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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보와 제품이 충족을 넘어 풍만해지면서, 취득이 아닌 '고르는 일'이 중요
해지고 있다. 소망하는 것을 고르는 '선택'이 이처럼 중요하지만, 동시에 번거
롭고 까다로운 일이 된 것은 유사한 상품들의 범람에 기인한다. 다양성이 제
공하는 매력이 강력하고 긍정적이지만, 과부하가 되면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다양성에 대한 역설(the paradox of large assortment), 그리고 선
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택과부하'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이에 대
처하는 소비자의 '휴리스틱'을 파악함으로써 제한된 합리성하의 소비자의사결
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하여 선택과부하와
휴리스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구매의사결정에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휴리스틱들을 총칭하여
'소비자 휴리스틱'이라 명명하였다.
소비자 휴리스틱은 무엇보다 선택과업이 반복되고, 선택결과에 대한 즉각적
인 피드백이 주어지는 저관여 반복구매의 일상적 의사결정 품목에서 선명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택정보를 축적하고, 축적시킨 정보를 경험에 반
영하는 '학습'에 의한 '소비자 휴리스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각 개별조사는 각각
의 연구방법과 연구목표를 갖는다.
첫째, 일차 소비자조사는 실험설계 소비자조사로 이루어졌다. 대안 과부하
환경(대안 과부하와 시간제약)이 소비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선택속성(품질, 가격, 브랜드, 디자인)의 중요도인지 변화와 정보인
지(최고가격, 최저가격, 단위당가격, 브랜드)의 정확성, 정보탐색의 정도를 측
정하였다. 두 번째 조사는 심층면접과 동반쇼핑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의 요소를 발견하였다. 특히,
'중심현상'의 해결을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24가지의 소비자 휴리스
틱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범주화하여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다. '중
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으로 개인적, 사회적, 진화적 학습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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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도 주요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후 정성적 연구의 결과가 어느 정도의 강
도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소비자 휴리스틱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했으며,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 및 선택에 미치는 환경요인(제품
차별성부재 인식, 제품탐색 과부하경험), 개인요인(심리성향, 학습), 제품요인
(제품선택속성)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련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얻은 결과와 결론을 정리하였다.
첫째, 선택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의사결정의 모습은 변화함을 확인하
였다. 설정한 대안 과부하와 시간제약의 환경에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선택속
성의 중요도인지, 정보탐색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브랜드' 속성은
대안 과부하와 시간제약의 설정환경과 무관하게, 유일하게 선택속성의 중요도
인지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 속성이었다. 반면, '가격'과 '품질'은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디자인'은 구매접점의 순간에 중요도인
지가 상승하는 선택속성으로 나타났다.
구매상황에서 소비자의 최종선택이 순간적인 판단, 직관적인 사고에 의존한
'결정적 속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였다. 또한 대안
과부하의 상황은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다 소모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만일 대안 과부하의 상황에 시간제약이 주어지면 소비자는 선택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택환경에 따라서 소비자가 적응적으로 대
응하고 있을 가능성과 함께, 선택속성의 정보가 선택의 '단서'로서 소비자선택
에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어떤 속성에 소비자가 보다 비중을 두는
가에 대한 정교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둘째,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중심현상'과 '핵심범주'를 발견하였
으며, 일상적 구매의사결정의 '소비자 휴리스틱'을 도출하고, 일곱 개의 범주
로 정리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중심현상'은 "선택
피로감 탈피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이었으며, 중심현상을 어떻게 다루어 나
가고 있는가에 대한 '핵심범주'는 "반복된 경험학습으로 얻은 휴리스틱을 통해
합당한 선택을 도모하는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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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일곱 가지 범주의 소비자 휴리스틱은 가격/시간 타협전략, 선별적정
보 활용전략, 차별적경로 개발전략, 경험/브랜드 신뢰전략, 익숙함 유지전략,
새로움 추구전략, 시기포착 기회전략이었다. 이들 소비자 휴리스틱은 불필요
한 정보나 대안들의 비교를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넓게 보면, 기존 휴리스틱의
'제거 휴리스틱'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었다. 가격/시간 타협전략이나,
선별적정보 활용전략, 차별적경로 개발전략은 한정된 정보와 차별화된 선택채
널을 고수하는 경향으로 '하나의 이유에 근거한 휴리스틱'이라고 볼 수 있다.
브랜드/경험 신뢰전략이나 익숙함 유지전략은 인지하는 것에 보다 우위를 두
는 '인지 휴리스틱'에 해당했고, 새로움 추구전략이나 시기포착의 기회전략은
'만족화 휴리스틱'에 가까웠다.
대부분 하나의 '단서'에 의존하거나 다른 대안들의 비교를 배제시키는 전략
들이었는데, 이는 소비자정보제공 방식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다
소비자친화적일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찾아서 어렵게 구하는 정보
가 아니라,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
별적인 정보가 있어야 할 필요를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소비자가
찾아야 하는 정보를 펼쳐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찾아오는 정보
가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추리고 거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향후 경쟁력 제
고의 발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도출된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와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개수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소비자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소비
자는 평균적으로 약 열한 개의 전략을 자신의 주요 전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해석하면, 소비자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도구상자'에 평
균적으로 약 열한 개 정도의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황에 적절하게, 상품
에 적합하게 필요한 전략을 꺼내어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제한된 처리 능력을 지닌 개인들이 복잡한 의사결정 과업에 대처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단순화방법 즉, 휴리스틱을 의사결정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적응적 의사결정자(Payne et al., 1993)의 모습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70% 이상의 사용정도를 보이는 전략은 '브랜드 믿음'(7.08/10)과 '구매 후
경험'(7.03/10)에 의존하는 신뢰전략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브랜드 및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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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탐색의 부족으로 인한 손실을 가장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
공하는 대체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전략은 이미 대부분의 소비
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기에, 선택과부하의 환경이라는
자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소비자 휴리스틱은 아닐 수 있었다.
반면, 최저가격 전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용빈도를 나타냈는데, 특
히, 최저가격 전략은 제품차별성부재 인식 이외에 심리성향이나 학습의 수준
어느 것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전략으로 조사되었다. 최저가격
전략이 경험이나 개인적 성향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보편적인 선택전략
임을 말해줌과 동시에, 나머지 전략들이 선택과부하의 환경과 학습된 특정 단
서에 의존하는 소비자 휴리스틱임을 대비해주는 결과라고도 하겠다.
넷째,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와 사용개수에는 환경요인이 모두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개인요인의 영향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즉, 제품차별성부재
인식과 제품탐색 중의 과부하경험 인식이 높은 집단이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
용정도가 높고,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개수도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개인요인 중 극대화추구 성향은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와 사
용개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개인적 학습은 사용개수에 유의한 영
향이 없었다. 이는 휴리스틱이 일정 정보를 소음으로 취급하고, 만족화를 추
구하는, 즉, 시간가치추구에 보다 의미를 두는 의사결정의 단순화 방법임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소비자 휴리스틱의 개별전략 사용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심리성향'인 극대화
추구, 시간가치추구 성향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극대화
추구 성향이 높은 집단은 특히, '브랜드 믿음'의 신뢰전략을 가장 유의하게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소비가 극대화추구자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선택속성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시간가치추구 성향은 소비자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
사된 상위 네 개의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을 제외한 전략에서, 시간가치추구
성향이 높은 집단이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소비자 휴리스틱의 추구가 시간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즉, '휴리스틱'이 특정 소수의 단서에 의존해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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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을 단순화시키는 특성이 있지만, 이는 무작위의 추측이 아닌, 시간가치
를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전략임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선택
과부하 상황에서 '소비자 휴리스틱'이 설령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진언하
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의사결정을 단순화시키고, 소비자의 시간절약 목표에
부합하는 간결한 의사결정 전략이라고 확언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대부분의 소비자 휴리스틱 개별전략 사용에 있어서 '학습'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에 통제가 필요함을 자각하고, 정보필터
링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는 개인적 학습은 '습관' '기분' '사재기' 전략을 제
외하고 나머지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집단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주변인
이나 대중매체, 모방을 통한 사회적 학습은 '습관', '관성'을 제외한 전략에서
영향을 주었다. '습관'이나 '관성'이 비교적 지속적 구매를 유도하는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전략임을 감안할 때, 외부적 자극으로 인한 사회적 학습의 영
향을 덜 받았을 것으로 짐작한다. 진화적 학습은 최저가격을 제외한 모든 전
략의 사용에서 집단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택의 기준
이 변화하고, 정보탐색의 모습이 변화함을 자각하는 것은 선택전략의 사용에 있
어서 변화를 수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선택경험의 학습을 통한 피드백이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을 증
폭시키는 결과는 곧, 소비자가 휴리스틱이 요구되는 선택과부하의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선택을 행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학
습에 의해서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갖는 의미는 의사결
정의 모습이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다는 점과, 또 그 과정이 고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에 의사결정의 적응적 측면을 논하기에 충분한 근
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이 '학습'의 산실로
서, 비합리적, 편향적이기 보다는 의사결정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겠다.
여섯째, 소비자의 제품선택속성의 인지에 따라서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선택
에 패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설계 조사연구의 결과, 대안의 수와 시간
제약의 유무에 따라서 소비자의사결정에서 제품선택속성의 중요도인지는 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소비자가 인지하는 제품선택속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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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전략에는 유사한 패턴이 존재하였다. 품질에 대한 비
교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인지하는 신선식품은 특정채널을 개발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저장식품은 주변인의 추천이나 정보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기꺼이 구입하지는 않게 되지만, 신뢰가 요구되는 간편식품이나 인스턴트식
품은 '브랜드 믿음' 전략을 선호했으며, 기호식품 속성이 있는 인스턴트식품의
경우 인지브랜드 내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선택적 다양성'을 추구하기도 하
였다. 반면, 품질, 브랜드, 신선도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인지가 낮은 기
능적소모품의 경우 세일이나 행사시기를 이용하는 기회전략을 선택했고, 상대
적으로 품질의 비교가 다소 가능한 개인위생용품은 경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
하고, 그 후 사재기 전략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제품선택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에 따라서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선택에 있어 일정한 패턴
이 존재하는 것은, 반복된 경험의 학습과 자기반성의 과정이 담긴 지혜의 결
과라고도 할 수 있다. 소비자 휴리스틱이 환경에 부합하고 과거의 불필요한
정보를 버릴 줄 아는 강건함을 동시에 지닌, 정보에 입각한 직관적 사고에 기
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이유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함의를 실무적 차원에서 세 가지로 제언하
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첫째, 선택과부하 환경을 유발하는 제품
차별성부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투명하지 못한 가격유인 정책, 정보력을
상실한 제품표시 문제는 개선의 여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도 없이
시장의 복잡성을 키우는 상품들이 자연도태 될 수 있는 건강한 시장구조를 만
들어야 소비자의 선택이 수월해지고 선택의 활동이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투(me too)제품의 과도한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어느 정도의 차별성
을 담보로 한 제품의 시장진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고안이 필
요해 보인다.
본 연구결과, '항시세일'의 현상은 가격속성이 오히려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
용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되고 있었다. 이처럼 적정 가격에 혼란을 주는
기만적인 기업의 세일정책은 그야말로 휴리스틱을 오류나 편의로 이끌 수 있
는 부적절한 상태였다. 따라서 가격이 합당한 선택을 위한 하나의 단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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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작동하려면 가격정책의 투명성이 먼저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어 보인다. 이를 위해 최근 가격의 변동과 같은 전반적인 가격의 흐
름을 같이 제시할뿐만 아니라, 지속적 감시를 정례화하는 등의 다양한 실무적
접근을 통해서 시장의 혼란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난립하고 있는 표시들은 표준화된 체계와 위계를 갖는 정보로서 재
정비될 필요가 있었다. '표시'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보가 두드러
져야(salient)하고, 선택을 수월하게 도울 수 있는 비교정보이거나 차별적 정
보여야 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질 수 있는 제품의 중요 특성들에
대한 기준을 차등화해서 제시하거나, 보다 엄격한 잣대에 의해 제품 특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보완함으로써, 정보의 나열이 아닌, 정보의 선별을 고
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가격'과 '표시'가 제품속성을 나타내주는 소비
자선택 기준의 단서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소비자 휴리스틱을 구사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임이 연구에서 드러났다. 과잉성숙의 시장환경에서 소비자에
게 유용하고 적절한 '단서'를 지시적 또는 비지시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실무적 제안들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소비자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교
육적 제언을 추가할 수 있다. 고관여 일회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저관여 반복구매의 일상적 의사결정 연구가 부족했던 점은 지적되어 왔다. 따
라서 본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선택과부하의 시장환경에 대응하고 있는 소비
자의사결정의 이해를 통해 소비자교육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모색해 볼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타인이나 사회의 전문성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소양교육이 요구
된다. 개인이 모든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하여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러므로 대중의 지혜가 담긴 정보를 찾아서
활용하고, 그들 정보의 진위여부와 내게 합당한가의 여부를 식별할 줄 아는
안목이 오히려 요구되는 사회이다.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협력필
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등의 신조어들은 다수의 지혜가 개인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 중의 하나임을 제시하고 있기에, 소비자 교육 프로
그램 또한 이에 상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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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기대를 조절할 줄 아는 성숙함은 과잉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소양이라도 사료된다. 내가 가진 선택의 통제력을
일정부분 양도하고 위임하고,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스스로
자신을 제약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노력이 선택의 피로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선택의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방편이 될
것이라 믿는다.
셋째, '시간'자원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숙고하고, '소비자 휴리스틱'이 이에
기여하는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가 있다. 선택과부하
환경은 가장 희소한 자원인 소비자의 시간을 소모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작 중
요한 곳에 쓰여야 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모양이 된다. 현대 사회에 전염
하고 있는 우울, 불행, 분노 등에 이러한 소비자의 조급함과 걱정이 숨어있지
않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약이 있는 선택은 오히려 삶에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는 선택을 하는 규칙, 기준 그리고 규범을 제공해야 할 도의가 있
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매번 힘든 결정을 내릴 필요를 덜어줌으로써 사회전
체의 선(善)인 시간자원이 절약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선택과부하 환경에
대응하여 간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비자 휴리스틱을 사
용하여 '정보'에 입각한 나름의 합당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
스로의 선택을 되돌아 볼 여유도 없었고, 또 그다지 높은 평가를 부여하지 못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휴리스틱을 통해서 얻는 시간이 소중하기에 그
들의 선택전략 또한 가치가 있음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품목의 확대를 제안한다. 일상적 의사결정과 다르게 본격적,
제한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여행상품과 전자제품의 경우, 학습에 의한 또 다
른 소비자의사결정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빈번한 구입으로
인해서 신속함과 편리함을 우위에 두었던 본 연구품목과 달리 간헐적 선택을
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은 선택에 대한 '중심현상'부터 구매채널
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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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휴리스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기혼여성소비자에 국한된 한계가 있었기에, 남성소비자에
대한 동일한 맥락의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과정 중에 드러난 남성소비자는
여성소비자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에 반해서, 몇몇 카테고리에서 자신만의
특정 브랜드를 고집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구매 욕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소비자가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소
비자 휴리스틱' 파악은 여성소비자에 대비한 비교 결과를 제시할 수 있기에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 '모방', '습관', '관성'은 심리성향이나 소비자의 학습과
관련하여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본고는 이에 대한 깊은 해석이 부족했
기에, 독립된 연구주제로서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모방은 우선,
어휘의 부정적 이미지를 일별하고 중요한 '사회적 학습'으로서 선택과 관련하
여 소비자학적의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기에, 다양한 차원에서 모방의 모습을
탐구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습관'과 '관성'이 소비자
의 휴리스틱으로 모두 도출이 되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휴리스틱과 구분한
다. 습관이 무의식적 성향이 강한 반면, 휴리스틱은 의식적 성향이 있다고 보
며, 브랜드 충성도가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장기적인 지속적 구매를 유도하
는 반면, 관성은 단기적 충성도로 해석하기도 하다. 이들 전략은 소비자의사
결정에서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영역으로 풍성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소비자선택/ 소비자의사결정/ 구매의사결정
소비자 휴리스틱/ 선택과부하/ 근거이론

