.487 

n.s. 

기

각 과 0.308 5.185*** 

결 
반추→불만족 

0.256 3.463*** 
-0.023 

0.222 

n.s. 

기

각 과 0.279 3.962** 

결 불만족 

→관계지속의도 

-0.471 6.614*** 
0.045 

0.449 

n.s. 

기

각 과 -0.515 7.520*** 

결 부정적 감정→ 

문제대처 

0.295 3.662*** 
0.103 

0.844 

n.s. 

기

각 과 0.192 2.064** 

결 부정적 감정→ 

감정대처 

0.491 8.238*** 
0.164 

1.760 

n.s. 

기

각 과 0.327 4.667** 

결 부정적 감정→ 

부인대처 

0.413 6.504*** 
0.204 2.177* 

채

택 과 0.209 3.109*** 

결 
문제대처→반추 

0.001 0.010n.s. 
0.068 

0.803 

n.s. 

기

각 과 -0.067 1.092n.s. 

결 
감정대처→반추 

0.280 4.197*** 
0.077 

0.807 

n.s. 

기

각 과 0.202 2.945** 

결 
부인대처→반추 

0.369 5.790*** 
-0.035 

0.388 

n.s. 

기

각 과 0.404 6.297** 

*: p<0.05, **: p<0.01, ***: p<0.001 

a: 서비스 결과실패-서비스 과정실패 (경로계수 차이 값) 

b: 서비스 결과실패 vs 서비스 과정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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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문제중심대처전략이 반추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림 4-7>은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경로 차이 분석 결과를 보여 준

다. 구조모델 분석을 통해 각 경로 별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집단간 경로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감정이 소비자의 

부인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

었다(t = 2.177*). 즉 이 밖에 경로들은 각 집단에서 유의한 경로임은 확인되

었으나 통계적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4-22>은 각각

의 경로와 관련한 연구 가설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4-7> 연구모델 1 서비스 실패 유형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구조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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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

정에 소비자의 대처전략, 반추 그리고 소비자 반응의 관계에 있어 상황적 속

성인 서비스 실패 경험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서비스 결과 실패 

경험에 의한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이 부인대처전략(β = 0.413, t = 6.504***)

에 미치는 영향이 서비스 과정 실패 경험에 의한 부정적 감정이 부인대처전략

(β= 0.209, t = 3.109***)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라 구조모델의 반추와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과 반

추, 소비자반응(불만족, 관계지속의도)과 소비자가 사용하는 대처전략(문제중

심대처, 감정중심대처, 부인대처)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SPSS 

23.0을 통해 독립표본 t-test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22>는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test결과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서비스 결과 실패 상황보다 서비스 과정실패 상황에서 부정

적 감정(t = -16.41, p = .000), 반추(t = -5.52, p = .000), 불만족(t = -

6.38, p = .000)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지속의도(t = 5.47, 

p = .000)는 서비스 결과 실패 상황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는 문제중

심대처전략(t = -9.11, p = .000)과 감정중심대처전략(t = -5.43, p = .000)

을 서비스 과정 실패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대처

전략의 사용은 실패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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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연구모델 1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test결과 

요인 

실패유형 
평균 

차 
t p 

결과실패 과정실패 

부정적 감

정 
4.20(1.06)a 5.85(.93) -1.65b -16.41 .000 

반추 3.01(1.36) 3.79(1.41) -.78 -5.52 .000 

불만족 4.39(1.42) 5.26(1.27) -.87 -6.38 .000 

관계지속의

도 
3.37(1.03) 2.76(1.16) .61 5.47 .000 

문제중심대

처 
4.20(1.35) 5.37(1.20) -1.17 -9.11 .000 

감정중심대

처 
4.00(1.49) 4.78(1.36) -.78 -5.43 .000 

부인대처 3.09(1.36) 3.30(1.66) -.21 -1.37 .17 

a: 7점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 점수의 평균값(표준편차) 

b: 결과실패 요인 평균값-과정실패 요인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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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브랜드 자산에 따른 다중집단분석(MGA)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자산 고·저에 따라 부정적 감정, 반추 그리고 소

비자 반응의 관계와 소비자 대처전략의 역할에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표본은 브랜드 자산 고 집단 194명, 

브랜드 자산 저 집단 198명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PLS-MGA와 파라메

트릭 테스트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브랜드 평판 고·저 집단 모두 최소 표

본 요구 조건에 부합함을 확인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8>과 <그림 4-9>는 브랜드 평판 고 집단과 저 집단의 구조모

델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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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연구모델 1 브랜드 자산 고 집단 구조모델 분석결과 

 

 

<그림 4-9> 연구모델 1 브랜드 자산 저 집단 구조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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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은 각 집단의 가설 검증 결과와 집단간 경로 차이 분석 결과

를 보여준다. 두 집단 모두 동일 경로에서 유의한 결과가 확인 되었다.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은 소비자의 불만족

과 반추에 정적 영향이 확인되었고 반추의 불만족에 대한 직접효과 또한 나타

났다. 또한 불만족과 관계지속의도 사이의 부적 관계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서비스 실패 유형과 관련 없이 소비자의 문제중심대처전략이 반추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3> 브랜드 자산의 조절 효과 가설 검증 결과 

구

분 
경로 

집단 별 경로차이 분석 
결

과 
경로 

계수 

t-value 

(p) 

경로 

계수 a 

t-value 

(p)b 

고 
부정적 감정→불만족 

0.334 4.062*** 
-0.164 

1.543 
n.s. 

기

각 저 0.498 7.185*** 

고 
부정적 감정→반추 

0.471 8.102*** 
0.238 2.827** 

채

택 저 0.233 3.930*** 

고 
반추→불만족 

0.301 3.430*** 
0.035 

0.339 
n.s. 

기

각 저 0.266 4.495** 

고 불만족 

→관계지속의도 

-0.585 11.713*** 
-0.103 

1.162 
n.s. 

기

각 저 -0.481 6.730*** 

고 부정적 감정→ 

문제대처 

0.421 6.821*** 
-0.026 

0.288 
n.s. 

기

각 저 0.447 6.653*** 

고 부정적 감정→ 

감정대처 

0.454 7.163*** 
-0.050 

0.590 
n.s. 

기

각 저 0.505 8.814*** 

고 부정적 감정→ 

부인대처 

0.270 3.685*** 
0.007 0.068 

기

각 저 0.263 4.106*** 

고 
문제대처→반추 

-0.053 0.976 n.s. 
-0.011 

0.139 
n.s. 

기

각 저 -0.042 0.688 n.s. 

고 
감정대처→반추 

0.280 4.197*** 
0.035 

0.372 
n.s. 

기

각 저 0.254 3.790*** 

고 
부인대처→반추 

0.369 5.790*** 
-0.102 

1.258 
n.s. 

기

각 저 0.433 6.561** 

*: p<0.05, **: p<0.01, ***: p<0.001 

a: 브랜드 자산 고 – 브랜드 자산 저 (경로계수 차이 값) 

b: 브랜드 자산 고 vs 브랜드 자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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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은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경로 차이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구조모델 분석을 통해 각 경로 별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두 집단간 경로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감정이 반추에 미

치는 영향에서만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 = 2.827*). 

즉 이 밖에 경로들은 각 집단에서 유의한 경로임은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4-23>은 각각의 경로와 관련한 연

구 가설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

정에 소비자의 대처전략, 반추 그리고 소비자 반응의 관계에 있어 상황적 속

성인 브랜드 자산의 고·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브랜드 평판이 높을 

 

<그림 4-10> 연구모델 1 브랜드 자산 고·저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구조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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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서비스 실패에 의한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이 반추(β = 0.471, t = 

8.102***)에 미치는 영향이 브랜드 평판이 낮을 때, 서비스 실패에 의한 부

정적 감정이 반추(β= 0.233, t = 3.930***)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브랜드 자산의 고·저에 따라 반추와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브랜드 자산의 고·저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

과 반추, 소비자반응(불만족, 관계지속의도)과 소비자가 사용하는 대처전략

(문제중심대처, 감정중심대처, 부인대처)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SPSS 23.0을 통해 독립표본 t-test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24>는 브랜드 

자산의 고·저에 따른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test결과를 나타낸다. 분석 결

과, 브랜드 자산이 낮을 때보다 브랜드 자산이 높을 때, 관계지속의도(t = -

3.45, p = .001)를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연구모델 1 브랜드 평판 고·저에 따른 변화에 대한 독립표본 t-

test결과 

요인 
브랜드 평판 

평균 차 t p 
고 (N=194) 저 (N=198) 

부정적 감정 4.96 (1.22)a 5.15 (1.35) -.19b 1.46 .146 

반추 3.36 (1.34) 3.47 (1.52) -.11 .74 .462 

불만족 4.75 (1.35) 4.93 (1.46) -.18 1.27 .205 

관계지속의도 3.25 (1.02) 2.86 (1.22) .39 -3.45 .001 

문제중심대처 4.82 (1.34) 4.79 (1.46) .03 -.25 .804 

감정중심대처 4.39 (1.37) 4.43 (1.57) -.04 .24 .810 

부인대처 3.10(1.44) 3.29 (1.60) -.19 1.25 .213 

a: 7점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 점수의 평균값(표준편차) 

b: 브랜드 자산 고 요인 평균값-브랜드 자산 저 요인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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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속성에 따른 조절 효과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에 소비자의 대처전략, 반추 그리고 소비자 반응의 관계에 있어 개인적 

속성인 감성 지능의 고·저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① 감성 지능에 따른 다중집단분석(MGA) 

 

대상 표본은 감성 지능 고 집단 184명, 감성 지능 저 집단 208명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PLS-MGA와 파라메트릭 테스트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감성 지능 고·저 집단 모두 최소 표본 요구 조건에 부합함을 확인되어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림 4-11>과 <그림 4-12>는 감성지능 고 집단과 감성지능 저 집단

의 구조모델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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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연구모델 1 감성 지능 고 집단 구조모델 분석결과 

 

 

<그림 4-12> 연구모델 1 감성 지능 저 집단 구조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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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는 각 집단의 가설 검증 결과와 집단간 경로 차이 분석 결과

를 보여준다. 두 집단에서 두 가지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동일 경로에서 유의

한 결과가 확인 되었다.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은 소비자의 불만족과 반추에 정적 영향이 확인되었고 반추의 불

만족에 대한 직접효과 또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과 관계지속의도 사이의 부

적 관계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감성 지능의 고·저와 관련 없이 소비자의 문

제중심대처전략이 반추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감성 지능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부인대처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 지능이 높은 집단에서는 감정대처가 반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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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감성 지능의 조절 효과 가설 검증 결과 

구

분 
경로 

집단 별 경로차이 분석 
결

과 
경로 

계수 

t-value 

(p) 

경로 

계수 a 

t-value 

(p)b 

고 
부정적 감정→불만족 

0.317 3.938*** 
-0.159 

1.537 
n.s. 