학번: 2007-3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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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제품의 다양함이 과다해지면서 소비자는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매
의사결정에서 느끼는 소비자의 피로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다양함을 추구하
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는 광범위한 선택지가 개인의 선택권을 한층 보장해
준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애매하고 불분명한 차별성을
보이는 상품들 속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합당한 상품을 골라야 하는
'선택'의 문제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소비자는 선
택을 위해서 불필요한 대안들을 걸러내는 선택의 지혜가 필요해졌다.
일찍이 Toffler(1971)가 대안의 부족이 아닌, 대안의 과잉으로 인해서 고통
받을 수 있음을 예견한대로, 소비자는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선택과부하' 상
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소하게는 우유와 세탁세제, 청바지를
사는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주거지, 학교, 이민을 결정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택과부하의 상황은 현실에서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 Moon(2011)은 이처럼
소비자선택권이 지나치게 넓어진 시장을 '과잉성숙(hyper-maturity)'의 시
장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소비자는 증가하는 선택대안들로 인해서 고충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Schwartz, 2004).
소비자선택의 어려움이 논의되는 배경하에 최근, '단순함'의 필요성이 거론
되기도 한다1). 요지는 '선택대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수 있기에, 대안을 줄여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자는 것인데, 기업 시
각의 입장이다. 단적인 예로, 카테고리당 오직 여섯 개의 제품만을 보여주는
애플의 전략이나(chernev, 2011), 단순함을 넘어 심심하다고 할 정도의 구글
검색 프론트페이지를 생각할 수 있다.
단순함을 추구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달리 생각하면, 소비자의 인지적 어려
움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지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은 소비자의사결정
1) "단순함이

이긴다. 전쟁하듯 줄여라."조선일보, 2014.6.21. C1면.
"선택지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지갑'열지 않는다. 대안은?" www.news.donga.com
20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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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경제학적 접근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를 가중
시켰다. 그 결과, 많은 행동경제학적 의사결정 연구가 수행되었고, 소비자가
'휴리스틱'에 의존해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인지적
편의로 불리는 휴리스틱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알
아내게 되었다. 이러한 인지적 편의는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인지적 노력을 최
소한으로 기울이려 한다는 측면에서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로 이해
하기도 하고(Russo & Dosher, 1983), 소비자가 수고스러운 의사결정을 회피
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 또는 '본능적 무지
(instinctive ignorance)'로 해석하기도 한다(기업소비자정보, 2015).
이와 같은, 기업과 학계의 일련의 논의에 추가하고 싶은 것은 소비자가 선
택과정에서 스스로 추구하는 '단순함'에 대한 노력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불필
요한 대안들을 걸려내는 소비자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구매상황에서 의사
결정과정의 일정 부분을 생략하거나, 인지적 노력을 간소화시키는 소비자의 의
사결정 모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정 정보를 아예 무시하고 하나의 이유나
근거, 또는 인지하는 특정 단서에만 의존해서 선택을 함으로써 구매의사결정을
수월하게 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이와 같은 소비자의 휴리스틱을 일컬어서 '구매
휴리스틱(purchasing heuristic; 심선영, 2012)', 또는 '선택 휴리스틱(choice
heuristic; 임종원‧김재일‧홍성태‧이유재, 2007)'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들 논
의는 구매맥락에서의 휴리스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정립한 것이 분명하지
만, 구매상황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휴리
스틱의 제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이러한 휴리스틱을 총칭하여 '소
비자 휴리스틱(consumer heuristic)'이라고 명명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소비
자 휴리스틱의 종류를 도출하고자 한다. 소비자가 소수의 선택전략을 사용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휴리스틱을 의사결정의 방편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판단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다수의 전략들을 자신의 도
구상자(adaptive toolbox)에 지니면서, 필요한 상황에 요구되는 적절한 도구
를 꺼내어 쓴다는 개념(Gigerenzer, 1999)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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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논의의 토대하에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집합'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 휴리스틱의 '도구상자'를 발견하려
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 휴리스틱을 탐구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소비자의사결정
과정을 맥락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동
일한 선택결과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지만 동일한 모습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소비자 휴리스틱의 형성 배경을 발견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과정을 내부자적 관점(emic)에
서 파악한 후, 정량적 연구를 통해 정성적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을 병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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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선택과부하 상황의 소비자 휴리스틱을 심도 있게 탐구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목표를 갖는다. 첫째, 소비자의사결정 모습이 선택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둘째, 선택과부하 상황의 소비자의사결
정 패러다임 모형 도출을 통해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유형을 발견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함으로써 제한된 합리성하의 소비자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
장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최적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소비자가
어떤 유형의 소비자 휴리스틱을 사용하는지 탐색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
경요인, 개인요인, 제품선택속성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휴리스틱이 주먹구구식의 비체계적 습득이 아닌, 경험의
피드백을 통한 선택전략임을 보임으로써, 의사결정에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하
는 휴리스틱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 휴리스틱이 경험에
기반한 개인적, 사회적, 진화적 학습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보에 입각한
직관'(Iyenger, 2010)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인지제약 하에서 합당한 의사결
정을 모색하는 소비자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더불어, 저관여 반복구매에서의
휴리스틱 연구가 '학습'과 그로인한 적응성을 파악할 수 있기에 그 의의가 크
다는(하영원, 2012) 점에 입각한 접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휴리스틱을
본래의 어원대로(heutiskein) 충실하게 해석하여2), 인지적 편의의 관점이 아
닌 탐색을 이끄는 유익한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기존연구에서 미흡했
던 구매맥락에서 소비자의 휴리스틱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고
자 시도하였다.

2)

'체험적인' '찾거나 발견하게 하는 것을 돕는'이라는 의미(Todd & Gigerenz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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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절차 및 논문의 구성
연구목적에서 제기한 소기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세 단계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첫째, 대안의 과부하와 시간제약의 유무라는 선택환경의 변화가 소
비자의사결정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의사결정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가능성을 진단하는 차원으로써, 제품선
택속성의 중요도인지 변화, 정보인지의 정확성 차이, 정보탐색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맥락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을 통하여,
저관여, 반복구매 상품의 일상적 의사결정에서 '소비자 휴리스틱' 패러다임 모
형을 도출하였다. 심층면접과 동반쇼핑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근거이론
접근을 통해 '중심현상'과 '핵심범주'를 발견하였으며, 이와 상호관련이 있는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을 파악하였다. 무엇보다,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
및 선택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중재적 조건'을 발견하려는
것은 패러다임 모형 도출의 주요한 목적이기도 하였다.
셋째, 근거이론을 통해 도출된 소비자 휴리스틱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
비자조사를 통하여 검증함으로써 도출된 소비자 휴리스틱 개별전략들의 특징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환경요인, 개인요인, 제품선택속성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토대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1장
에서는 문제 제기와 함께 연구의 목적, 의의를 서술하고, 2장에서는 본 연구
의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며,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세 가지의 연구
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각개의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4장의 1절에서는 실험
설계 소비자조사를 통한 연구결과를 기술하고, 2절에서는 근거이론에 입각하
여 도출된 소비자 휴리스틱 패러다임 모형의 요소를 설명하며, 3절에서는 환
경요인과 개인요인, 그리고 제품선택속성요인에 따른 휴리스틱의 사용과 전략
별 선택의 패턴을 정리한다. 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기술
하면서, 연구의 함의를 실무적 차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차원으로 나누어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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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변화하는 선택환경에 대응하는 소비자의사결정의 한 단면으로, 휴리스틱과
관련한 소비자선택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
비자 휴리스틱 사용의 배경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선택과부하 관련 연구의 흐름
과 주요 연구의 내용을 살펴본다. 둘째, 구매맥락에서의 '소비자 휴리스틱' 개
념을 정립하고, 선택과부하의 구매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존 휴리스틱의
종류를 살펴본다. 셋째, 소비자 휴리스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의 영향요인으로 알려진 환경요인, 개인요인, 제품선택속성요
인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근거이론에 대한 고찰과 함께, 소비자학 분야에서
의 근거이론 적용 연구를 살펴본다.

제 1 절 선택과부하
본 절에서는 과부하에 대한 문제인식을 전제로, 선택과부하의 개념을 알아
보고, 관련연구를 주요 논지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봄으로써, 소비자 선택환경
으로서의 선택과부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소비자선택과 과부하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보와 대안의 양이 급속히 많아지면서, 소비자는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Barry Schwartz, 2004; Chernev, 2011; Iyengar
& Lepper, 2000). 최선의 대안을 찾아 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사실
이 선택의 매력이라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과연 현실에서 소비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과부하(overload)'는 규정량을 초과하는 부담으로, 지나치게 많은 자극이
주어지는 경우를 일컫는데, 1970년대 이후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정보
과부하는 과부하의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기간에 과도한 양
의 정보가 주어지면, 이는 오히려 의사결정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Jacoby, Speller & Kohn,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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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부하'를 정보과부하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Jacoby et al., 1974), 이는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더욱 많은 인
지적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Mogiliner, Rudnick & Iyengar, 2008;
Mitchell & Papavassiliou, 1999). 즉, 주어진 시간 안에 정보를 수용하고 처
리하는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로서(Miller, 1956), 소비자의
의사결정 정보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제한된 합리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Simon, 1959).
정보의 양뿐만이 아니라 증가하는 제품의 수가 인지 과부하와 소비자혼란을
일으켜서 스트레스와 좌절 그리고 차선의 선택을 낳게 하고 있다는(Mitchell
& Papavassiliou, 1999) 선택과부하의 개념은 소비자 혼란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선택과부하에 의한 혼란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
(Sproles & Kendall, 1986)이라고 했는데, Sproles와 Kendall(1986)은 의사결
정에서 정신적 특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스타일의 특성을 '여덟 가지 요소모델
(eight factor model)'로 제시하면서, 그 중 일곱 번째로 선택과부하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언급했다. 즉, 정보뿐만이 아니라, 제품, 브랜드, 상점 등의
확산에 의한 선택과부하를 언급했다.
마찬가지로 Mitchell과 Papavassiliou(1999) 또한 각각의 브랜드에 수반된
정보뿐만이 아니라, 증가하는 제품의 수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을 언급하며, 혼란을 유도하는 가격, 프로모션, 광고문구, 유사품 등 다양한
원인을 열거했다. 특히, 제품과 상점의 과부하를 지적하면서, '선택대안'의 과
부하에 의한 소비자혼란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러한 과부하는 외부
환경의 자극을 선택하고 해석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감정적 상태로서,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지각된 자극의 강도는 지속적으로 소비자혼란과 소비자피로
의 증후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Schwartz, 2004).
혼란에 관한 대응으로 혼란감소전략이 연구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
념인 선택과부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는 없다. 하지만
혼란감소전략(confusion reduction strategy)의 개념을 여섯 가지로 정립한
Mitchell과 Papavassiliou(1999)의 연구에서 '선택집합의 축소' 전략은 선택과
부하에 대응하는 휴리스틱의 단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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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선택대안의 평가노력을 줄이기 위하여 대안의 집합(set)을 좁히는 것
이 '선택과부하'와 '정보과부하'를 줄이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제품을 선택하거나, 소위 경
험이 풍부한 소비자가 경험에서 나온 지식을 정보처리 과정에 적용하는 전략
을 행사한다고 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습득된 정보는 관련된 범주의 탐색
범위를 제한하는 '단순화'의 단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혼란과 관련된 결과는 추가적인 정보탐색 이외에는 구체적
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혼란감소전략으로 이어져서 특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남유진‧김경자, 2014).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대안 과부하의 상황에 이미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 학습된 과부하 인
지가 있을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휴리스틱을 통한 구매전략으로 바로 이어지
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밝혀내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가 스스로
의 의사결정과정을 자연스럽게 되돌아보고 구술하는 연구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선택과부하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선택과부하의 개념 및 문제인식의 등장
대안의 과부하에 초점을 둔 연구가 2000년도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
지만, 이를 언급하는 용어에는 학자들마다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
으로 'choice overload'(Iyengar & Lepper 2000; Mogliner et al., 2007;
Haynes, 2009)가 주로 사용되었고, 이것이 국내 번역가들에 의해서는 '선택
과부하'로 용어가 통일된

듯 하다(Schwartz,

2004,

형선호 역,

p.12;

Iyengar, 2010, 오혜경 역, p.330; Sunstein, 2013, 장경덕 역, p.244;
Levitin, 2015, 김성훈 역, pp.28~32). 한편, 대중매체에서 논의되는 선택과부
하의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너무 많은 선택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3).
'선택지'는 영어로 번역하면, 'choice alternative' 즉, '선택대안'과 동의어이
기에, 선택대안과부하와 선택과부하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2030세상보기] 대형마트에 간 신혼부부의 불안" www.hankookilbo.com 2015.9.23.
"너무 많은 선택지는 독..소비자는 간단한 걸 원한다" 조선일보, 2014.7.26. C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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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연구라고 할 수 있는 Settle과 Golden(1974)는 'overchoic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Toffler(1971)가 그의 저서에서 언급한 용어와 같
다. 이와 함께, 'overwhelming alternatives'(Brasel, 2004), 'overchoice
effect'(Gourville & Soman, 2005) 또는 'too much choice'

(Fasolo et al.,

2007; Gingras, 2003; Scheibehenne, 2009) 등의 용어로도 언급이 되었다.
앞서 언급된 연구에서 제시하는 선택과부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증가하는 선택대안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부정적 감정들을 총칭하고 있다
고 보면 가장 무난할 듯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택과부하의 개념유도를 시
도하기도 했는데(박지우‧여정성, 2014) 연구결과, '유사제품의 과다로 인해 겪게
되는 부정적 감정을 동반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냈다. 이는
선택 제품이나 선택과정에 대한 만족의 감소, 후회의 증가 (Gingras, 2003;
Reutakaja & Hogarth, 2009) 또는 선택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구매 연기, 포기
(Iyengar & Lepper, 2000; Dhar, 1997) 등의 과부하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
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사실, 선택과부하의 문제의식은 다양성에 대한 시각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Quelch와 Kenny(1994)는 소비자 재화와 서비스 대부분의 카테
고리에서 전례 없는 비율로 제품 확산(proliferation)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
하면서, 이러한 제품의 확산이 고객의 수요가 아닌 존재하는 생산라인에서의
미미한 변화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기업의 욕구에 의해서 유
도된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기업이 제품 확산의 유혹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
는 일곱 가지 함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고객 세분화(낮은 비용, 저위험으로 다양한 고객욕구 만족), 고객 욕구
(브랜드 교체 없이 충성도를 유지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찾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 가격 폭(가격을 높거나 낮게 형성함으로써 프리미엄 또는 저가제품 등
장), 초과 생산능력의 활용, 단기적 이익(적은 위험으로 빠른 보상), 경쟁력 강
화(한정된 소매환경에서 브랜드 통제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단기적 경쟁 수단),
유통압력(다양한 소매 채널의 증가는 다양한 상품라인을 요구) 등이 기업들을
제품확산으로 유혹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응한 충고를 기업들에게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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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과부하 현황을 Fielding(1994)는 자세하게 거론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75가지의 칫솔, 240여 가지의 샴푸와 347개의 나이키 운동화 등을 언
급하며 쇼핑을 위한 선택이 정상적인 궤도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처럼 시장이 경쟁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수반되는 결과가 의도치 않게, 유사품
으로 넘치고 있다는 주장은 Moon(2011)의 시각과 흡사하다. 과부하의 상황은
국내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내 대형마트 중 매장 및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의 우유 판매 상품 수를 인터넷 홈페이지를4) 통해 조사한 결과, 우
유의 경우 E사는 132개, L사는 121개, H사는 142개를 판매하고 있었다
(2014/04/15 기준). 가전제품(TV)의 경우에도 제조사 L사에서는 총 155개의
상품이, 제조사 S사에서는 총 117개의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다5).
이처럼 기업이 엄청난 양의 선택대안들을 소비자에게 퍼붓는 것은 낮은 가
격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진 현대기술의 발전이라고
(Joseph, Peppers & Rogers, 1995)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기
업들의 역할은 선택대안을 쏟아 붓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소비자를 위한 상
품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2) 선택과부하 관련 논의의 전개
1990년 중‧후반에는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통찰을 시도하는 연구
(Lehmann, 1998; Fielding, 1994; Quelch & Kenny, 1994)들이 선택과부하
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게 하였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의 연구들은 실질적
다양성, 진정한 다양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슈와 함께 어느 정도까지가 진
정한 다양성이며 사회적으로 유익한가에 대한 흥미로운 이슈를 제공하기에 충
분했다(Lehmann, 1998).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선택과부하로 인한 인지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연구가 이어지면서(Gingras, 2004; Chernev, 2003, 2011 Brasel, 2004) 과
도한 대안의 수가 만족, 불만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방면으로 측정하고
자 하였다. 결국, 증가된 선택은 증가된 기회이기 보다는 증가하는 불행을 초

4) (http://emart.ssg.com)/(http://lottemart.com)/(http://homeplus.co.kr)
5) http://www.lge.co.kr, http://www.samsung.com(2014/04/1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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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Schwartz, 2004)하는 것으로, 선택에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행복,
낙관주의, 자기평가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Schwartz, Ward, Monterosso,
Lyubomirsky, White & Lehman, 2002)는 의미로 해석했다. 더구나 많은 대안

들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구매 가능성을 낮추고, 오히려 만족을 떨어뜨리기
에, 소비자는 의도적으로 구매를 포기하거나, 또는 가격과 같은 단지 몇 가지
의 기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Markus, Kotouc & Wagner, 2006).
이후 2010년을 전후로 하여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선택과부하로 인한 부정
적 효과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Scheibehenne & Todd, 2009) 대안의 집합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즉,
대안집합의 구성에 따라서 선택과부하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역
점(Chernev, 2011; Mogilner, Rudnick & Iyengar, 2008; Townsend &
Barbara, 2014)을 두었다.
<표 2-1> 선택과부하 관련 연구의 흐름
시기 및 내용

주요 연구
‧ Quelch, A. John & Kenny, David(1994)

(1990년대)

‧ Joseph, B. Pine, Peppers, Don & Rogers, Martha(1995)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 Kahn, E. Barbara(1995)

시각 제시

‧ Dhar Ravi(1997)
‧ Lehmann, R. Donald(1998)
‧ Iyengar, S. Sheena & Lepper, R. Mark(2000)

(2000년대)
선택과부하로 인한

‧ Gingras, Isabelle(2003)

인지적 어려움에 초점

‧ Haynes, A. Graeme(2009)

‧ Schwartz, Barry(2004)
‧ Reutakaja, Elena & Hogarth, M. Robin(2009)
‧ Gourville T. John & Soman Dilip(2005)
‧ Mogilner, Cassie, Rudnick, Tamar & Iyengar Sheena(2008)

(2010년 전‧후)
선택과부하의 다양한

‧ Scheibehenne, Benjamin & Todd, M. Peter(2009)

조절변수에 초점

‧ Chernev, Alexander(2011)

‧ Greifender R., Scheibehenne B. & Kleber N.(2010)
‧ Spassove Gerri & Isen M. Alice(2013)
‧ Townsend, Claudia & Kahn, E. Barbar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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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은 선택과부하 관련 연구의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선택과부하 관련 연구로 알려진
Iyengar와 Lepper(2000)의 연구에서 이들은 여섯 개의 선택대안과 그보다 광
범위한 대안으로 열네 개에서 삼십 개의 선택대안들을 접한 참가자들의 만족
과 선택을 세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비록 광범위한 선택
대안들이 초기에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종국에는 선택의욕을 꺾게 됨
(demotivation)을 밝혀냈다. 또한 선택이나 대안의 평가, 정보의 통합들이 참가
자들이 다룰 수 있는 대안의 수에 명백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안의 수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주어지는 시간제약이나 제시된 대안의
품질, 정보의 묘사 방법 등 선택과부하와 관련한 다양한 조절변수들의 영향이
연구되고 있다. Haynes(2009)는 대안의 수를 3개와 10개로 구분하고, 시간설
정을 2분과 5분으로 달리하여, 선택과 관련한 어려움과 만족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안의 수가 많고 시간제약이 강한 그룹의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 어려움과 당혹감을 느끼고, 만족도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많은 수의 선택들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 단순한 범주화
(categorization)의 존재가 만족과 상관없이 익숙하지 않은 영역의 대안들 속
에서는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Mogilner et al., 2008).
한편, 제시되는 대안들의 묘사방법을 시각적 또는 서술적으로 달리 설정한
경우, 대안들이 많은 경우에는 시각적 정보제시 방법보다는 오히려 서술적 정
보제시 방법이 더 선택에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적 정보제시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소 다른 결과로서, Iyengar와
Lepper(2000)의 연구에 또 다른 통찰을 시사한다고 하고 있다. 즉, 만일
Iyengar와 Lepper(2000)의 '잼 실험' 연구에서 대안들이 서술적 묘사로 제시되
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Townsend & Kahn, 2014).
그런가 하면 Chernev(2011)은 선택에 대한 품질정보의 영향에 대해서 조
사하였다. 이를 위해 아홉 개의 스낵과 서른여덟 개의 스낵을 판매하는 두 개
의 소매점으로 구분하고, 한 그룹에게는 두 소매점 모두 품질이 우수하다는
정보를 주고,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두 소매점 모두 평균이하의 품질이라는
정보를 주었다. 그 결과, 품질이 높다는 정보를 받은 그룹이 품질이 낮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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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받은 그룹에 비해서 적은 수의 대안 소매점을 더 선호(40%)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더불어 선택 후 그들의 의사결정을 바꾸는 것으로 선택 자신감
을 측정한 결과, 비전문가는 적은 수의 대안이 제시된 경우, 그리고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폭 넓은 대안이 제시된 경우 보다 자신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얼마만큼의 대안이 적정한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대안이 충
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Reutskaja & Hogarth,
2009). 결국, 선택과부하는 대안의 수(Iyengar & Lepper, 2000; Haynes,
2009) 외에도 많은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정보의 제시형태(Townsend &
Kahn, 2014), 정보의 내용(Chernev, 2011) 정보에 대한 친숙도(Gingras,
2003; Chernve, 2011), 심리적(시간) 제약(Haynes, 2009) 그리고 상품의 범
주화 정도(Mogilner et al., 2008)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 -