기

각 저 0.476 7.241*** 

고 
부정적 감정→반추 

0.393 7.221*** 
0.075  

0.888 
n.s. 

기

각 저 0.317 4.960*** 

고 
반추→불만족 

0.266 3.538*** 
0.006 

0.055 
n.s. 

기

각 저 0.261 3.791*** 

고 불만족 

→관계지속의도 

-0.451 6.171*** 
-0.151 

1.750 
n.s. 

기

각 저 -0.603 14.576*** 

고 
부정적 감정→ 문제대처 

0.322 4.930*** 
-0.065 

0.670 
n.s. 

기

각 저 0.387 5.372*** 

고 
부정적 감정→ 감정대처 

0.432 8.102*** 
0.252 2.538* 

채

택 저 0.180 2.059* 

고 
부정적 감정→ 부인대처 

0.280 4.185*** 
0.192 

1.864 
n.s. 

기

각 저 0.209 3.033n.s. 

고 
문제대처→반추 

-0.056 0.926 n.s. 
-0.030 

0.340 
n.s. 

기

각 저 -0.026 0.422 n.s. 

고 
감정대처→반추 

0.035 0.547n.s. 
-0.298 3.264** 

채

택 저 0.334 5.036*** 

고 
부인대처→반추 

0.426 7.208*** 
0.065 

0.767 
n.s. 

기

각 저 0.360 5.948*** 

*: p<0.05, **: p<0.01, ***: p<0.001 

a: 감성 지능 고 - 감성 지능 저 (경로계수 차이 값) 

b: 감성 지능 고 vs 감성 지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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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은 감성 지능의 고·저에 따른 경로 차이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구조모델 분석을 통해 각 경로 별 감성 지능의 고·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3> 연구모델 1 감성 지능 고·저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구조모델 분석결과 

 

두 집단간 경로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감정이 소비자의 

감정중심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t = 2.538*)과 감정중심대처전략이 반추에 

미치는 영향(t = 3.264**)에서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이 밖에 경로들은 각 집단에서 유의한 경로임은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4-25>는 각각의 경로와 관련한 연

구 가설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

정에 소비자의 대처전략, 반추 그리고 소비자 반응의 관계에 있어 개인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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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감성 지능 고·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감성 지능이 높은 소비자

의 서비스 실패 경험에 의한 부정적 감정이 감정중심대처전략(β = 0.432, t 

= 8.102***)에 미치는 영향이 감성 지능이 낮은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이 감

정중심대처전략(β= 0.180, t = 2.059*)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감성 지능이 높은 소비자의 감정중심대처

전략이 반추에 미치는 영향(β = 0.035, t = 0.547n.s.)과 감성 지능이 낮은 

소비자의 감정중심대처전략이 반추에 미치는 영향(β= 0.334, t = 5.036***)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 지능의 고·저에 따라 구

조모델의 반추와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감성 지능의 고·저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과 

반추, 소비자반응(불만족, 관계지속의도)과 소비자가 사용하는 대처전략(문제

중심대처, 감정중심대처, 부인대처)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SPSS 

23.0을 통해 독립표본 t-test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26>은 감성 지능의 

고·저에 따른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test결과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감성 지능이 높은 소비자가 감성 지능

이 낮은 소비자보다 문제중심대처전략(t = 3.89, p = .00)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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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연구모델 1 감성 지능 고·저에 따른 변화에 대한 독립표

본 t-test결과 

요인 
감성 지능 

평균 차 t p 
고 (N=184) 저 (N=208) 

부정적 감정 5.08 (1.40)a 5.04 (1.18) .04b .33 .74 

반추 3.29 (1.54) 3.53 (1.33) -.24 -1.69 .09 

불만족 4.84 (1.49) 4.84 (1.33) .00 -.02 .99 

관계지속의도 3.13 (1.20) 2.98 (1.08) .15 1.35 .18 

문제중심대처 5.09 (1.47) 4.55 (1.28) .54 3.89 .000 

감정중심대처 4.43 (1.63) 4.39 (1.33) .03 .22 .82 

부인대처 3.05 (1.68) 3.32 (1.37) -.27 -1.75 .08 

a: 7점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 점수의 평균값(표준편차) 

b: 감성 지능 고 집단 요인 평균값 - 감성 지능 저 집단 요인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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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은 연구모델 1의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상황적 속성인 실패유형, 브랜드 자산과 개인적 속성인 감

성 지능의 조절 효과가 일부 경로에서 확인되었다.  

<표 4-27> 연구모델 1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가설 경로 

상황적 속성 개인적 속성 

실패 

유형 

브랜드 

자산 
감성 지능 

H1 부정적 감정→불만족  - - 

H2 부정적 감정→반추 - 채택 - 

H3 반추→불만족  - - 

H4 불만족→관계지속의도 - - - 

H5a 부정적 감정→문제대처전략 - - - 

H5b 부정적 감정→감정대처전략 - - 채택 

H5c 부정적 감정→부인대처전략 채택 - - 

H6a 문제대처전략→반추 - - - 

H6b 감정대처전략→반추 - - 채택 

H6c 부인대처전략→반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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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모델 2: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과 반추 
 

연구모델 2에서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부정

적 감정, 반추와 소비자 반응에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이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에 따른 집

단간 차이를 분석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

정을 기반으로 구성된 연구모델 1에서 변형된 연구모델 2은 각 분석에 동일

하게 적용되어 변화를 비교하여 관련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1. 측정모델 평가  

 

(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와 구성개념 신뢰도(CR) 분석을 모두 수

행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탐색적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0.70이상일 경우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며, 구성개념 신뢰도

(CR) 역시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와 동일한 기준을 0.7이상을 기준으

로 적용한다(Hair et al., 2014). 

측정 신뢰도는 0.5 이상일 때 집중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Hair et al., 2014).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각각의 측정변수는 요인적재량 값이 

0.7이상일 경우 집중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0.4

이하의 경우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평균분산추출(AVE)은 0.5 이상일 경우 집중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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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Fornell & Larcker, 1981). Fornell-Lacker기준에 따라 평균분산추출

(AVE)의 제곱근 값이 나머지 잠재 변수들과의 상관계수 중 가장 높은 값보

다 클 경우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 

 

<표 4-28>은 연구모델 2 측정모델의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검증결과를 

보여주는데, 잠재 변수들의 Cronbach’s alpha와 구성개념 신뢰도(CR)가 모두 

0.7을 초과하여 신뢰도를 확보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잠재 변수들의 평

균분산추출(AVE)이 0.7 이상으로 집중타당도가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측정모델의 모든 문항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표 4-29>는 연구모델을 Fornell-Lacker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판별

타당도 검증결과로 앞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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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연구모델 2 측정모델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잠재 변수 
측정 

변수 

집중타당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외부적재량 AVE 
Cronbach's 

α 

Composite 

Reliability 

부정적 감정 

NE1 0.789 

0.710 0.898 0.924 

NE2 0.844 

NE3 0.880 

NE4 0.832 

NE5 0.866 

서비스 

회복만족 

SR1 0.856 

0.681 0.886 0.914 

SR2 0.746 

SR3 0.873 

SR4 0.814 

SR5 0.831 

반추 

ARM1 0.911 

0.812 0.942 0.956 

ARM2 0.900 

ARM3 0.887 

ARM4 0.940 

ARM5 0.867 

불만족 

ADS1 0.952 

0.925 0.959 0.974 ADS2 0.972 

ADS3 0.961 

관계지속의도 

ARC1 0.917 

0.824 0.929 0.949 
ARC2 0.866 

ARC3 0.936 

ARC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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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연구모델 2 측정모델의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Fornell-

Larcker 기준) 

구 분 
부정적 

감정 

서비스 

회복만족 
반추 불만족 

관계 

지속 의도 

부정적 

감정 
0.843     

서비스 

회복만족 
-0.187 0.825    

반추 0.349 -0.265 0.901   

불만족 0.374 -0.283 0.498 0.962  

관계 

지속 의도 
-0.284 0.503 -0.181 -0.547 0.908 

※ 대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이며 대각선 아래 값은 잠재 변수 간의 상관관계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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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델 평가 

 

(1) 구조모델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선행 요인으로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반추 및 소비자 반응에 관한 

구조모델을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VIF값을 확인한 결과 제시된 잠재 변수 

간에 내부VIF값이 1.00~1.14로 모두 5미만으로 구조모델의 연구 변수간에는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2을 평가하기 위해 수정된 R2을 확인

한 결과, 잠재 변수들의 R2은 0.16~0.3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 크기(f2)를 확인한 결과, 후 관계지속의도에 대한 후 불만족의 효과 크기

가 0.43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 불만족에 대한 후 반추

의 효과 크기는 0.27으로 비교적 높은 기여가 확인된 것에 이어서 후 반추에 

대한 부정적 감정(f2=0.11)의 효과 크기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서비스 회

복 만족에 대한 부정적 감정(f2=0.04)의 효과 크기는 작게 나타났다. 다음으

로 예측적 적합성(Q2)을 확인하기 위해 블라인드 폴딩 절차를 실행했다. 구조

모델이 내생잠재 변수에 대해 예측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

든 내생잠재 변수들의 Q2이 0보다 크므로 구조모델은 예측적 적합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림 4-14>는 연구모델에 대한 구조모델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데 구조

모델은 5,000회의 부트스트랩을 진행하여 각각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검증 결과,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

적 감정(negative emotion)은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전 반추, 리테일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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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회복 후 반추, 후 불만족과 후 관계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대한 만족(services 

recovery satisfaction)은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만족 후 반추, 후 불만족과 

후 관계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구

조모델의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개 변수들의 설명력(R2)은 서비스 회복 후 불만족이 28.9%로 나

타났고 서비스 회복 후 반추는 16%, 최종 종속변수인 서비스 회복 후 관계지

속의도는 29.8%의 설명력을 나타내 각각의 변수들은 모두 적절한 수준의 설

명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14> 연구모델 2 구조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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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증 결과 

 

<표 4-30>는 연구 가설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패션 제

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 반추 그리고 리테일

러의 서비스 회복에 따른 만족, 회복 후 반추, 회복 후 소비자 반응 간의 관

계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감정은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후 반추와 회복 후 

소비자 반응 변수인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회복 후 반추는 불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불만족과 관계지속의

도 사이의 부적인 영향도 확인되었다.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대한 만족은 

회복 후 반추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가설 H1, 

H2, H3, H4, H5가 모두 채택되었다.  

 

<표 4-30> 연구모델 2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t-value 

(p) 
결과 

H1 부정적 감정→불만족 0.228 4.462*** 채택 

H2 부정적 감정→반추 0.311 6.747*** 채택 

H3 반추→불만족 0.417 8.980*** 채택 

H4 불만족→관계지속의도 -0.547 12.195*** 채택 

H5 서비스회복만족→반추 -0.208 3.898*** 채택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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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에 따른 차이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 반추, 서비스 회복만족 그리고 소비자 반응의 관계에 있어 상황적 요인

인 서비스 실패 경험의 유형과 브랜드 자산에 따른 집단 간 차이와 개인적 속

성인 감성 지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수행 

하였다.  

 

(1) 상황적 속성에 따른 조절 효과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 그리고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만족과 회복 후 반추, 소비자 반응의 관

계에 있어 상황적 속성인 서비스 실패 경험의 유형과 브랜드 자산의 고·저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한다.  

 

①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다중집단분석(MGA)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라 부정적 감정, 반추 그리고 소비

자 반응의 관계와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따른 만족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표본은 서비스 결과 실

패 경험 189명, 서비스 과정 실패 경험 204명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PLS-MGA와 파라메트릭 테스트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두 가지 서비스 

실패 유형 모두 최소 표본 요구 조건에 부합함을 확인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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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연구모델 2 서비스 결과 실패 집단 구조모델 분석결과 

 

 

<그림 4-16> 연구모델 2 서비스 과정 실패 집단 구조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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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와 <그림 4-16>은 서비스 결과 실패 집단과 서비스 과정 

실패 집단의 구조모델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표 4-31>는 각 집단의 가설 

검증 결과와 집단간 경로 차이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두 집단 모두 동일 경

로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 되었다.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

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은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후 소비자의 불만족과 반추

에 정적 영향이 확인되었고 반추의 불만족에 대한 직접효과 또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과 관계지속의도 사이의 부적 관계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서비스 

실패에 대한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노력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은 반추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31> 서비스 실패 유형의 조절 효과 가설 검증 결과 

구

분 
경로 

집단 별 경로차이 분석 
결

과 경로 

계수 

t-value 

(p) 

경로 

계수 a 

t-value 

(p)b 

결 부정적 감정 

→불만족 

0.184 2.311* 
0.066 

0.639 
n.s. 

기

각 과 0.118 1.794* 

결 
부정적 감정→반추 

0.359 5.432*** 
0.065 

0.639 
n.s. 

기

각 과 0.294 4.811*** 

결 
반추→불만족 

0.400 5.802*** 
0.047 

0.507 
n.s. 

기

각 과 0.448 7.113*** 

결 불만족 

→관계지속의도 

-0.488 7.567*** 
0.053 

0.565 
n.s. 

기

각 과 -0.541 7.757*** 

결 서비스회복만족 

→반추 

-0.256 3.543*** 
0.042 

0.415 
n.s. 

기

각 과 -0.214 2.902** 

*: p<0.05, **: p<0.01, ***: p<0.001 

a: 서비스 결과실패-서비스 과정실패 (경로계수 차이 값) 

b: 서비스 결과실패 vs 서비스 과정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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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은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경로 차이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구조모델 분석을 통해 각 경로 별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7> 연구모델 2 서비스 실패 유형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구조모델 분석결과 

 

두 집단간 경로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각 집단의 경로들은 유의한 경로임은 확인되

었으나 통계적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4-31>은 각각

의 경로와 관련한 연구 가설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과 반

추, 소비자반응(불만족, 관계지속의도)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대한 만

족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SPSS 23.0을 통해 독립표본 t-test분석

을 시행하였다. <표 4-32>는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test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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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서비스 결과 실패 상황보다 서비스 과정실패 상황에서 리테

일러의 서비스 회복 후에도 반추(t = -3.85, p = .00), 불만족(t = -5.14, p 

= .00)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지속의도(t = 5.72, p = .00)

와 서비스 회복 만족(t = 6.50, p = .00)은 서비스 결과 실패 상황에서 더 높

게 나타났다. 

 

<표 4-32> 연구모델 2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변화에 대한 독립표본 

t-test결과 

요인 
실패유형 

평균 차 t p 
결과실패 과정실패 

부정적 감정 4.20(1.06)a 5.85(.93) -1.65b -16.41 .000 

반추 2.93(1.41) 3.51(1.55) -.58 -3.85 .000 

불만족 3.95(1.40) 4.65(1.32) -.70 -5.14 .000 

관계지속의도 3.77(1.10) 3.09(1.24) .68 5.72 .000 

서비스회복만족 5.18(1.09) 4.39(1.29) .79 6.50 .000 

a: 7점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 점수의 평균값(표준편차) 

b: 결과실패 요인 평균값-과정실패 요인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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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브랜드 자산에 따른 다중집단분석(MGA)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자산 고·저에 따라 부정적 감정, 반추 그리고 소

비자 반응의 관계와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효과의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살

펴보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표본은 브랜드 자산 고 집단 

194명, 브랜드 자산 저 집단 198명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PLS-MGA와 

파라메트릭 테스트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브랜드 평판 고·저 집단 모두 

최소 표본 요구 조건에 부합함을 확인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18>과 <그림 4-19>는 브랜드 평판 고 집단과 저 집단의 구조

모델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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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연구모델 2 브랜드 자산 고 집단 구조모델 분석결과 

 

 

<그림 4-19> 연구모델 2 브랜드 자산 저 집단 구조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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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은 각 집단의 가설 검증 결과와 집단간 경로 차이 분석 결과

를 보여준다. 두 집단 모두 동일 경로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 되었다.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은 리테일러의 서비

스 회복 후 소비자의 불만족과 반추에 정적 영향이 확인되었고 반추의 불만족

에 대한 직접효과 또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이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만족이 반추에 미치는 부적 영향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4-33> 브랜드 자산 조절 효과 가설 검증 결과 

구

분 
경로 

집단 별 경로차이 분석 
결

과 경로 

계수 

t-value 

(p) 

경로 

계수 a 

t-value 

(p) b 

고 부정적 감정 

→불만족 

0.130 1.665* 
-0.178 

1.763 
n.s. 

기

각 저 0.308 4.812*** 

고 
부정적 감정→반추 

0.420 7.185*** 
0.197 2.216* 

채

택 저 0.223 3.388*** 

고 
반추→불만족 

0.404 5.563*** 
-0.036 

0.396 
n.s. 

기

각 저 0.440 7.521*** 

고 불만족 

→관계지속의도 

-0.543 8.851*** 
-0.012 

0.132 
n.s. 

기

각 저 -0.555 8.466*** 

고 서비스회복만족 

→반추 

-0.133 1.767* 
0.149 

1.444 
n.s. 

기

각 저 -0.282 3.914*** 

*: p<0.05, **: p<0.01, ***: p<0.001 

a: 브랜드 고 - 브랜드 저 (경로계수 차이 값) 

b: 브랜드 고 vs 브랜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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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은 브랜드 자산 고·저에 따른 경로 차이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구조모델 분석을 통해 각 경로 별 브랜드 자산 고·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20> 연구모델 2 브랜드 자산 고·저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구조모델 분석결과 

 

두 집단간 경로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감정이 반추에 미

치는 영향에서만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 = 2.216*). 