제 2 절 구매의사결정에서의 소비자 휴리스틱
본 절에서는 휴리스틱 관련 연구의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소비자의사
결정에서의 '소비자 휴리스틱' 개념을 새롭게 논의해 본다. 이와 함께 소비자
의사결정에 사용이 될 수 있는 휴리스틱의 종류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소비자 휴리스틱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제한된 합리성하의 휴리스틱 연구
제한된 합리성은 행동경제학의 주요 개념인 '휴리스틱' 등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적(bounded)이고,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의해 제약(constrained)을 받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의 의사결정이 전통적인
의사결정이론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Abelson &
Levi, 1985; 이진용, 1994)하는 것은 행동경제학적 의사결정 이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이다.
사실, 인간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전제는 경제학적 분석의 핵심적인 부분이
기에(조영달, 1993), 의사결정자의 이론적 전제로서의 문제를 다룬 경제학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되었고, 모든 사회과학의 핵심과제였다(김난도, 2003).
하지만, 경제학적 접근이 모든 종류의 인간행동에 균등한 통찰력을 제공하지
는 못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더욱이 비경제적 변수들이 인간
행동의 많은 부분을 의미 있고, 심도 있게 이해한다는 행동경제학적 의사결정
시각이 등장하면서, 인간행동 이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강조하게 된다.
소비자행동 연구 분야에서 합리성에 근간한 경제학적 접근보다 심리적 요소
를 부각시키고, 어떠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묘사하는 기술
적 성격이 강한 행동경제학적 의사결정 이론은 이후 많은 주목을 받고, 그 연
구결과 또한 풍성해진다. 즉, 경제학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인간 행동을 심리
학이 일정부분 기술하면서, 인간의 비합리적 행위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
작했고, 전망이론을 비롯한 휴리스틱 연구들은 소비자의 합리적이지 못한 판
단과 선택의 편향을 적시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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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대한 연구분야 만큼이나 방대한 연구결과가 양산되는 관계로 무
분별한 나열의 형태로 존재하는 난립한 개념을 단순화하여 무질서하게 인용되
는 휴리스틱과 편향의 정의를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기도 한다(곽
승욱‧박종성, 2015). 이러한 차원에서 이들은 방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경제
적 의사결정은 휴리스틱과 편향, 그리고 감정의 역동적 상호관계 안에서 이루
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지난 10년(2000년~2009년)간 이루어진 소비자 행동분야의 행동경제학적 의
사결정과 관련한 연구동향을 정리한 이진용(2010)은 방대한 연구들을 정리하
여 전망이론 및 관련 분야, 휴리스틱과 편향, 선호의 구성 그리고 심리적 변
수의 네 영역으로 관련 연구주제를 분류하였다. 그는 연구의 분류에 덧붙여,
최근에는 '조절초점'이나 '해명의무감'과 같은 사회인지 분야의 심리적 변수의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통적인 휴리스틱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
발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휴리스틱과 편향의 연구는 의사결정이론
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핵심분야 이기에 행동경제학적 의사결정 분
야에서 이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가 계속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휴리스틱에 대한 연구로는6) 이용가능성, 대표성, 정박과
조정(닻내림)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배순영, 2008). 이들 전통적
인 휴리스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인지적, 정서적 편향에 집중되어 있다. 대
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은 어떤 집합에 속하는 한 가지
특성이 그 집합 전체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쉽게 간주해버리는 것으로 표본크
기 및 사전확률이 무시된다. 이용가능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또
한 실제의 사례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자의 해당 사례에
대한 인출 용이성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정박과 조정(anchoring and
adjustment)은 의사결정자가 알 수 있는 단서에 심리적으로 닻을 내려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적 의사결정 이론의
연구분야 중 가장 전통적이고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서 소비자
6)

'availability heuristic'은 가용성 휴리스틱, 이용가능성 휴리스틱
'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은 전형성휴리스틱, 대표성 휴리스틱
'anchoring and adjustment'은 정박과 조정, 초기값 설정과 조정 등으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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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휴리스틱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시각에 있어서는 편
향을 유발하는 관점이 아닌, 신속하고 간결한(fast & frugal) 의사결정이 가능
하도록 돕는 휴리스틱의 유용한 측면을(배순영, 2008)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2. 소비자 휴리스틱
1) 소비자 휴리스틱의 개념
소비자는 종종 모든 선택지를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비교한 뒤 결정하
기 보다는 직관적으로 빠르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처럼 직관적인 선택을
내릴 때 사용하는 것이 '휴리스틱'이다. 주어진 문제를 단순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의식적, 무의식적 행동법칙인 휴리스틱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선택상황에
서 의사결정자들이 이용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그래서 휴리스틱
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휴리스틱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
는 차선책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휴리스틱은 일정 정보를 무시한다는 바로 그 점에서 간결하다. 이
는 불필요한 정보를 소음으로 취급하고 끼어들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오히
려 의사결정의 강건함(robustness)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설명하기도
한다(Gigerenzer & Selten, 1999). 즉, 통계적 최적 과정, 최고의 해답을 찾는
것을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답을 찾는 것을 시도한다.
원래, 휴리스틱(heuristic)의 그리스 어원은 'heutiskein'으로 '찾아내거나
발견하는 것을 돕는(serving to find out or discover)'이라는 의미이다. 그
러나 1970년대 이후 휴리스틱이 심리학과 의사결정 연구에 등장하면서 또 다
른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종종 논리나 확률이론이 적용되어
야 하는 상황에 잘못 사용하게 되는 제한된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등장하게 되
는 것이다(Todd & Gigerenzer, 2000). 그러나 무한한 시간, 지식, 돈, 그리
고 자원들을 철저하게 갖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현실에서 인간이 실제로 어
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휴리스틱의 개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졌다.
사실, 휴리스틱의 부정적 이미지는 많은 연구들이 휴리스틱과 비합리적인 의
사결정의 상관관계에 치중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곽승욱‧박종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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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간의 비합리성 또한 인간행동 특성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고, 소비의 비합리적 성향 역시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등장(Khan & Dhar, 2006; 오민정‧김은
비‧박종철, 2012, 재인용)하면서 휴리스틱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도구임이 분명
해지고 있다.
이제, 소비자의 휴리스틱은 소비자를 이해하는 의사결정의 한 단면으로 자
리 잡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실전마케팅학
회 Yonsei, 2013). 소비자정책 또한 이러한 소비자의 편향을 이해하지 않고는
정책수립에 실패를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배순영, 2008). 따라서 휴리스
틱을 오류와 편의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의사결정의 유용한 도구로 취급하
고 있다(Gigerenzer & Selten, 1999; 공현희, 2014).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과업구조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하영원, 2000). 복잡한 현실
의 문제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이 선택안들의 내재적인 가치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수와 심리적 요인,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이러한 편
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적절한 휴리스틱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의사결정자
의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다시 말해, 과업과 환경의 구매맥락에 합당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유용한
의사결정 도구로서의 휴리스틱을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휴리스틱'이라고 지
칭한다. 얼핏 보기에 최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선택도 최적이 아닌 것으
로 단언할 수는 없으며, 의사결정과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시간적인 범
위를 고려하는 등 기준에 따라 최적성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이
진용, 1994). 따라서 비록, 소비자 휴리스틱이 정보 수집 및 처리, 성급한 분
석으로 경제학의 의미에서 최적의 결과를 낳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정보
와 대안의 홍수 속에서 인간의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유전적 제한을 고려할
때 재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유익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다(배
순영, 2008; 곽승욱‧박종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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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적 의사결정에서 소비자 휴리스틱 연구의 의의
휴리스틱의 긍정적 측면을 가장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은 과업이 반복
되면서 오류가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소비자의 일상적 의사결정이다.
이는 소비자가 인지적 정보처리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과업 조건
들 속에서 상당한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적응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
다는 행동경제학적 의사결정의 연구업적(Payne et al., 1993)에 바탕을 둔다.
휴리스틱이 오류와 편향이 아닌 의사결정의 긍정적 도구라는 관점은, '학습'이
가능한 '적응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합당하다.
소비자의사결정에서의 '적응성'은 "다양한 과업 조건들에 반응하는 개인들의
유연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유연성'은 의사결정자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Payne et al., 1993). 특히, 이러한 적응성(adaptivity)
은 일회성의 의사결정 과업보다는 의사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의사결정자가 얻
을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한 동적인 과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였다(하영
원, 2000). 여기서 '학습'은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판단이나 선택의 결과로 얻
어지는 정보를 포함하여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피드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
써, 기존의 지식이나 믿음을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했다. 결국, 이러한 적응성의 개념은 최적화가 곧
합리적이라는 등식을 탈피해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따질 수 있는 다른 기준을
모색해 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인간의 의사결정 행동 중에서
'적응성'이라는 개념은 '최적화'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
하게 한다고 하였다(하영원, 2012).
즉, 지속적으로 동일한 선택환경의 노출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학습, 진
화되어 다듬어진 신속하고 간결한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휴리스틱을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휴리스틱의 긍정적 모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선택환경은 저관여 반복구매의 일상적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토대하에, 일상적 의사결정 품목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의사결
정이 매우 단순화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반복적인 경험의 피드백을 받아서
편의가 아닌,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작동하는 휴리스틱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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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종원 외, 2007, pp.232~237을 바탕으로 구성]

<그림 2-1> 의사결정 유형과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
<그림 2-1>과 같이 저관여, 반복구매의 일상적 의사결정에서 휴리스틱 연
구가 갖는 의의는 '학습'과 그로인한 '적응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휴리스틱에 의한 편의(bias)의 연구가 일회적인 상황을 다루
고 있어서 반복시행을 통한 피드백의 효과를 알아낼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있다(하영원,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대
안의 과부하로 인지된 십여 가지의 일상적 의사결정 품목들을 중심으로 휴리
스틱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선택전략이 피드백이 주어지고, 과업이 반복되면
서 오히려 순기능으로 역할을(Horgarth, 1981; 하영원, 2000, 재인용)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소비자는 하루에 대략 70여 번의 선택 혹은 결정을 하는데, 복잡한 선택환
경에서 시간적 제약을 느끼는 현대의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에 뛰어
난 지식이 있지 않는 이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숙고하여 무언가를 선택하
기는 어렵고(실전마케팅학회 Yonsei, 2013), 더구나 일상적 의사결정인 경우
에는 더욱 정신자원을 최소한으로 쓰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 내
에 다수의 품목을 선택하는 일상적인 구매의사결정은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
는 휴리스틱의 긍정적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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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휴리스틱으로 유용한 휴리스틱의 종류
Payne 등(1988)은 모든 맥락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휴리스틱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면서, 의사결정자들이 합당하게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낮은 노력
을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상황적 요구에 맞는 선택 전략의 레퍼토리(repertories
of strategies)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노력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각각의 환경에 맞는 합당한 전략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의사결정자
들이 시간과 맥락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휴리스틱의 종류를 사용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상당히 명확한 '적응적 의사결정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Payne et al., 1988)고 평가되고 있다.
모든 과업과 맥락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휴리스틱은 존재하지 않고, 의사결
정자들이 다양한 휴리스틱 전략을 사용해서, 적은 노력으로 높은 정확성을 유
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함은 휴리스틱의 집합인 '적응적 도구상자(adaptive
toolbox)'를 주목하게 했다. '적응적 도구상자'는 '인간의 마음에 진화와 학습
으로 쌓여진 특화된 인지메커니즘의 집합'(Todd & Gigerenzer, 2003)으로,
기계공이 차량 수리를 위해 필요한 곳에 요구되는 특별한 도구를 꺼내듯이, 사
고의 영역도 경우에 맞는 특화된 도구를 요구한다는 개념이다(하영원, 2012).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대안의 수와 같은 과업의 복잡성은 인지부담을 가중시
킴으로써, 의사결정에서 이러한 휴리스틱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했다
(Payne et al., 1999).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는 휴리스틱의 종
류에는 인지휴리스틱, 하나의 이유에 근거한 휴리스틱, 제거휴리스틱, 만족화
휴리스틱 등이 대표적이다. 이 네 가지 휴리스틱은 신속하고 간결하게 의사결
정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단순 휴리스틱(simple heuristic)'이라고 명명하기
도 했다(Gigerenzer & Selten, 1999). <표 2-2>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도구상
자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휴리스틱의 종류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단순 휴리스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인지 휴리스틱, 하나의 이유에 근거한
휴리스틱, 제거 휴리스틱, 만족화 휴리스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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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소비자 휴리스틱으로 유용한 휴리스틱의 종류
휴리스틱(Heuristic)

정의(Definition)