즉 이 밖에 경로들은 각 집단에서 유의한 경로임은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4-33>은 각각의 경로와 관련한 연

구 가설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

정에 소비자의 대처전략, 반추 그리고 소비자 반응의 관계에 있어 상황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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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브랜드 자산 고·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브랜드 평판이 높을 때, 

서비스 실패에 의한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이 반추(β = 0.420, t = 7.185***)

에 미치는 영향이 브랜드 평판이 낮을 때, 서비스 실패에 의한 부정적 감정이 

반추(β= 0.223, t = 3.388***)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브랜드 자산의 고·저에 따라 반추와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차이

가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브랜드 자산의 고·저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

과 반추, 소비자반응(불만족, 관계지속의도)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대

한 소비자의 만족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SPSS 23.0을 통해 독립

표본 t-test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34>는 브랜드 자산의 고·저에 따른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test결과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브랜드 자산이 낮을 때보다 브랜드 자산이 높을 때, 관계지

속의도(t = 3.80, p = .000)를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연구모델 2 브랜드 자산 고·저에 따른 변화에 대한 독립표본 

t-test결과 

요인 
브랜드자산 

평균 차 t p 
고 (N=194) 저 (N=198) 

부정적 감정 4.96 (1.23)a 5.15 (1.35) -.19b -1.46 .146 

반추 3.18 (1.45) 3.28 (1.58) -.11 -.70 .487 

불만족 4.25 (1.34) 4.38 (1.47) -.13 -.94 .349 

관계지속의도 3.65 (1.11) 3.19 (1.28) .46 3.80 .000 

서비스회복만

족 
4.86 (1.23) 4.68 (1.29) . 18 1.41 .159 

a: 7점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 점수의 평균값(표준편차) 

b: 브랜드 자산 고 집단 요인 평균값 – 브랜드 자산 저 집단 요인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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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속성에 따른 조절 효과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에 반추 그리고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만족과 회복 후 반추, 소비자 반

응의 관계에 있어 개인적 속성인 감성 지능의 고·저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① 감성 지능에 따른 다중집단분석(MGA) 

 

  대상 표본은 감성 지능 고 집단 184명, 감성 지능 저 집단 208명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PLS-MGA와 파라메트릭 테스트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

다. 감성 지능 고·저 집단 모두 최소 표본 요구 조건에 부합함을 확인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21>과 <그림 4-22>는 감성지능 고 집단과 감성지능 저 집

단의 구조모델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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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연구모델 2 감성 지능 고 집단 구조모델 분석결과 

 

<그림 4-22> 연구모델 2 감성 지능 저 집단 구조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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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는 각 집단의 가설 검증 결과와 집단간 경로 차이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두 집단 모두 동일 경로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 되었다. 패션 제

품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은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후 소비자의 불만족과 반추에 정적 영향이 확인되었고 반추의 불만족에 

대한 직접효과 또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이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부적 영

향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만족이 반추에 미치는 부적 영향도 동일하게 나

타났다. 

 

<그림 4-23>은 감성 지능 고·저에 따른 경로 차이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구조모델 분석을 통해 각 경로 별 감성 지능 고·저에 따른 차이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5> 연구모델 2 감성 지능의 조절 효과 가설 검증 결과 

구

분 
경로 

집단 별 경로차이 분석 
결

과 경로 

계수 

t-value 

(p) 

경로 

계수 a 

t-value 

(p)b 

고 부정적 감정 

→불만족 

0.180 2.719** 
0.044 

0.438 
n.s. 

기

각 저 0.224 3.221** 

고 
부정적 감정→반추 

0.306 4.681*** 
0.111 

1.164 
n.s. 

기

각 저 0.195 2.705** 

고 
반추→불만족 

0.422 6.921*** 
0.011 

0.117 
n.s. 

기

각 저 0.412 5.967*** 

고 불만족 

→관계지속의도 

-0.535 8.237*** 
0.019 

0.223 
n.s. 

기

각 저 -0.554 9.608*** 

고 서비스회복만족 

→반추 

-0.221 3.080** 
0.018 

1.173 
n.s. 

기

각 저 -0.239 3.221** 

*: p<0.05, **: p<0.01, ***: p<0.001 

a: 감성 지능 고 – 감성 지능 저 (경로계수 차이 값) 

b: 감성 지능 고 vs 감성 지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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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연구모델 2 감성 지능 고·저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구조모델 분석결과 

 

 두 집단간 경로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각 집단의 경로들은 유의한 경로임은 확인되

었으나 통계적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4-35>은 각각

의 경로와 관련한 연구 가설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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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연구모델 2 감성 지능 고·저에 따른 변화에 대한 독립표본 

t-test결과 

요인 
감성 지능 

평균 차 t p 
고 (N=184) 저 (N=208) 

부정적 감정 4.96 (1.23)a 5.15 (1.35) -.19b -1.46 .146 

반추 3.18 (1.45) 3.28 (1.58) -.11 -.70 .487 

불만족 4.25 (1.34) 4.38 (1.47) -.13 -.94 .349 

관계지속의도 3.65 (1.11) 3.19 (1.28) .46 3.80 .000 

서비스회복만

족 
4.86 (1.23) 4.68 (1.29) . 18 1.41 .159 

a: 7점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 점수의 평균값(표준편차) 

b: 결과실패 요인 평균값-과정실패 요인 평균값 

 

추가적으로 감성 지능의 고·저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과 

반추, 소비자반응(불만족, 관계지속의도)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SPSS 23.0을 통해 독립표본 

t-test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36>은 브랜드 자산의 고·저에 따른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test결과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후 감성지능이 높은 소비자는 감성

지능이 낮은 소비자보다 관계지속의도(t = 3.80, p = .000)를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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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전과 후의 변화 

 

  본 연구는 연구모델 1과 연구모델 2를 통해 반추와 소비자 반응을 두 

차례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외부 영향요인인 리테일러

의 서비스 회복 노력 전·후의 반추와 소비자 반응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비스 실패 후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전·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3.0을 통해 대응표본 t-test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전보다 서비스 회복 후 반추(t = 

3.94, p = .000), 불만족(t = 8.08, p = .000)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지속의도(t = -7.05, p = .000)는 서비스 회복 후에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37>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전·후 반추와 소비자 반응의 변화에 

대한 대응표본 t-test결과 

요인 
서비스 

회복 전 

서비스 

회복 후 
평균 차 t p 

반추 3.42 (1.44)a 3.23 (1.51) .19b 3.94 .00 

불만족 4.84 (1.41) 4.31 (1.40) .53 8.08 .00 

관계지속의도 3.05 (1.14) 3.42 (1.22) -.37 
-

7.05 
.00 

a: 7점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 점수의 평균값(표준편차) 

b: 서비스 회복 전 요인 평균값 - 서비스 회복 후 요인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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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은 연구모델 2의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상황적 속성인 실패유형, 브랜드 자산과 개인적 속성인 감

성 지능의 조절 효과가 일부 경로에서 확인되었다.  

 

<표 4-38> 연구모델 2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가설 경로 

상황적 속성 개인적 속성 

실패 

유형 

브랜드 

자산 
감성 지능 

H1 부정적 감정→불만족  - - 

H2 부정적 감정→반추 - 채택 - 

H3 반추→불만족  - - 

H4 불만족→관계지속의도 - - - 

H5 서비스회복만족→반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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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스마트 폰의 보급과 관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개인 생활의 대부분을 

모바일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 사진, 음성, 영상 등의 제한 없이 정보를 검색

하고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드나 지갑을 대신하는 결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집 안을 제어하는 리모컨이 되기도 한다. 모바일 관련 기술의 발전 및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리테일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모바일 쇼핑은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이용되며 대체 수단이 아닌 단일 채널

로서의 영향력을 보인다. 모바일의 쉬운 접근성과 사용의 편리성, 이동성, 시

간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쇼핑 환경은 모바일로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기

업들은 모바일 시장에 선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모

바일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기술의 접목을 통해 끊임없이 소

비자를 작은 화면 안에 붙잡아두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쇼핑 환경이 커지면서 그에 따르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

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가상의 거래는 소비자를 쉬운 방법으로 구

매로 이끌지만, 또한 간편하게 거래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한 쇼핑의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고정 고객을 확

보하고 회원을 관리하는데 이점을 제공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앱을 쉽게 설치했던 것과 같이 쉽게 삭제할 

수 있다면 양면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쇼핑의 실패하거나 부정

적 경험을 한 경우 소비자는 몇 초안에 해당 브랜드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쇼핑은 제품을 확인하거나 착용해 볼 수 없다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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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강현실이나 홈피팅 기술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판매원과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챗봇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면대면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에 대해 파악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는 제 3 절의 실증적 연구 결과로 일부 확인되었다.  특히 소비자가 서비스 

실패 경험과 같이 부정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소비자의 감정적, 행동적 반응

을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이용하는 리테

일러들에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반품과 앱 삭제 

등을 통한 관계 단절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자 내면의 변화, 감정에 관한 관심

과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 환경을 소비자의 서비스 실패 경험에 의한 인지 

평가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평가 이론에 따르면 부정적 상황에 직면한 개

인은 사건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는 1차 평가를 통해 그에 해당하

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2차 평가를 통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

지 결정하게 된다. 이는 서비스 실패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평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 모델을 바탕으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일어나는 소비자의 인지적 평가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