인지 휴리스틱(recognition heuristic)
Goldstein & Gigerenzer, 2002

두 개의 대안 중 인식되는
대안을 더 높은 가치로 추론

하나의 이유에 근거한 휴리스틱
(one-reason heuristic)
Todd & Gigerenzer, 2003

하나의 단서에 의한 의사결정

제거 휴리스틱 (elimination heuristic)
Todd & Gigerenzer, 2003

대안을 제거하면서 좁혀가는 것

만족화 휴리스틱(satisficing heuristic)
Simon, 1955; Todd & Miller, 1999

순차적 탐색에서 기대수준을
초과하는 첫 번째 대안을 선택

능숙 휴리스틱(fluency heuristic)
Schooler & Hertwig, 2005

하나의 대안이 다른 대안보다 빠르게
인식되면 더 높은 가치로 추론

최고의 것 선택(take the best)
Gigerenzer & Goldstein, 1996

단서를 탐색(타당함의 순서), 차이가
생기는 지점에서 탐색을 멈추고 선택

누적 휴리스틱(tallying)
Dawes, 1979

가중치를 두지 않고, 단지 선호하는
단서의 수를 계산해 선택

1/N 휴리스틱(1/N equality heurisitic)
Demiguel et al., 2006

N개의 대안 각각에 자원을
동등하게 할당하는 것

디폴트 휴리스틱(default heuristic)
Johnson & Goldstein, 2003

default가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
아무것도 안 하면, 일이 자동으로 흐름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for-tat)
Alelrod, 1984

초기신뢰, 이후 상대의 행동을 따라서
신뢰유지 또는 응징의 전략

다수를 모방(imitate the majority)
Boyd & Richerson, 2005

동료 그룹 다수를 보고
그들의 행동을 모방

성공을 모방(imitate the successful)
Boyd & Richerson, 2005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을 찾고
그들의 행동을 모방

<출처: Todd & Gigerenzer, 2003/ Gigerenzer, 2008>

우선, 인지휴리스틱은 의사결정자가 하나의 대상에 대한 이름을 인식하고
나머지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 인식하는 대상을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
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 휴리스틱은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
었는데, 90% 이상의 사람이 인지 휴리스틱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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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질, 주식의 성과, 팀의 이길 확률과 같은 평가가 해당 브랜드, 주식,
스포츠 팀의 인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Todd & Gigerenzer, 2003).
이에 대한 또 다른 경험적 연구로 인구 십만이 넘는 독일 도시의 짝들 중에서
어느 도시가 더 크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미국 학생의 65%가 정답을 맞혔다
(Gigerenzer et al., 1999, pp.37-58).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우리가 상대
적으로 큰 도시를 작은 도시보다 더 많이 들어보았고, 그래서 인지휴리스틱을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Oppenheimer(2003)은 인간의 합리화가 얼마나 복잡한가를 재고하
고, 비평적인 눈으로 인지 휴리스틱을 바라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는 두 가
지 실험을 통해서 기존의 인지 휴리스틱에 대한 반박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자들은 도시를 알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가 크
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지식을 갖고 있음을 간과했음을 지적했다. 그래서 인지
하면서도 작다고 알려진 도시와 허구의 도시를 연결 지은 실험과, 크다고 알
려져 있지 않은 도시, 즉 도시들은 그 크기와 관계없는 이유로 알려져 있지
만, 참여자들이 그 크기를 알 것 같지 않은 도시들을 사용하여 동시에 실험을 진
행하였다.
두 실험결과, 인지 휴리스틱이 사용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결과가, 인지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
라, 인지 휴리스틱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짓기에는 성급할 수 있
음을 지적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넘어서 지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인지 휴리스틱이 환경에 비적응적인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휴리스틱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가 단순 인지 가용한 수준을 넘어서면, 인지 휴리스틱은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고, 하나의 단서에 의한 의사결정이 시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흔히 '백과사전식'(임종원 외, 2007), 또는 '사전편찬식'(안광호‧
곽준식, 2011) 이라고도 한다.7) 첫 번째 글자를 비교하고 그들이 동일하면 다
음 글자를 비교하는 알파벳 순서의 정열 방식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

7)

‘lexicographic heuristic’을 칭함에 있어 학자마다 용어가 다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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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하나의 단서를 고려하고, 단서의 가치가 양쪽이 동일하면 다음 단서를
비교 점검하고, 비교할 어떤 단서도 남아 있지 않으면 추론을 하게 되는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일컫는다.
한편, 특별히 광범위한 수의 대상이 카테고리나 평가 과업에 포함될 경우
에, 유용한 휴리스틱으로 '제거 휴리스틱'을 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속성을
결정하고 각 속성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안을 제거 하면서, 하나의 대
안이 남을 때까지 대안을 좁혀 나가는 방식이다. 반면, 대안들이 순차적으로
등장 할 경우에는 만족화 휴리스틱을 사용하는데, 주택이나 배우자를 찾는 경
우와 같이 기대수준이 정해지면 대안의 탐색이 기대수준과 상응하게 되는 순
간 탐색을 멈춘다는 것이다.
그 외, 가중치를 두지 않고 단지 선호하는 단서의 수를 계산하여 선택하는
'누적 휴리스틱', 디폴트로 고정화시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이 그냥 흘러
가게 두어 선택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디폴트 휴리스틱', 상대(제품)가 신뢰
를 주면 지속적 신뢰(선택)로 대응하지만, 상대(제품)가 신뢰를 저버리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선택포기)을 하게 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tit-for-tat)'
등도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휴리스틱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다
수를 모방하고, 성공을 모방하는 '모방 휴리스틱' 전략은 아마도 의도적, 비의
도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전략으로 예상된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하면, '모방'은 사회집단의 구성원들 사이
에 나타나는 의식적, 무의식적 행위를 지칭한다고 했다(Bently, Earls &
O’brien, 2011). 따라서 모방은 단순화를 추구하기 위한 긍정적 도구인 소비자

휴리스틱으로서 소비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논의된 휴리스틱의 종류들은 소비자가 의사결정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휴리스틱이다. 이들 휴리스틱은 이론적 개념 틀이 비교적 명확한데 반해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험적 사례나 구체적 실증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
이다. 특히, 소비자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언급된 휴리스틱의 경험적 사례는 찾
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논의된 휴리스틱의 이론적 개념을 바
탕으로, '소비자 휴리스틱'을 탐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언급된 이론의 적용가
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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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 및 선택의 영향요인
의사결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으로 Payne 등(1993)은 <그림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person), 문
제(problem),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을 언급했다. 이들 요인은 구매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개인요인, 제품요인, 환경요인(김상훈‧박계영‧박현정, 2007; 박
상준, 2014)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휴리스틱의 사용
및 선택과 관련한 본고의 이해를 위해, 구매의사결정의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
써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 및 선택의 영향요인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출처:Payne et al., 1993, p.4>

<그림 2-2> 상황적합 전략선택(contingent strategy selection)

1.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 및 선택에 미치는 환경요인
소비자의사결정에서 환경요인으로 주목하는 두 가지는 선택과부하의 상황과
시간제약이 있는 경우의 의사결정모습이다(Bettman, Luce & Payne, 1998;
Haynes, 2009; Wright, 1974). 본 절에서는 앞서 1절에서 살펴본 선택과부
하의 상황을 차치하고 시간제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Payne 등(1988)은
시간제약이 있는 환경을 잠재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의사결정 과업변수 중의
하나로 측정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과업의 복잡성을 조작하기 위해서 대안의
수, 속성의 수, 맥락변수(우월적 대안 존재 여부, 확률 분포)와 더불어 시간압
박을 네 가지 수준으로(전혀 없음/강한 압박/보통 압박/낮은 압박) 나누어서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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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환경에 대한 적응성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시간제약에 대응하는 세
가지 방법을 구별하였다. 우선, 시간제약에 따라서 의사결정 처리과정의 가속
(acceleration)에는 강한 적응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둘째, 만일 시간압박이
과정을 가속화하기에 지나치게 커지면, 개인들은 다음 단계인 가용한 정보의
부분집합에 초점을 맞추는 여과(filtration)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마
지막으로 시간제약이 극도로 심해지면, 사람들은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것
(avoidance)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간압박은 대안이 과도하게 제시되는 상황에 의해 심화되어 진
다. 소비자는 대안의 수가 적게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자신이 투자한 시
간보다 소요시간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대로 대안의 수가
많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소요시간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asolo et
al., 2009). 과부하 상황에서의 시간제약을 연구한 또 다른 연구로 Haynes
(2009)의 연구가 있다. 그는 시간설정에 따른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려움, 만
족, 후회 등을 측정하였다. 상대적으로 대안의 수가 많고 시간제약이 강한 그
룹의 참여자들이 다른 그룹의 참여자들에 비해서 의사결정에 더 큰 어려움과
당혹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압박이 커지면 긍정적 정보보다는 부정적 정보에 보다 의존하고(Wright,
1974), 평소 중요하게 생각했던 속성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주는 속성에 보다
의지하게 되기도 했다(Payne et al., 1988). 한편, 대안이 많고 시간압박이 존
재하는 경우, 동일 품목을 주기적으로 구입을 했던 소비자의 경우, 의사결정
의 어려움인 대안 과부하의 인지수준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도 했다(박지우‧여정성, 2014).
소비자의사결정에서 이러한 시간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방향이다. 시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성향의 측면에서 논할 때는 소비자가 선택의 상황에서
어떠한 정신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변수가 된다. 즉, 소비자
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간주하는 개인요인의 의사결정 영향요인이 된다. 반면,
시간의 제약이라는 압박감을 느끼는 인지로 측정이 되는 경우, 이는 의사결정
에서 소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환경요인이 된다. 실제 채널 선택의 영
향요인을 분석한 김상훈 등(2007)은 시간가치(편의추구) 쇼핑가치를 개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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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구매상황변수인 환경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구매의사결정의 환경요인은 선택과
부하와 시간압박의 상황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구매의사결정에서의 소비자의 환경요인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장연주(2013)
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소비자의 보험환경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참고하여, 휴리
스틱의 사용 및 선택에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선택과부하의 시장상황과 시간제
약하의 제품탐색 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2.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 및 선택에 미치는 개인요인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은 지식, 경험, 쇼핑성향(가치), 관여
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쇼핑성향(가치)으로서 측
정된 개인의 심리성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식, 경험과 관련해서는 '학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관여도는 개인요인 관여도와 제품요인 관여도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 관여도는 연구대상 품목인 제품요인에 포함되었기에, 개
인요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1) 심리성향
정보탐색 및 구매의사결정에서 개인요인의 가장 큰 축은 소비자의 쇼핑성향
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다(최아영‧나종연, 2012; 김세희‧이은영, 2004; 주형
준‧서현석, 2014). 소비자성향은 소비자가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는가
에 대한 정신적 지향성으로, 인지적인 특징과 정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Sproles & Kendall, 1986; 주형준‧서현석, 2014 재인용). 타인과 나의 차이
를 나타내는 수단이기에, 사회의 변화와 소비 트랜드에 따라 새로운 소비성향
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성향은 존재한다(우이식‧이종호, 2015).
소비자가 다양한 만큼 성향의 분류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편의추구, 가
격추구, 재미추구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보기도 하고(김상훈 외, 2007), 경제
적, 쾌락적, 편의적 성향(김세희, 2003)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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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향에는 저가격을 지향하는 차원이, 쾌락적 성향에는 상표를 중시하고,
정보적 동조를 중시하는 차원이 귀속되었으며, 편의적 성향으로 시간절약을
추구하는 차원의 성향이 포함되었다(김세희‧이은영, 2004). 한편, 주형석‧서현
석(2014)은 의사결정성향으로 선택혼란형을 포함시켰는데, 여기에는 대안의
과부하로 인한 혼란과 쇼핑채널 선정의 어려움, 최선의 선택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과부하로 인한 혼란을 겪은 소비자를 소비자
유형의 하나로 간주한 Sproles와 Kendall(1986)의 분류와 유사하다.
위에 언급된 연구들에서 시간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편의추구,
편의지향성(김세희‧이은영, 2004; 김상훈 외, 2007; 이진명‧나종연, 2012)으로
또는 목적지향성(최아영‧나종연, 2012)으로 측정하기도 하였는데, 편의지향성
에 따라 소비자집단이 유의하게 구분되기도 하고, 이에 따라 정보탐색행동의
유형이 분류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시간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는 선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부정적이어서 정보탐색 단계에서는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주는 온라인 채널을 선호하기도 하고, 구매단계에서는 가까운 점포를
선호하기도 한다.
시간가치추구 외에 개인요인의 또 다른 측면으로 극대화 성향을 측정하기도
하는데(이민수, 2012; 정문식, 2014), 극대화 성향이 선택행동을 설명할 수 있
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부분 Schwartz 등(200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총 열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극대화 성향은 대체로 의사결정
영역에서 개인차를 설명하려는 연구로 이어졌는데(Schwartz, 2002; 2011),
행복, 낙관주의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우울, 후회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 et al., 2002). 이민수(2012)는 극대화 성향으
로 개인의 선택행동 특성을 선택과정(대안탐색/정보탐색)과 최종선택으로 나
누어 살펴봄으로써 극대화 경향이 선택행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음을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극대화 경향이 강할수록, 대안탐색을 더 많이 하고,
대안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타협효과를 덜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 중 시간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은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선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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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상황에서의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의 선택에는 시간의 과다소모로 인한
부정적 인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재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기에,
소비자의 시간가치추구 성향과 전략선택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전략의 가치
를 살펴볼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할 것이다. 더불어 극대화추구 성향이 만족화
를 지향하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선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은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2) 개인적 학습, 사회적 학습, 진화적 학습
소비자 개인의 경험이나 훈련을 통한 사전지식은 기억 속에서 어떤 전략이
가용한지를 결정하게 하며, 가용한 전략들의 사용빈도 등을 고려해 접근성을
살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소비자의 주관적
구매상황 변수로 파악하기도 하는데, 경험이 많다는 것은 사전지식을 축적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대균‧여정성, 2015). 다시 말해, 경험이
많다는 것은 동일한 류의 문제에 대한 과거경험에 의한, '효과법칙(law of
effect)'에 의해서 '학습'의 영향을 주장할 수 있게 한다(Teigen, 2001).
학습에서 성공한 행동은 강화되고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행동은 약화된다는
것을 일컫는 효과법칙은 결국, 과거의 성공을 통해 생긴 긍정적 감정은 우리
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계속하라고 말하며, 반대로 부정적 감정은 우리
의 접근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버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법칙'
은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인 휴리스틱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Teigen, 2001).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저관여 반복구매의 의사결정은 일회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는 의사결정과는 다르게 학습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러나 학습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학습은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비교적 영구적인 행동변화 또는 행동가능성으로 정의하는데, 자연적
인 행동변화나 일시적인 조작에 의한 행동변화가 아니라, 실제연습과 실습 그
리고 실제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한다(원영심,
1991). 따라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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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소비자는 휴리스틱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휴리스틱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답은 동일한 류의 문제에 대
한 과거경험에 기초한다는 것이다(Rachlin, 2003). 따라서 휴리스틱이 선택되
는 것은 '개인적 강화학습(individual reinforcement learning)', '사회적 학습
(social learning)', '진화적 학습(evolutionary learning)'을 포함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Gigerenzer, 2008). 이와 같은 논지는 '생태적 합리성(ecological
rationality)'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데, '생태적 합리성'을 풀어서 설명하
면,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휴리스틱을 선택하고, 나아가 새로운 것을 생성해
나가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적 합리성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
기 위하여 특별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인
간의 선택이 단순한 원칙들이 발전된 것임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생
태적 합리성에서 '합리성'은 무한히 복잡한 맥락의 독특함에 맞게 합당한 방
식으로 다양하고, 획일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떤 원
칙이나 규칙을 모든 경우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의미
라고 하였다(박이문, 1999).
결국, 생태적 합리성은 '절대적 합리성'의 기준 아래서는 비합리적일 수 있
는 의사결정도 환경적 구조와의 적합성 측면을 고려하면 합리적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유세준‧채연주, 2007). 이러한 시각은 많은 경우에 합리적인(rational)
의사결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사리에 맞는(reasonable)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하영원, 2012) 생각과 맥을 같이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휴리스틱의 사용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
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지만, 학습이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효과법칙에 의한 학습의 영향은 소비자 휴리스틱이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유익한 도구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주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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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 및 선택에 미치는 제품선택속성요인
제품은 여러 가지 속성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성에 의
해서 정보탐색과 구매전략이 결정된다고 본다. 제품의 속성(attribute)이란 상
품이나 서비스가 가진 유형 및 무형의 특성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내재적
속성은 제품자체의 물리적 특성을 말하고, 외재적 속성은 그 외 제품에 따라
붙는 정보들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내재적 속성은 색상, 크기, 스
타일, 기능 등이 될 수 있으며, 외재적 속성은 브랜드, 품질보증기간, 가격,
광고모델 등이 해당된다(김동균‧고인곤, 2010). 제품의 유형과 종류, 그리고
가격을 객관적 구매상황 변수로 보기도 하는데, 제품의 분류에 따라서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고대균‧여정성, 2015).
일예로, 소비자는 품질의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패션제품이나 화장품
같은 경험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채널을 정보탐색과 구매채널로 활발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는 반면, 제품선택속성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정보가 필요한
가전제품 등의 탐색재는 주변 지인이나 판매점원 등에 의존해 몇 개의 대안을
설정한 후 본격적인 정보탐색 활동을 한다(남유진‧김경자, 2013). 이와 같이,
정보탐색과정의 채널설정에서부터 제품의 속성에 따른 제품종류에 따라서 의
사결정의 모습은 달라진다.
이처럼 선택속성은 제품구매시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선택속성의 중요도는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속성이고 소비자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하였다(우이
식‧이종호, 2015). 소비자는 내재적인 제품속성에 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가
지고 있을 때 외재적 단서에 의해 제품을 판단하며, 품질의 평가가 어려울 때
외재적 제품속성에 더 의존하여 구매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외
재적 단서로서 브랜드 이미지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브랜드에 대한 선호여부
는 재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동균‧고인곤, 2010).
이러한 선택속성은 공통속성과 독특한 속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든 제
품들이 공유하는 속성이 공통속성이고, 다른 제품과 차별화해서 갖는 속성이
독특한 속성이다(양윤‧최원희, 2001). 의사결정에서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은
소비자 나름대로의 평가기준 혹은 선택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선택속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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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대안에 대한 선호 우선순위를 정하는(주우진‧박철‧김현식, 2015), 다시
말해, 대안에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속성을 평
가기준(evaluation criteria)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택기준(choice criteria)이
라고도 한다(주우진 외, 2015).
하지만, 경쟁이 심화되고 동종제품을 모방해가는 현실에서 거의 모든 제품
의 속성이 공통속성이 되어버린 선택과부하 상황은 소비자선택의 어려움을 가
중시키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유사성으로 인한 인지적 어려움으로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공통속성은 제거하고, 독특한 속성에 의해서 선택을 결정하려
고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부연하면, 소비자는 중요한 속성에서 차
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덜 중요한 속성에서의 차이점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고려대상 대안들이 가격, 연비,
디자인 속성 모두에서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A/S기간의 고려가 가
장 중요한 구매의 결정적 속성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제품들 간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다면 결국 결정적 속성(determinant attribute)이 실제로
제품을 판단, 구별하는데 사용된다는 의미이다(임종원 외, 2007).
이 외에 선택속성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이용숙과 이응철(2013)의 연구에서 정수기, 침대, 주얼리를 구매
하려는 세 가지 상황에서 소비자는 구매 전에 자신이 인식했던 것과 다르게
대안을 평가함으로써 인식과 실제 행동이 상황에 의해서 얼마나 다를 수 있는
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관여도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개인요인으로 분류되기도 하고(박찬
욱, 2003), 제품특성 변수인 구매제품 관여도로 포함시키기도 하고(김상훈 외,
2007), 개인요인, 제품요인, 환경요인에 모두 영향을 받는 변수의 함수로 표현
하기도(박상준, 2014) 하였다. 대체로 관여도가 높으면, 정보탐색동기가 높아
지고 이는 제품을 실제 실물로 보는 것을 선호하는 오픈라인 채널의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관여도가 높아질수록 제품의 내재적 속성의 상대
적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제 같은 저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브랜드의
중요도가 다른 중요도에 비해서 오히려 높고,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브랜드
가 여러 가지 속성들 중의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고 했다(박찬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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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2014)은 소비자 관여도를 개별 소비자의 관여도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른 '개인요인 관여도'로 측정하고, 제품별 관여도의 높고 낮음을 '제품요인
관여도'로 측정하여 개인요인 관여도와 제품요인 관여도에 따라서 정보전략인
구전의 설득효과차이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연구결과, 제품요인 관여도가 낮
을수록 구전효과가 높지만, 개인요인 관여도가 높을수록 구전효과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은 소비자 개인특성과 제품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품의 속성을 평가하는 대안평가전략으로 보완적 평가방식과
비보완적 평가방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보완적 평가방식은 대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 속성의 약점이 다른 속성의 강점에 의해 상쇄되는 방식으로 각
대안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태도중심 평가방식이라 불리
기도 한다(안광호‧곽준식, 2011).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관여수준이 높고, 지각
된 위험이 높아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인지
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보완적 평가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대안의 수가 많고, 시간의 압박을 느끼는 경우에는 신속하면서도
인지적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되는 비보완적 평가방식을 사용하는데, 속성중심
의 휴리스틱 전략들이 여기에 해당된다(하영원, 2012). 속성중심의 휴리스틱
전략들은 한 속성에서의 장점이 다른 속성에서의 약점을 보완해 주지 못한다
는 점에서 비보완적 평가방식이다. 즉, 속성들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지 않
기 때문에 속성 중심의 휴리스틱 전략은 의사결정을 매우 단순화시켜(이진용,
2004; 안광호‧곽준식, 2011), 선택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수많은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경험, 직관에 의하여 문제해결의 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규칙, 지침으로 작용하기에 의사결정에 지름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임종원 외, 200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품의 속성에 대한 평가는 상황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대안이 과도하면 결정적 속성에 의해서 선
택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저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구전의 효과가 높고, 브랜드 속성의 상대적 중요성이 지지되었으며,
비보완적 평가방식의 특성을 지녔기에, 의사결정이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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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설계 소비자조사에서는 브랜드, 가격의
외재적 속성과 디자인 품질의 내재적 속성이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
라지는지, 그리고 결정적 속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성적 연구 후에 실시되는 이차 소비자조사에서는 일상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여섯 가지 제품군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지하는 선택속성의 중요도
를 측정함으로써 제품선택속성요인과 소비자 휴리스틱 개별 전략선택과의 관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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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으로서의 근거이론
본 절에서는, 정성적 연구의 분석방법인 근거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비
자학 연구분야에 적용된 근거이론을 문제인식적 접근, 맥락적 접근, 탐색적
접근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주제에 대한 통찰과 안목을 습득하게 하
는 정성조사가 정량조사 전에 가미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그 분석방법 중의
하나인 근거이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였다.
1. 근거이론의 이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론을 이용하는 목적은 사회, 심리적 현
상에 대한 이론을 생성함으로써 인간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주제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고, 상호작용과 과정을 밝히고자 할 때, 다시
말해, 현상 안에 과정이 숨겨져 있고, 또 그 과정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이다(Creswell, 2007). 자연스러운 현상을 탐색하고,
규명하고자 하는 특별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하는데, 현장에 존재하
는 연구현상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유도된, 자료에 근거하는 실체이론(emerging
theory)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이다(Glaser & Strauss, 1967).
근거이론은 사회심리학자인 미드(Mead, 1934)가 창시하고 그의 제자 블루
머(Blumer, 1956)가 발전시킨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
다. 근거이론의 뿌리가 되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는
실용주의 학자들의 아이디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인공물은 세상에 대해 자신을 표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과정, 상호작용, 관계적 차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Heath & Cowley, 2004).
근거이론을 창시한 Strauss는 Blumer의 제자였으며, Glaser 또한 당시 양
적분석과 질적분석에서 전문가였던 Lazarsfeld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두 사회학자, Strauss와 Glaser는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연구하
면서 '죽음의 인식(Awareness of Dying, 1967)'이라는 책을 공동으로 기술
하게 되는데, 후에 이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것이 근거이론 방법론 최초의 저
서가 된다(최귀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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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er와 Strauss(1967)는 그들의 초기 공동 저서에서8) 근거이론의 핵심개
념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지속적 비교이고, 다른 하나는 이론적 샘
플링이다(Suddaby, 2006). 전자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후자는 어떤 것이 다음 데이터로 수집될 것인가의 결정은 현
재 구조화되고 있는 이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의미로,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얼마만큼의 샘플을 수집할 것인가의 결정은 드러나는 이론(emerging theory)
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학자의 핵심개념 일치에도 불구하고, 근거
이론의 창시자인 Glaser와 Strauss의 입장 차이는 1987년에 Strauss가 그의
저서를 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Strauss가 1990년에 다시 Corbin
과 함께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를 출간하면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
그 중 가장 큰 논쟁점으로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는 분석과정에서의 차이라
고 볼 수 있다. <표 2-3>은 Straussian과 Glaserian의 입장에 따른 코딩절차
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Glaser와 Strauss(1967)는 초기에 두 단계의 코
딩을 제시했었는데, 후에 Strauss는 세 단계로 확장하게 된다(Matavire &
Brown, 2008).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의 입장에 근거하여 <그림
2-3>에서 제시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표 2-3> 코딩절차의 차이(Straussian vs Glaserian)
Strauss & Corbin

Glaser

개방코딩(open coding)

개방코딩 -데이터에 의존-

분석적 기술의 사용

(open/substantive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paradigm model)

선택적 코딩 -지속적인 비교-

범주의 축약과 집약

(selective/theoretic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핵심범주의 선택
<출처: Heath & Cowley, 2004; Matavire & Brown, 2008, 재구성>

8)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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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으로 사용하는 코딩절차에서 개방코딩은 이론구축을 위한 첫 단계
로서 개념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축코딩 단계에서는 범주를 하
위범주와 연결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축코딩 단계에서는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구조를 만들며, 과정을 발견한다. 즉, 패러다임이란 분석자가 구조를 과정과
통합시키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분석적 도구를 칭한다. 선택코딩은 이론을 통
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으로서 이론적 포화와 변화범위에 대한 두 가지 작
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핵심범주'를 선택한다(Matavire & Brown, 2008). 축
코딩 외에 Strauss는 근거이론의 초보자들이 근거이론 방법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기 위해서 특히, 분석의 초기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그림 2-3>과 같은 패러다임 모형을 도입하는데, 이는
두 학자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이다.
Strauss와 Corbin(1990)은 패러다임 모형이 "데이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들을 매우 복잡한 방법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
고 말하고 있다. 또한 만일 연구자가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거이론 분
석은 집약과 정확성이 결여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Strauss와
Corbin의 코딩 패러다임은 한층 사용자 편의적인 방법으로서 경험적으로 범
주를 발전시키고, 이론적 틀을 세우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이
를 통하여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지식의 경험이 제한된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위험 부담을 줄여 주게 되었다고 하였다
(Kelle, 2005).