의 주요 변수인 반추의 개념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이 반

복적인 사고를 통해 리테일러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그 메커니즘을 이해

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또한 부정적 감정, 

반추와 소비자 반응 간의 관계에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

복 노력의 역할에 알아보는 연구 모델을 구성했다.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가 미비한 분야인 모바일에서의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소비

자의 인지 평가 과정과 반추에 대해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먼저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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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였다. 면담 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 결과,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의 유형은 사이즈, 색상 등 품질에 차이에 따른 결과 실패와 시스템

에러, 배송 등의 문제에 따르는 과정 실패로 나누어졌다.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을 통해 소비자들은 짜증과 분노를 가장 많이 느꼈는데 이 밖에도 

당황, 실망, 후회 등의 감정이 나타났다. 동일 상황에 대해서도 단일 감정이 

아닌 2개 이상의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은 대처전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인

지 평가의 2단계 과정이 확인되었다. 문제중심대처, 감정중심대처 그리고 부

인대처가 모두 나타났으며 대처전략의 사용은 동시다발적이었다. 모바일 쇼핑

의 특성상 판매원이나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면대면 대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

에 전화 혹은 메일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모바일의 신속성과 상

반되며 시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불만족한 소비자는 사

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을 이용한 

생활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감정 중심의 대처 또한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친구나 지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눈에 글을 남기

고 후기를 남기는 방법을 통해 주변인들의 공감을 얻고 위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대처의 경우는 일부 참가자에게서만 확인되었는데 상황적 속성

의 영향을 받는 대처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는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반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패션 제품의 특성상 제품을 

입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경험한 실패에 대한 인지 평가를 반추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프라인보다 문제 해결에 긴 시간이 

걸리는 모바일 쇼핑의 특성에 따라 해결 기간이 오래 걸릴수록 소비자의 반추

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쇼핑의 쉽고 빠른 장점은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 반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데 서비스 실패 경험 후의 

소비자의 불만족은 관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극단적인 결과로도 나타났다. 

더 이상 해당 업체를 방문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해당 브랜드앱을 바로 삭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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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응까지 나타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서 소비자의 관계지속의

도가 중요한 결과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실패 경

험 후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노력에 관해 살펴본 결과, 서비스 회복에 만족

한 경우도 있었지만 어떠한 서비스 회복 노력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소비자

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은 진심 

어린 사과, 즉각적인 반응, 자발적인 회복 제안 및 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의 4가지 속성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 모바일앱의 특성상 면 대면의 상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

과의 신뢰성은 다소 의심을 받았으며 오히려 보상을 받는 것이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이 많이 나타났으나 일부에서는 통화나 메일과 

같은 방식으로라도 실패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받는 것이 서비스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같은 실패 상황 또는 같은 서비스 회복을 받은 경우에도 인지 평가의 

차이가 나타나 서로 다른 강도와 방향의 부정적 감정, 반추, 소비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적 연구를 통해 그 요인이 상황

적 속성의 영향인지 개인적 속성의 영향인지 추가로 확인하고자 했다. 

둘째, 선행연구와 면담 조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를 위해 

연구모델 1과 연구모델 2를 구성했다. 연구모델 1은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에 반추와 대처전략의 영향

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모델 2는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

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에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따른 만족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했다. 또한 연구모

델 1과 연구모델 2 모두에서 상황적 속성인 서비스 실패 유형과 브랜드 자산, 

개인적 속성인 감성 지능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실

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변수를 알아

보고자 했다.  



 

172 

먼저 연구모델 1의 연구 결과,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반추, 소비자 반응 간의 순차적인 영향 관계가 확인되었다. 불쾌한 상황에 대

한 소비자의 인지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이에 대한 반복적 사고, 즉 반추

는 소비자 반응의 결과인 불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의 감정중심대처와 

부인대처는 부정적 감정에 따른 반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중심

대처는 부정적 감정에 따른 반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비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건의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대처

전략으로 반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정

중심대처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감정적 완화 과정에서 결국 불쾌한 상황에 대

해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여 반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

황에 대해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부인대처는 감정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소극적인 대처 방법이다. 감정적 대처와 스스로 혹은 주변의 지지를 통해 

상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부인대처는 어떠한 시

도도 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인대처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감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고할 가능성이 감정적 대

처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반추는 실패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

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의 불만족은 커질 수 있다. 소비자

가 자신의 실패 상황에 대해 리테일러에게 묵인하는 것은 소비자 개인에게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며 리테일러에게는 서비스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리테일러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실패 상황에 대해 

제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인지 

사고 과정을 긍정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테일러는 소비자의 

대처를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서비스 실패 상황의 유형을 파악

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시간 구매 및 재고 현황, 시

스템 관리 등에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판매에 집중하는 것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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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소비자의 쇼핑 과정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리

테일러가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패 상황에 대해서는 소비자와의 적극

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으로 구매 후 혹은 배송 후, 메시지 발송을 통한 

관리를 시행하거나 댓글 및 후기 작성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

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이 있을 것이다. 

이어서 연구모델 1에서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의 조절 효과를 살펴

본 결과, 실패 유형, 브랜드 자산과 감성 지능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서

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실패

했을 때보다 서비스 결과에 실패했을 때 부정적 감정이 부인대처전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스템 에러나 배송 오류와 같은 과정 실

패를 경험한 경우에 비해 예상치 못한 제품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 실패를 경

험했을 때 소비자가 상황을 더 부인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과정에 실

패했을 경우, 아직 제품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의 결정이 남

아있는 상태지만 실재하는 실패한 제품을 마주하고 있는 서비스 결과 실패 상

황에서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변화하지 않으리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적 특성이 소비자의 부정적 감

정이 부인대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자

의 문제중심대처전략은 반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황적, 개인적 속성에

도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 소비자의 적극적 문제해결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브랜드 자산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브랜드 

자산이 낮은 경우보다 브랜드 자산이 높은 경우, 부정적 감정이 반추에 더 많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자산이 높은 경우 그에 따르는 기

대감 혹은 확실성 때문에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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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브랜드 자산의 차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인 감성 지능은 감정에 

대해 얼마나 잘 인지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한 척도로 연구 결과 감성 지능이 

높은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은 감성 지능이 낮은 소비자보다 감정중심대처전략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경로에서 감성 지능에 따른 차이

가 확인되었다. 또한 감성 지능이 높은 소비자의 감성중심대처전략은 반추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감성 지능이 낮은 소비자의 감성중심대처전략은 반추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과 반추 간의 경로에서 감성 지능의 조절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감성 

지능이 높은 집단은 부정적 감정을 감정적으로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반추

에 영향을 적게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모델 2의 연구 결과,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 소

비자 반응 간의 순차적인 영향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에 대한 만족과 회복 후 반추, 소비자 반응 간의 관계도 확인되었다. 연구모

델 2에서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방법은 서비스 결과 실패와 과정 실패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물질적 보상과 같은 실리적 보상과 공감이나 사과와 

같은 상징적 보상을 함께 제시했다. 서비스 실패 경험을 통한 부정적 감정은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후의 반추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은 소비자의 서비스 회복 

후 반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만족한 소비자의 반추는 감소한다. 

 이어서 연구모델 2에서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의 조절 효과를 살펴

본 결과, 실패 유형과 감성 지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

황적 속성인 브랜드 자산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브랜드 자산의 앞서 연

구모델 1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비자의 실패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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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에 대한 만족이 있는 

연구모델 2에서는 브랜드 자산에 따른 차이가 실패 유형에 따라 확인되었다. 

소비자는 서비스 결과 실패 상황에서 브랜드 자산이 높은 브랜드에 노출된 경

우 부정적 감정이 서비스 회복 후 반추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브랜드 자산 상

황일 때는 실패 초기의 부정적 감정이 서비스 회복 후 반추에 미치는 영향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델 2의 결과에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반추

에 대한 상황적 속성과 감정적 속성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전과 후의 반추와 소비자 반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 회복 후 반추, 불만족은 감소하고 관계지속의도는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사과와 함께 보상을 제공하는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노력의 효

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176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 감정 연구에 대한 이론적 시

사점과 모바일 쇼핑 환경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첫째,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다뤄왔던 개인의 인지 평가 과정을 통해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의 소비자의 감정적·행동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기존의 소비자 감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긍정 또는 부정적 감정과 소비자 반응

을 주요 변인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실패 상황에

서 소비자의 감정과 반응 사이에 내면 변화 과정을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반추

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 실패에 따른 소비자

의 인지 평가 과정을 이해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리테일환경에서 

소비자 심리 연구의 새로운 접근을 통해 학문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둘째, 서비스 실패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과 반추의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불쾌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을 선행 변

수로 소비자의 반응 변수인 불만족, 관계지속의도를 결과변수로 하는 연구의 

기본 모델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반추가 부정적과 감정과 소비자 반응 사

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였다. 질적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실

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반추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패션 제품의 특성

상 제품을 입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경험한 실패에 대한 인지 평가를 

반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프라인보다 교환이나 배송 등의 문제 해결

에 긴 시간이 걸리는 모바일 쇼핑의 특성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소비

자의 반추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실패 경험 후의 소비자의 불

만족은 관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극단적인 결과로도 나타났다. 더 이상 해

당 업체를 방문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해당 브랜드앱을 바로 삭제하는 반응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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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타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에서 소비자의 관계지속의도가 중요

한 결과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연구모델1과 연구모델2를 통해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이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Zeelenberg & Pieters, 1999)와 불만족을 느낀 고객은 다른 경쟁자에게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 

(Jones & Sasser, 1995)와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불쾌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부정적 감정이 반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과 서비스 실

패에 대해 반추하는 것이 불만족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도 확인했다.  