<출처: Strauss & Corbin, 1998>
<그림 2-3> Strauss & Corbin의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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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패러다임 모형은 생성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이끌어내는 모형으
로서 분석자가 구조를 과정과 통합시키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분석적 도구이
다. 패러다임의 구성요소는 중심현상을 축으로 해서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조건은 인과적 조건, 중재적 조건, 맥락적 조건으로 구
분한다. 중심현상은 해당 연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대상으로 "정말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 사건 혹은 행동의 패턴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다음으로 인과적 조건은 '현상'을 초래하는 구조, 환경, 상황을 의미하게 되
며,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장으로서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 특수한 조건들을 말한다(Creswell,
2007). 더불어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을 조절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
황을 말하는데,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범주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작용/상호작용은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 취해지는 의도적이
고 고의적인 행동을 말한다. 그 결과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
기 위해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중심현상이 조정되면서 최종적
으로 나타나는 것을 결과로 구분하게 된다(Creswell, 2007).

2. 소비자학에서의 근거이론 연구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에서 주로 활용되던 근거이론 접근법은 2000
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면서 소비자학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
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특정 경험이나 현상을 공유했던 개인들이 해당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해 나가는지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접근법
으로 근거이론을 사용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해당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특정 경험을 공유한 소비자 계층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문제인식 접근법으로서 근거이론을 다루기도 하고, 둘째 행위나 인식에
대한 개인들의 대응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맥락적 접근방식으로
근거이론을 사용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이나 소비자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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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행동의 인과적 관계 이해를 위한 탐색적 접근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을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선, 문제인식 접근법으로서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한 손상희(2013)는 북
한이탈 청소년을 소비자학에서 다루어야 할 취약소비자 집단으로 바라보며,
이들의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
의가 크다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유현정‧이재은(2008)의 연구 또한 이재민이라
는 집단을 특수유형의 소비자로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제언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학에서 근거이론은 위와 같이 특정 유형의 경험을 공유한 개인
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현상 속에
서 그 현상에 직면한 당사자들의 행위나 인식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
법으로 근거이론을 적용하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장연주‧최현자
(2013)와 김선우‧이유리(2012)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장연주‧최현자(2013)는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맥락적으로 이해
하고, 총체적으로 이론을 정립하는데 근거이론이 합당하다고 보고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얻고, 이와 함께, 인지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였다. 한편, 김선우‧이유리(2012)는
'아름다움'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대한민
국의 2,30대 여성이 정의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아름다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이나 시장에 대응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기위해 근거이론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로 신연욱‧노지연‧김주경‧고애란
(2012)과 남수정‧유현정(2006)의 연구가 있다. 신연욱 등(2012)은 '골드맘'이라
는 신조어와 관련된 유아복 고급화 추구의 소비행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
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합의된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서, 초기과정 연구의 빈약성을 보완하고 잠정적인 이론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근거이론 방법론을 채택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연구방법론의 차원에서, 풍부
한 경험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한 근거이론 방법론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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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이는 소비행동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향후 연구 방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남수정‧유현정(2006)은 당시 새로운 유형의 시장인 C2C로서의
아나바다사이트 참여자의 경험을 탐색적으로 접근하고자 근거이론을 적용했
다. 당시만 해도 소비자학에서 비교적 새로운 접근법으로 인식되던 근거이론
을 적용하면서, 이들은 양적연구나 여타의 질적연구에서 추출하기 어려운, 새
로운 시장에서의 소비자행동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방법
론으로서의 의의를 두고 있다.
근거이론 접근법의 연구에서 한 가지 논의를 추가하면, 근거이론에서의 중
심현상과 핵심범주에 대한 구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핵심
범주(core category)란 중심현상(central phenomenon)을 어떻게 다루어 나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내연구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이 둘의 개념이 혼용되면서(최귀순, 2005), 중심현상이 연구의 모든 결과인 것
처럼 부각되고 핵심범주의 언급은 사라져버리는 형태가 되었다.
이는 근거이론 연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과 같은 것으로서, 연구 기간
의 한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근거이론을 구성하는 개념들이 충분히 포화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근거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범주가 없다면 사실상 근거이론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비록 이런 경
우라도 탐색적 수준의 서술 연구로서 그 가치가 있고, 후속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Hutchinson, 1986;
최귀순, 2005,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손상희(2013)와 남수정‧유현정(2006)은 중심현상을
발견하고 이에 대처하는 모습으로 손상희(2013)는 '기대와 다른 현실을 수용
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주도적 해결역량을 갖추어감'이라는 핵심범주를, 남
수정‧유현정(2006)은 '약아져 가면서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비판과 적응을 진
화 발전시킴'을 핵심범주로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이론의 접근
에 보다 충실했다고 하겠다.
이들 연구자들이 근거이론을 방법론으로서 적용하면서 택한 자료수집방법은
대부분 심층면접과 면담(장연주‧최현자, 2013; 신연욱 외, 2012; 유현정‧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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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8; 손상희, 2013)이었고, 각 대상에 대하여 두 번의 면접이 진행되기
도 하였으며(신연욱 외, 2012; 손상희, 2013), 이에 더하여 면접에서 말하는
내용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위한 보조자료로써 관찰을 추가하기도 하
였고(손상희, 2013), 연구참여자를 집단으로 나누어 FGI를 실시(김선우‧이유
리)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8명 정도로 진행되었는데, 연구에 적
합한 경험을 가진 다수의 조사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워 몇몇 범주의 경우 지속
적 비교를 통한 포화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케이스 사례로 분류되거나(신연욱
외, 2012), 경험에 대한 보다 생생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데
제한점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유현정‧이재은, 2008). 따라서 이러한 연
구의 미비점들은 보다 많은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연구의 과정에 직접 참
여하면서 문제점을 관찰하고 분석한다면 면접법만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복합
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제언하고 있다(유현정‧이재
은, 2008). 또한 질적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가 실제로 어떠한 강도를 지
니며, 어느 정도의 사회문화적 파장을 형성하는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를 통해서 보완하여, 문제의 본질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초석을 다지
기를 권고하고 있다(김선우‧이유리, 2012; 신연욱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휴리스틱 사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정성적 연구의 분석방법으로써 근거이론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드러난 결과가
실제로 어떠한 강도를 지니며,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지니는가를 다수를 대상
으로 하는 정량적 연구를 통하여 보완함으로써 선택과부하 상황의 소비자의사
결정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초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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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세 가지로, [연구문제 1]은 실험
설계의 소비자조사를 통해, [연구문제 2]는 심층면접과 동반쇼핑의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문제 3]은 정성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답
을 구하고자 했다. 본 장의 1절에서는 각각의 연구문제를 기술하고, 2절에서
는 해당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조사도구의 구성을 중심으로
연구방법을 기술하였다.

제 1 절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대안의 과부하와 시간제약의 상황이 소비자의사결정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
1-1. 제품선택속성의 중요도인지에 변화를 주는가?
1-2. 정보인지의 정확성에 차이를 주는가?
1-3. 정보탐색의 정도에 차이를 주는가?
[연구문제 2]
선택과부하 상황의 소비자 휴리스틱 패러다임 모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1. 선택과부하 상황에서의 '중심현상'과 '핵심범주'는 무엇인가?
2-2. 중심현상을 야기하는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은 무엇인가?
2-3. '중심현상'에 대처하는 '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4. '전략'을 촉진하는 '중재적 조건'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 및 선택에 미치는 환경요인, 개인요인 및 제품선택속
성요인은 어떠한가?
3-1.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와 사용개수는 어떠한가?
3-2.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에 미치는 환경요인은 어떠한가?
3-3.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에 미치는 개인요인은 어떠한가?
3-4. 소비자 휴리스틱의 선택에 미치는 제품선택속성요인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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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1차 소비자조사
1)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의 특징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 소비자조사는 실험설계 조사연구로
진행이 되었다. 가상의 선택상황을 설정하고 선택 전‧후 의사결정자의 제품에
대한 선택속성 중요도인지 변화 및 정보탐색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
로 설문조사는 자료 수집이 시작되기 전에 계획‧작성되고, 응답자 개개인의
느낌이나 해석을 면접이나 참여관찰에서처럼 깊이 탐구하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기에(홍두승‧설동훈, 2013), 이를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실제 환경에
근접하게 되도록 실험설계 설문의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였다.
소비자조사는 가계의 주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기혼여성 599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가계생활 소비품목의 대부분을 구입하는 주 구입자로서 저관
여, 반복구매 상품의 일상적 의사결정의 선택자라는 점이 본 연구대상으로 적
합하다고 판단되었다. 1차 소비자조사의 설문과 연구계획은 서울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면제를 승인받았으며(IRBNO. E1405/002-004) 2014년
6월12일~13일 사전 예비조사를 걸쳐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는
동년 6월 20일~27일 동안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3-1>
과 같다.
<표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연령

학력

빈도(%)

구분

30대

191(31.9%)

40대

211(35.2%)

50대

197(32.9%)

고졸 이하

131(21.9%)

대졸 이하

429(71.6%)

대학원졸 이하

39(6.5%)

직업

가계
수입
(세후)

총 5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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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주부

324(54.1%)

사무직

200(33.4%)

기타

75(12.5%)

~삼백만 원 이하

127(21.2%)

~오백만 원 이하

289(48.3%)

~천만 원 이하

169(28.2%)

천만 원 초과

14(2.3%)

2. 조사도구의 구성 및 변수의 정의
연구대상 품목은 가정용 '방향제'로 선정하였다. 이의 선정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을 유념하였다. 첫째, 강력한 선호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
는 제품과 둘째, 특정 대기업의 우월적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셋째, 가격 편차가
심하게 존재하며 그에 따라 품질과 내용물이 매우 상이할 수 있는 경우, 마지막으
로 선택의 판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개입될 수 있는 상품을 제외하였다. 그리하
여 최종적으로 연구자의 유의판단 하에 최근 관심이 늘고 상품 수도 부쩍 확장된
'방향제' 제품을 연구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개별 제품의 상세정보는 국내 대형
마트 중 매장 및 매출액 기준9) 상위 3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10) 참조하여
2014년 4월 기준 현재 공통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가상구매 상황을 설정한 후 각 집단의 조건을 달리하여 집단을 셋으로 구분
하고, 각각의 집단 조건이 명확히 부각되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되
는 하나의 화면에 해당 조건만 두드러져 보일 수 있도록 화면을 배정하였다.
또한 제품정보에 대한 습득과정이 최대한 실제 매장 환경과 근접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제품삽화 밑에 가격을 표시해주고, 다시 클릭을 하면 자세
한 부가정보가 보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조작은 마음에 드는 제품
을 집어서 제품 자체에 표시된 정보를 추가 탐색하는 과정과 흡사한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집단 구분은 다음과 같다. 집단Ⅰ과 Ⅱ는 대안의 수를 달리하여
구분하였는데, 집단Ⅰ의 대상자는 8개의 선택대안을 제시받았고, 집단Ⅱ는 32
개의 대안을 제시 받았다. 집단Ⅲ의 대상자는 32개의 대안 제시와 함께 시간
제약(오분)을 설정하여 선택을 요구받았다. 의사결정의 선택기준으로 제품선택
속성의 중요도인지 변화 측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품의 중요속
성인 품질, 가격, 디자인, 브랜드(주우진 외, 2015)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측정을 시도하였다. 100점을 총점으로 하여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기입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설문 문항의 정확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시를 함께 제시해서 어려움과 혼돈이 없도록 하였다.