셋째, 서비스의 실패 상황에서 효과적인 소비자의 대처전략은 문제중심대

처로 나타났다. 면담 조사를 통한 탐색적 연구 결과, 감정중심대처와 부인대

처는 문제의 직접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개인의 범주 안에서의 감정적 처리로 

나타나며 이는 반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처 전략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실패 상황에 대해 리테일러에게 알리지 않는 다면 리테

일러는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없다.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자

신의 실패 상황에 대해 제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서비스 

실패 경험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단축할 수 있다. 연구모델 1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에서도 소비자의 대처전략의 영향을 확인되었다. 부정적 감정은 세 

가지 대처전략(문제중심대처전략, 감정중심대처전략, 부인대처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정중심대처전략과 부인대처전략은 

반추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문제중심대처전략은 반추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테일러 또한 막연하게 소비자의 소리 내기를 기다려서

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서비스 실패 상황의 유형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와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으로 소

통을 위한 메시지를 발송하고 관리하거나 후기 작성에을 독려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



 

178 

을 것이다. 

넷째, 서비스 실패 경험 후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노력에 관해 살펴본 

결과, 서비스 회복에 만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어떠한 서비스 회복 노력도 받

지 못했다고 느끼는 소비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리테

일러의 서비스 회복은 진심 어린 사과, 즉각적인 반응, 자발적인 회복 제안 

및 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의 

4가지 속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모바일앱의 특성상 면 대면의 상황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의 신뢰성은 다소 의심을 받았으며 오히려 보상

을 받는 것이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이 많이 나타났다. 

실증적 연구는 위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연구모델 2를 통해 리테일러의 서

비스 회복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서비스 실패 경험 후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자극물에 노출함으로써 연구모델 1과 연구모델 2에

서 반복 측정된 반추, 불만족, 관계지속의도를 통해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노력의 효과를 확인했다. 사과와 함께 보상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받은 소비자

의 반추, 불만족은 그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지속의도는 증가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서비스 회복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은 반추를 직

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다섯째,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에 상황적 속성

과 개인적 속성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상황적 속성의 영향을 확인한 결

과, 브랜드 자산이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이 반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인 속성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의 감

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감성지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서비스 실

패 경험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감정중심대처전략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감성지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감성중심대처전략은 반추에 영

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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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같은 실패 상황 또는 같은 서비스 회복을 받은 경우에도 인지 평

가의 차이가 나타나 서로 다른 강도와 방향의 부정적 감정, 반추, 소비자 반

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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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 방법론이 갖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는 시나리오 조작을 통해 설계되었다. 따라서 실제 모바일앱을 이용한 쇼

핑 상황으로 실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응답자가 피상적인 태도에 의한 

응답이라는 측정도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요인이었던 반

추의 경우, 무의식적인 되새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황을 가정한 문항을 통

한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서비스 실패 유형은 서비스 결과 실패와 서비스 과정 

실패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상과는 다른 제품이 도착한 서비스 결과 

실패와 결제과정에 오류를 경험하는 서비스 과정실패로 각각 대표적 상황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서비스 실패 상황을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실패 유형별로 한 개 이상의 상

황을 조작하여 실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에 앞서 질적 연구 및 예비 조사를 통해 

시나리오의 상황을 설정하고, 최대한 유사한 수준의 실패 경험을 제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실패 경험의 수준이 동일하게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 응답자가 실패 유형을 모두 경험하

게 함으로써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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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감정과 반추에 관한 후속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에 대한 총체적 접근법으로 부정적 감정을 보았으나 

부정적 감정을 짜증, 분노, 후회 등으로 세분화할 경우, 구체적 감정에 따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는 제 3 절의 탐색적 연구

를 통해 상황적·개인적 속성에 따라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차이를 일부 확인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 부정적 감정에 따른 반추와 소비자 반응의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수단은 제 2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크게는 4 

가지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서비스 회복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4 가지 수단을 동시에 측정하고 하나의 변수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각 서비스 

회복 수단에 따른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한다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제안적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 감정 연구에서 미비하게 다뤄졌던 반추라는 개념에 기

초가 되는 연구로써 반추의 기본적 구성과 그 영향력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

서 연구의 배경이 되는 모바일 쇼핑 환경과 패션제품의 특성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후속 연구를 통해 모바일 쇼핑 환경의 특성 또는 패션제품 쇼핑의 특

성이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과 반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 지지를 마련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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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다음은 귀하의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경험에 관한 사전 조사 문항입니다.                                              

 

1-1. 귀하는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번 문항에 “2)없다” 를 선택한 경우 설문은 여기서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2. 가장 선호하는 패션 제품의 쇼핑 방법은 무엇입니까? 순위를 정해주세요  

 

매장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쇼핑 (    )  

데스크탑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    )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    ) 

텔레비전 채널을 통한 홈쇼핑   (    ) 

 

1-3. 귀하는 한 달에 몇 회 정도 모바일 쇼핑을 통해 패션 제품을 구매합니까?   

(      )회  

 

1-4.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모바일앱 또는 사이트에 얼마나 자주 접속 하

십니까?  일주일에 (    )회 이상 

 

1-5. 평균적으로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1회에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______원 

 

1-6. 모바일 쇼핑을 포함하여 한 달에 패션 제품 쇼핑으로 소비하는 금액은 얼마입

니까?     한 달              원 

 

1-7.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중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앱 또는 사이트를 3개 이상 적

어주세요 

1)                 2)                 3)                 4) 

 

1-8.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중 주로 구입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ex. 상의, 하의, 

원피스, 아우터, 악세서리, 신발 등) 

1)                 2)                 3)                 4) 

 

1-9.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중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실패 경험이 있다면 

그 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수가능) 

 

1)없다  2)배송  3)사이즈  4)품질  5)시스템 에러 6)결제  

7)기타___적어주시기바랍니다._______  

→ 이어지는 문항에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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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의 개인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2-1. 다음 문항이 귀하의 평소 생각을 어느 정도 잘 설명하고 있는 지 고려하여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보통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자동차 사고

를 내느냐, 아니냐는 나의 운전실력에 달려 있

다. 

1   2   3   4   5   6   7 

2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의 

됨됨이에 달려있다. 
1   2   3   4   5   6   7 

3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주변에 영향

력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1   2   3   4   5   6   7 

4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면 친구 사귀기도 어려울 것이다. 
1   2   3   4   5   6   7 

5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6 

내가 만약 자동차 사고와 같은 사고를 당하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다. 

1   2   3   4   5   6   7 

7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1   2   3   4   5   6   7 

8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결정해 나가기보다 주

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거의 결정해 주고 

있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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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은 귀하가 평소에 느끼는 감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보시고 

각 항목이 귀하의 생각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

고 있는 지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1   2   3   4   5   6   7 

2 
나는 항상 내가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고 있다. 
1   2   3   4   5   6   7 

3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은 관찰하는 데 뛰어

나다 
1   2   3   4   5   6   7 

4 
나는 항상 내 동료들의 행동으로부터 그들

의 감정을 알 수 있다. 
1   2   3   4   5   6   7 

5 나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1   2   3   4   5   6   7 

6 
나는 항상 내 자신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

도록 격려한다. 
1   2   3   4   5   6   7 

7 
나는 기분을 조절하고 합리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나는 내 감정을 잘 통제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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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래의 상황을 집중하여 읽은 후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1: 결과실패+브랜드평판고 – 설문지2: 결과실패+브랜드평판저] 

 

 

 

 

 

 

 

나는 지난 월요일 점심을 먹고 핸드폰을 보다가 다음주 휴가 때 입기 위해 며칠 

전부터 사야겠다고 생각했던 원피스를 사기 위해 1)평소 자주 이용하던 

O.O.Village모바일앱을 모바일로 확인했다. 20-30대에게 여성복 판매량이나 후기가 

가장 높아 유명한 브랜드라 고민 없이 선택했다. 2)얼마 전 우연히 sns광고를 통해 

알게 된 O.O.Village모바일앱의 링크를 따라 들어갔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소한 브랜드였다. 휴가에서 친구들과 착장을 맞춰 입고 콘셉트 사진으로 남기기로 

약속해서 일찍부터 미리 주문을 하고 싶었다. 사이트에서 ‘원피스’ 카테고리를 찾

아 들어갔다. 여름철 입을 수 있는 시원한 원피스를 구입하고 싶어 두께가 얇고 레

이스 디테일이 들어있는 원피스를 찾고 싶었다. 원피스 종류가 많았지만 상세검색을 

통해 여러 상품 중 구매가 고려되는 디자인들을 선택하여 장바구니에 넣었다. 원피

스에 대한 상세 사진과 사용된 원단 정보, 정확한 치수가 명시되어 있어 내가 원하

는 원피스를 잘 고를 수 있었다. 사이즈 선택을 도와 줄 서로 다른 치수를 입은 모

델 사진이 게시되어 있어 나에게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장바

구니에 담아놓은 두 가지 원피스 중 고민하다가 결국 아이보리 색 원피스를 사기로 

결정했다. 나는 바로 주문과 결제를 완료하였다. 이틀 후 택배가 도착하여 받자마자 

포장을 뜯었는데 원피스 색상이 모바일 화면으로 보고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화면 

상으로는 밝고 화사한 톤이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칙칙한 갈색 빛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피스를 입고 방 안 거울 앞에 섰다. 실제로 입어보니 칙칙한 색깔이 

나와 어울리지 않았고 레이스 디테일의 품질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제품이었다. 결국 

그렇게 거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원피스를 옷장 한 켠에 둔 채로 휴가를 위한 짐

을 싸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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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3: 과정실패+브랜드평판고 – 설문지4: 과정실패+브랜드평판저]  

 

 

 

 

 

 

 

 

 

나는 지난 월요일 점심을 먹고 핸드폰을 보다가 다음주 휴가 때 입기 위해 며칠 

전부터 사야겠다고 생각했었던 원피스를 사기 위해 1) 평소 자주 이용하던 

O.O.Village모바일앱을 모바일로 확인했다. 20-30대에게 여성복 판매량이나 후기

가 가장 높아 유명한 브랜드라 고민 없이 선택했다. 2)얼마 전 우연히 sns광고를 

통해 알게 된 O.O.Village모바일앱의 링크를 따라 들어갔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소한 브랜드였다. 휴가에서 친구들과 착장을 맞춰 입고 콘셉트 사진으로 남

기기로 약속해서 일찍부터 미리 주문을 하고 싶었다. 사이트에서 ‘원피스류’ 카

테고리를 찾아 들어갔다. 여름철 입을 수 있는 시원한 원피스를 구입하고 싶어 두

께가 얇고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있는 원피스를 찾고 싶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었다. 원하는 상품 페이지로 들어가니 전체 상품은 화면에 잘 보였지

만 자세히 원단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면이 확대가 되지 않았다. 게다가 사이즈도 

정확한 수치 없이 S, M, L의 3가지로 나와있어서 사이즈를 고르는데 힘들었다. 나

는 사이즈에 확신은 없었지만 M사이즈를 선택했다. 이 원피스의 디자인은 특이해

서 다른 곳에서는 찾기가 힘들 것 같아 그냥 구매하기로 결 정했다. 원피스를 주문

하기 위해 결제 페이지로 들어갔다. 마침 오픈 할인 쿠폰이 있어 적용을 하려고 했

는데 분명히 다운로드 받은 쿠폰이 있는데도 재 로그인의 절차를 통해서 들어와야 

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는 안내 팝업 창이 나타났다. 이미 로그인 후 물건을 오랜 

시간 고르고 결제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창을 끄고, 다시 로그인을 해야 했다. 시

간이 걸리지만 쿠폰 할인을 위해서 하는 수 없이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로그인

을 한 후 쿠폰 할인을 적용하여 원피스 구매를 완료했다. 상품은 이틀 만에 도착했

으며, 내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오래 입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 원피스를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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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자신이 위의 시나리오상의 주인공이라고 상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상황을 

신중히 생각해 본 후 이 상황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모두 나열해주십시오. 어떠한 내용

이든 상관없습니다. (5가지 이상) 

 

1.                                                                                                                                                                                         

2.                                                                                                                                                                                         

3.                                                                                                                                                                                        

4.                                                                                                                                                                                        

5.                                                                                       

6.                                                                                        

7.                                                                                        

8.                                                                                       

 

3-1. 시나리오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껴졌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시나리오와 같은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2 O.O.Village 모바일 쇼핑 앱에서의 상품 구매

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1   2   3   4   5   6   7 

3 O.O.Village모바일 쇼핑 과정에서 실패를 경

험했다. 
1   2   3   4   5   6   7 

4 O.O.Village에서 주문한 상품은 기대했던 제

품과 달랐다. 
1   2   3   4   5   6   7 

5 O.O.Village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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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은 O.O.Village 모바일앱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귀

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매우 

그렇

다 

1  O.O.Village는 인기가 있는 모바일 앱이다. 1   2   3   4   5   6   7 

2  O.O.Village의 품질은 다른 모바일앱보다 좋

다. 
1   2   3   4   5   6   7 

3  O.O.Village의 품질은 믿을 만 하다. 1   2   3   4   5   6   7 

4 O.O.Village는 잘 알려진 모바일앱이다. 1   2   3   4   5   6   7 

 

 

Ⅳ. 귀하가 제시된 시나리오 상황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이어지는 문항들에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다음은 귀하가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해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문항으로 아래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 짜증을 느낀다. 1   2   3   4   5   6   7 

2 화가 난다. 1   2   3   4   5   6   7 

3 실망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4 당황스럽다. 1   2   3   4   5   6   7 

5 후회를 느낀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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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은 귀하가 위와 같은 경험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를 묻는 문

항으로 아래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

다 

 
보통이

다 

 매우 

그렇

다 

1 
주변 지인(가족, 친구 등)에게 이 문제에 대

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1   2   3   4   5   6   7 

2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다. 
1   2   3   4   5   6   7 

3 
내 기분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

눌 것이다. 
1   2   3   4   5   6   7 

4 
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할 

것이다. 
1   2   3   4   5   6   7 

5 행동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다. 1   2   3   4   5   6   7 

6 
문제를 해결할 최상의 방법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1   2   3   4   5   6   7 

7 
나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음을 부인하고 싶

다. 
1   2   3   4   5   6   7 

8 문제가 발생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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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나리오 상의 모바일 앱을 이용한 쇼핑 경험을 떠올려보십시오. 시나리오 상황

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실패 경험을 고려하여 아래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답

변해주시기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

다 

 
보통이

다 

 매우 

그렇

다 

1 
이 사건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1   2   3   4   5   6   7 

2 
이 사건은 내 휴가의 나머지 부분에 지속적

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2   3   4   5   6   7 

3 
모바일앱을 통한 쇼핑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당일 나머지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2   3   4   5   6   7 

4 
실패의 경험은 내 머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

을 것이다. 
1   2   3   4   5   6   7 

5 
나는 내 마음속에서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1   2   3   4   5   6   7 

 

4-4. 다음은 귀하가 실패를 경험한 후 해당 모바일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

해 묻는 문항으로 아래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

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모바일앱에 불평/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   3   4   5   6   7 

2 나는 이 모바일앱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꼈다. 1   2   3   4   5   6   7 

3 
나는 이 모바일앱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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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은 귀하가 실패를 경험한 후 해당 모바일앱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아

래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

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모바일앱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1   2   3   4   5   6   7 

2 
나는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이 모바일앱의 서

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1   2   3   4   5   6   7 

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바일앱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1   2   3   4   5   6   7 

4 
나는 앞으로도 이 모바일앱의 계속 이용할 것

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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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귀하는 실패 경험에 대해 고객센터에 글을 남기고 휴가를 떠나려고 공항에 도착했

는데 아래와 같이 문자가 도착했다.   

 

[설문지1,2]                           [설문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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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은 귀하가 받은 O.O.Village의 조치 및 문자 메시지 각 문장에 얼마나 만족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

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 O.O.Village은 만족스러운 조치를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1   2   3   4   5   6   7 

2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

다.” 
1   2   3   4   5   6   7 

3 [설문지1,2]”주문하신 원피스 상품의 색상에 

대한 더 자세한 착용사진을 추가하도록 할 예

정이며~원하시면 반품 또는 교환을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설문지 3, 4] “고객님의 

상품결제과정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시스템

상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수정이 완

료되었습니다.” 

1   2   3   4   5   6   7 

4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5 “죄송한 마음을 담아 O.O.VILLAGE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해드리오니 할인 혜

택을 받아보십시오” 

1   2   3   4   5   6   7 

 

5-2. 시나리오 상의 모바일 앱을 이용한 쇼핑 경험을 떠올려보십시오. 시나리오 상황

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실패 경험을 고려하여 아래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답

변해주시기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보통이

다 

 매우

그렇

다 

1 
실패 경험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1   2   3   4   5   6   7 

2 
실패경험은 내 휴가의 나머지 부분에 지속적

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2   3   4   5   6   7 

3 모바일앱을 통한 쇼핑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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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나머지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실패의 경험은 내 머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7 

5 
나는 내 마음속에서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1   2   3   4   5   6   7 

 

5-3. 다음은 귀하가 실패를 경험한 후 해당 모바일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

해 묻는 문항으로 아래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

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모바일앱에 불평/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   3   4   5   6   7 

2 나는 이 모바일앱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꼈다. 1   2   3   4   5   6   7 

3 
나는 이 모바일앱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1   2   3   4   5   6   7 

 

5-4. 다음은 귀하가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후 해당 모바일앱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

으로 아래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

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모바일앱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1   2   3   4   5   6   7 

2 
나는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이 모바일앱의 서

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1   2   3   4   5   6   7 

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바일앱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1   2   3   4   5   6   7 

4 
나는 앞으로도 이 모바일앱의 계속 이용할 것

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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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안심하시고 빠짐없이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6-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여성    2) 남성 

 

6-2. 귀하는 몇 년도에 출생하였습니까?    만       세 

 

6-3. 귀하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1) 미혼    2) 기혼 

 

6-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경영관리직 (기업체 간부, 고급 공무원, 중소기업 경영자, 자영업체 경영자, 벤처

사업가 등) 

② 전문직 (교수, 연구원, 의사, 법조인, 회계사, 약사, 종교인, 언론인 등) 

③ 전문기술직 (엔지니어, 교사, 간호사, 연예인 등) 

④ 사무직 (은행원, 일반회사원, 일반공무원) 

⑤ 서비스직/ 판매직 (미용사, 운전기사, 음식숙박업 종사자, 판매원 등)      

⑥ 자유직(프리랜서) 

⑦ 생산근로직      

⑧ 학생 

⑨ 주부            

⑩ 기타_____________ 

 

6-5.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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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⑤ 기타 _____________ 

 

6-6. 귀하의 가정의 월 평균 총 수입액 (수입, 부수입 포함) 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미만 

⑦ 600만원 이상 ~ 700만원미만  

⑧ 700만원 이상 ~ 800만원미만 

⑨ 800만원 이상 ~ 900만원미만  

⑩ 1,000만원 이상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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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gative Emotions and Rumination on 

Mobile Fashion Shopping  

Service Failure Experience 

Ahn, Ga Young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consumer shopping environment is on the trend of moving from 

offline to online and from online to mobile. Consumers are frequently using 

mobile shopping for online shopping. In a mobile environment where face 

to face services are not available, research on consumer emotion is more 

important than in other shopping channels. This study focuses on the 

experiences of consumers' service failure in the mobile environment and 

the process of cognitive apprais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end 

the scope of consumer psychology and behavior research by identifying 

the concept of rumination, which is not covered much in consumer 

research.  

Rumination is a negative thought about the wrong situa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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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who created it and can increase retaliation, avoidance, and bad 

intentions. Customer rumination on service failure situations can lead to 

plans to adversely affect retailers, such as switching suppliers or negative 

word of mouth. Thus, negative emotional rumination can be a powerful tool 

to dissatisfy consumers and make it difficult to maintain relationships 

connecting consumers and retailers, thereby excluding sales. In this study, 

we tried to confirm the effects of consumer coping strategies and retailers' 

service recovery effor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s, 

rumination, and consumer respo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consumer's 

cognitive appraisal of mobile service failure experience.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to interview 20 women in their 20s and 30s. 

According to the study, the type of experience of mobile shopping service 

failure classified into the failure of service results due to quality 

differences such as size, color and the failure of service process due to 

problems such as system error, delivery. 

After the service failure experience, the negative emotions that 

consumers feel the most identified with irritation and anger. It confirmed 

that they deal with problem-focused coping, emotional - focused coping, 

and avoidance coping with negative emotions. Besides, wearing or looking 

at fashion products made it possible for consumers to rumination about 

their failure experience. Mobile shopping, which requires more time to 

solve service problems such as delivery, exchange, or refund than offline, 

which is face - to - face service, has been shown to extend consumers' 

rumination. Consumer dissatisfaction after the service failur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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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to consumer responses such as no longer visiting the merchant, and 

immediately remove the brand application on mobile. The result affirms 

that the intention of continu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and 

retailers can be an essential outcome variable in the research of mobile 

shopping service failure experience. 

To confirm the effects of consumer coping strategies and retailers' 

service recovery efforts on rumination, we separated into two research 

models. A total of 392 women in their 20s and 30s were surveyed using 

the questionnaire method and analyzed using Smart PLS 3.0 and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Study model 1 was aimed to recognize the effects of consumer coping 

strategies on the rumination from consumers' cognitive appraisal process 

according to the failure experience of the mobile shopping service of 

fashion products. As the outcome of model 1, the sequential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 rumination, and consumer 

response confirmed.  Emotional-focused coping strategy and avoidance 

coping strategy have increased consumers' negative emotional rumination, 

but problem-focused coping strategy has not affected. The problem-

focused coping strategies concentrated on solving the problem were not 

found to have a direct impact on the rumination. As a result of additional 

investigation, it found that the effects of the problem-focused coping 

strategies on the rumination were not affected by situational and personal 

attributes. It has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to induce consumers to 

solve the problem positively. 

Study model 2 was aimed to recognize the effect of a retailer'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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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satisfaction from consumes' cognitive appraisal proces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mobile shopping service failure of a fashion 

products. As a result of model 2, the sequential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 rumination, and consumer response confirmed.  

Also, the satisfaction of a retailer's service recovery has been found to 

play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 rumination after service recovery. It 

turned out that there is an impact of the service recovery efforts of 

retailers who provide rewards with apologie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ituational attributes and personal attributes in the 

consumer's cognitive appraisal process of service failure, there was no 

difference according to the failure type and emotional intelligence high and 

low.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high and low brand equity was 

confirm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the service recovery system according to the high and low 

brand equity.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to understand the 

cognitive appraisal process, which is useful to predict consumers' 

emotions and behaviors in the mobile service failure situ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ppearance of ru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consumer response 

(dissatisfaction, relationship continuity intention). Primari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dealt with service failure and consumer's emotions 

in a mobile shopping environment, which has been attracting the most 

attention in a retail environment at present, and attempted a new approach 

of consumer's rumination. In the mobile shopping service failure situation, 

the existence of a new mechanism, including rumination in th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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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emotions of consumers leading to consumer reactions revealed. 

It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be useful to understand consumer's 

emotions and establish appropriate strategies by examining consumer's 

coping strategies that affect the mechanism and retailers' service recovery 

efforts. 

 

Keywords : Negative emotion, Rumination, Coping strategies, Service 

recovery satisfaction, Relationship continuity intention 

Student Number : 2016-3046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
	1. 평가 이론
	2. 1차 평가와 부정적 감정
	3. 2차 평가와 대처전략
	4. 소비자의 대처전략

	제 2 절 부정적 감정과 반추
	1. 부정적 감정
	2. 반추

	제 3 절 소비자 반응
	1. 불만족
	2. 관계지속의도

	제 4 절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1. 서비스 실패와 서비스 회복
	2. 서비스 회복 만족과 소비자 반응

	제 5 절 서비스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상황적 속성
	(1) 서비스 실패 유형
	(2) 브랜드 자산

	2. 개인적 속성
	(1) 감성지능



	제 3 장 모바일 패션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과 반추에 관한 연구 
	제 1 절 연구 문제 및 연구모델
	1. 연구 방법 사용의 타당도
	2. 연구 문제 설정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조사방법
	(1) 면담 조사 대상자 선정
	(2) 면담 조사 진행 내용

	2. 연구 질문과 분석방법
	(1) 면담 구성
	(2) 면담 내용분석 방법


	제 3 절 연구 결과
	1.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
	2. 부정적 감정과 대처 전략
	3. 반추
	4. 소비 반응
	5. 서비스 회복
	6. 추가 분석


	제 4 장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제 1 절 가설 설정 및 연구모델
	1. 가설 도출
	2. 연구모델 제안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1) 시나리오 구성
	(2) 설문 문항 구성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2) 분석 방법


	제 3 절 연구모델 1: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반추
	1. 측정모델 평가
	2. 구조모델 평가
	3. 가설 검증 결과
	4.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에 따른 차이
	(1) 상황적 속성에 따른 조절 효과
	(2) 개인적 속성에 따른 조절 효과


	제 4 절 연구모델 2: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과 반추
	1. 측정모델 평가
	2. 구조모델 평가
	3. 가설 검증 결과
	4.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에 따른 차이
	(1) 상황적 속성에 따른 조절 효과
	(2) 개인적 속성에 따른 조절 효과

	5.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전과 후의 변화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및 자료]
	[국외 문헌 및 자료]

	부 록
	Abstract


<startpage>16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제 1 절 소비자의 인지 평가 과정 9
  1. 평가 이론 10
  2. 1차 평가와 부정적 감정 13
  3. 2차 평가와 대처전략 15
  4. 소비자의 대처전략 17
 제 2 절 부정적 감정과 반추 20
  1. 부정적 감정 20
  2. 반추 23
 제 3 절 소비자 반응 27
  1. 불만족 27
  2. 관계지속의도 30
 제 4 절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34
  1. 서비스 실패와 서비스 회복 34
  2. 서비스 회복 만족과 소비자 반응 37
 제 5 절 서비스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0
  1. 상황적 속성 40
   (1) 서비스 실패 유형 40
   (2) 브랜드 자산 43
  2. 개인적 속성 45
   (1) 감성지능 45
제 3 장 모바일 패션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과 반추에 관한 연구  49
 제 1 절 연구 문제 및 연구모델 49
  1. 연구 방법 사용의 타당도 49
  2. 연구 문제 설정 5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52
  1. 연구조사방법 52
   (1) 면담 조사 대상자 선정 53
   (2) 면담 조사 진행 내용 56
  2. 연구 질문과 분석방법 57
   (1) 면담 구성 57
   (2) 면담 내용분석 방법 60
 제 3 절 연구 결과 61
  1. 패션 제품 모바일 쇼핑 서비스 실패 경험 61
  2. 부정적 감정과 대처 전략 65
  3. 반추 69
  4. 소비 반응 73
  5. 서비스 회복 75
  6. 추가 분석 78
제 4 장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의 효과에 관한 연구 80
 제 1 절 가설 설정 및 연구모델 80
  1. 가설 도출 80
  2. 연구모델 제안 87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90
  1. 측정도구 91
   (1) 시나리오 구성 91
   (2) 설문 문항 구성 96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06
   (1)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106
   (2) 분석 방법 111
 제 3 절 연구모델 1: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반추 113
  1. 측정모델 평가 113
  2. 구조모델 평가 118
  3. 가설 검증 결과 122
  4.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에 따른 차이 124
   (1) 상황적 속성에 따른 조절 효과 125
   (2) 개인적 속성에 따른 조절 효과 136
 제 4 절 연구모델 2: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과 반추 144
  1. 측정모델 평가 144
  2. 구조모델 평가 148
  3. 가설 검증 결과 150
  4. 상황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에 따른 차이 151
   (1) 상황적 속성에 따른 조절 효과 151
   (2) 개인적 속성에 따른 조절 효과 161
  5. 리테일러의 서비스 회복 전과 후의 변화 166
제 5 장 결    론 168
 제 1 절 요약 및 결론 168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76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180
참 고 문 헌 182
 [국내 문헌 및 자료] 182
 [국외 문헌 및 자료] 183
부 록 209
Abstract 224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