9)

2012년/2013년 각 회사의 자료 기준(롯데마트 및 홈플러스는 국외 영업점 수 포함)

10)이마트(http://emart.ssg.com),롯데마트(http://lottemart.com),홈플러스(http://home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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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제품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인지 변화 측정 문항
또한 <그림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품의 가상구매 선택 완료 후에는,
자신이 선택한 제품과 자신이 기입했던 중요도 점수가 다시, 함께 제시되도록
구성하여, 기억의 오류나 혼선을 방지하고 본인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설문문항의 구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도구는 <표 3-2>
와 같다.
<표 3-2> 실험처치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 분

집단구분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집단Ⅰ (8개 대안: 과부하가 없는 상황)

실험처치

집단Ⅱ (32개 대안: 과부하의 상황)
집단Ⅲ (32개 대안/시간제약: 과부하 상황하의 시간제약)

선택속성의
중요도인지

정보인지의
정확성
정보탐색의
정도

대안의 선택기준이 되는 제품선택속성의 점수 값
제품선택속성은 품질, 가격, 디자인, 브랜드로 측정
(4가지 속성의 총 합계는 100점)
제품정보탐색 후 관련된 정보를 묻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
최고가격, 최저가격, 단위당 가격, 브랜드의 4문항 측정
(정답은 1점/오답은 0점)
제품선택화면이 제시되고, 정보탐색 후 최종 제품을
선택하는 순간까지의 소요시간(선택화면체류시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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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택을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가격, 단위당가격, 용량, 브랜드, 제품
명(향) 등이었다. 이 중 가격정보는 해당제품의 그림 바로 밑에 표시되어 쉽게
눈에 띄도록 구성하여, 실제 구매환경의 정보노출 모습과 근접하도록 설계하
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클릭하면 제시된 제품에 대한 총 정보가 팝업창으로
떠서 동시에 여러 제품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최종제품 선택 후에는 탐색정보에 대한 네 가지의 질문이 제시될 것임을 미리
고지하고, 가능한 자세하게 제품의 정보를 탐색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정보인지에 대한 질문문항은 총 4문항으로 최고가격, 최저가격, 단위당가격,
브랜드를 물었으며, 정답을 1점, 오답을 0점으로 하여 정보인지의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제품선택에 들이는 인지적 노력을 측정하기 위한 정보탐색 정도
는 제품선택화면에 체류하는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즉, 제품선택화면이 보이
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최종 제품을 클릭하여 선택을 확정하는 시간으로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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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면접과 동반쇼핑
1)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의 특징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 및 동반쇼핑은 선택과부하 상황에서 소비자의 휴리스
틱을 맥락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 휴리스틱의 사용이 그 과정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선택과정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어렵기에, 심층면접과 동반쇼핑의 연구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
다. 심층면접은 사적이거나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 통상 일대일 진행으로 수
행되는데, 주로 개인의 소비생활이나 소비습관, 소비스타일 등 소비자 마음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연구주제에 보다 적합하다고 하였다(여
정성‧전상민‧김소연, 2012).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연구대상자는 연구자의 의도적 표본추출 과정을
통해서 최종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
도 연구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리라 예상되는 30대~40대의 소비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과 동반쇼핑은 약 4주 동안 진행되었는데, 대략
일주일에 참여자 2명 정도를 인터뷰하였다.
녹음된 파일은 인터뷰 당일 연구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해당 주에
파일을 모두 전사하였다. 면접의 서두는 최근 일개월 이내에 구입한 품목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위주로 연구참여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십여 가지의
품목들에11) 대한 선택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심층면접과 동반쇼핑의 연구대상 품목에 대한 선정은 박지우‧여정성(2014)
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으며 <표 3-3>에 제시하였다. 이들 품목은 소비생활
품목을 낙농‧축산가공, 곡물가공품, 조미료‧장류‧식용유, 이‧미용품, 세탁‧주방‧
가사로 나누어12) 70여 가지의 상품들에 대한 과부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
비자가 상품의 다양성을 매우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품목들이었다.

11)
12)

우유, 햄류, 라면, 식용유, 냉동만두, 화장지, 세탁세제,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등
한국소비자원 생필품 가격정보사이트(T-price)에 제시되는 카테고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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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연구대상 품목(심층면접)
품목

다양성인식이 높은 제품(%)

낙농‧축산가공

우유(64.9%)/햄류(46.2%)

곡물가공품

라면(68.8%)/냉동만두(59.4%)

조미료‧장류‧식용유
이‧미용품
세탁‧주방‧가사

<전체599명>

식용유(45.4%)
화장지(41.1%)/샴푸(40.2%)
세탁세제(62.3%)/주방세제(61.4%)/유연제(39.9%)
<출처: 박지우‧여정성, 2014>

연구참여자는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참여자로서의 인터뷰
경험은 모두 처음이었다. 연구대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참여자 후보 중
직장인과 전업주부의 비율, 연령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 비교와 이론적 샘플링을 통한 자료의 포화
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아홉 명에서 심층면접을 마무리하였다. 일련의 연구
과정은 서울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IRBNo.1508/002-001)을
받았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3-4>와 같다.

<표 3-4> 연구참여자의 특성
대상

연령

직업

거주지

자녀수

동반쇼핑

A

40세

변리사

용강동

2명

Y

B

36세

주부

신림동

1명

N

C

37세

외국계기업 부장

잠실동

3명

N

D

42세

주부

반포동

3명

N

E

40세

증권회사 팀장

방배동

2명

N

F

44세

주부

마두동

2명

Y

G

47세

주부

사당동

2명

N

H

44세

법무사

상계동

2명

N

I

41세

주부

반포동

2명

Y

심층면접 총 9명/동반쇼핑 총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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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와의 면접은 평균적으로 1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라포형성을 위한
도입부분을 제외하면 대략 90여분 정도를 연구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
기 하였다. 사전에 준비한 심층면접 질문목록들을 검토함으로써 누락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는 것으로 면접을 마무리
하였다. 모든 심층면접의 내용은 녹취됨을 사전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신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됨
을 주지시켰다.
연구자는 참여자를 만날 때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
대한 유사하게 보이도록 노력하였으며(여정성 외, 2012), 연구 참여자가 이질
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장이나 언어사용 등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
록 하였다(홍두승 외. 2013). 이러한 고려는 참여자들이 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조사자료의 요약
자료의 분석은 질적연구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10을 활용하였다. 특
히, NVivo10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론을 정립하려는 근거이론의 분석에 가
장 적합한 소프트웨어로 알려져 있다(박종원, 2009). 초기 분석에서 전사된 자
료는 코딩과정을 통해서 총 190개의 개념(nodes)으로 정리되었으며, 이차 분
석에서 유사 노드의 병합, 중복의미의 노드삭제를 통하여 총 84개의 노드로
정리되었다. 보다 명확한 의미로 노드명을 수정하기도 하고, 해당 노드에 속
한다고 여겨지는 전사기록(reference)중 빠져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추가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총 73개의 노드가 선택되었으며, 전체적
인 노드의 위계화 구조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개별 연구참여자의 전사자
료(source)에 대한 최종 노드 및 해당 텍스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5>
와 같다.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서 노드는 다시 범주와 하위범주들을 연관
지어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조합시키는 축코딩의 단계를 거쳐서 22개의 범
주로 묶여졌다. 이러한 축코딩 과정에서 하위범주들은 패러다임 모형의 요소
들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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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참여자의 전사자료(source) 결과 요약
참여자

개념의 수

해당 텍스트

전체 문단

A

34

64

182

B

33

51

194

C

24

36

197

D

26

33

260

E

36

73

448

F

23

42

457

G

31

48

312

H

21

35

358

I

37

74

543

합계

265

456

2,951

질적연구는 양적 연구에 비해서 '비체계적', '탐구적', '인상적'이라고 여겨
지는 경향이 있어 근거이론의 함의점을 좀 더 명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한다(Glaser & Strauss, 1967). 즉, 근거이론의 신뢰도는 연구자가 자신의
개념들이 체계적 이론을 형성하고, 그것이 연구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며,
유사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확신이 들면, 이는 연구자의 자
의적인 판단이 아닌, 연구자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절하게 찾
아준 분석에 대한 신뢰도라고 하였다(Glaser & Strauss, 1967). 이처럼 근거
이론의 분석도구는 그 절차가 명백해서 독자가 최종적인 결과물의 적용 가능
성을 평가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사회학적 근
거이론의 평가기준으로 그 실용적 적용에 몇 가지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그 이론이 생성, 정교화되는 과정의 적합성에 대해 판정해야 하는데,
이는 이론이 활용될 실질적 분야에 적합한가의 적합성 여부이다. 둘째, 전문
가 비전문가의 구분 없이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졌는가의 여부, 마지막으로 특
정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일상적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보편적인 가
의 보편성 여부를 중심으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Glaser & Strauss,
1967). 따라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러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평
가 잣대를 기준으로,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학 박사 2인의 검증을 통해서 신뢰성을 논의하는 절차를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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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소비자조사
1)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의 특징
2차 소비자조사는 심층면접 및 동반쇼핑을 통해 도출된 '소비자 휴리스틱'
의 사용정도를 확인하고,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2차 소비자조사의 연구계획과 설문은 서
울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IRB No. 1508/001)을 받았다.
2015년 10월 19일~23일 동안 설문문항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26일~27일
이틀 동안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비조사는 총 59부를 회수하여 문항의 오
류를 점검하고, 수정한 후 본조사는 28일~30일 동안 진행하여, 부실응답을 제
외하고, 총 510부를 분석대상으로 취합하였다. 대상은 30대~40대의 기혼여성
이었으며, 직장인과 전업주부의 비율을 동등하게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3-6>과 같다. 기술통계, 가중치를 이용한   분석, 회귀분
석, 일원분산분석 등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표 3-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빈도(%)

구분

30세~34세

131(25.7%)

35세~39세

126(24.7%)

연령

학력

빈도(%)

주부

200(39.2%)

사무직

230(45.1%)

직업
40세~44세

154(30.2%)

경영직,전문직

30(5.9%)

45세~49세

99(19.4%)

자영업 외 기타

50(9.8%)

고졸이하

95(18.6%)

백만원 미만

1(0.2%)

대졸(중퇴포함)

378(74.1%)

대학원 졸

37(7.3%)

구분

빈도

백만원-삼백만원
가계
수입 삼백만원~오백만원
(세후) 오백만원~팔백만원

62(12.2%)
252(49.4%)
164(32.2%)

서울

245(48%)

팔백만원~천만원

28(5.5%)

경기 및 인천

265(52%)

천만원 이상

3(0.6%)

지역
총 510 (명)

- 50 -

2) 조사도구의 구성 및 용어의 조작적 정의
2차 소비자조사의 특징은 모든 설문문항 구성을 심층면접에서 도출된 연구
참여자의 언어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보다 객관적으로 정성적 연구결
과를 확인하고자 함이었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표 3-7>과 같다. 해당 설문문
항의 구성을 위한 변수의 정의는 <표 3-8>에 제시하였다. 극대화추구 성향의
측정은 Schwartz 등(2002)이 제시한 13문항의 척도 중 8문항을 선정하여 예
비조사를 수행한 후, 본조사에서는 5문항을 측정하였으며, 최종 분석에서는
이 중 3문항을 사용하였다. 시간가치추구 성향의 측정은 소비자의 편의적 쇼
핑성향 중 시간절약을 추구하는 차원이 포함된 김세희(2003), 김세희‧이은영
(2004)의 개발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표 3-7> 설문문항의 구성
구분

측정영역

Ⅰ

개별전략

Ⅱ

측정문항

Cronbach's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정도(최소값:0 최대값:10)

인과적 조건

‧'제품차별성부재'에 대한 인식 (2문항)

 =.733

(7점 리커트)

‧'과부하경험'-온라인에서의 제품탐색 (2문항)

 =.765

선택기준으로서의 '제품선택속성'을 3가지 차원에서 측정
Ⅲ

맥락적 조건

-품질(맛)구별 가능/브랜드 확인/신선도 확인-

(10점 리커트)

(6가지 제품군) 신선식품/저장식품/간편식품/
인스턴트식품/개인위생용품/기능적소모품

Ⅳ

Ⅴ

Ⅵ

중재적 조건
(7점 리커트)

‧개인적 학습 (4문항)
‧사회적 학습 (3문항)

 =.706

‧진화적 학습 (2문항)
‧극대화추구 성향 (3문항)

 =.841

(7점 리커트)

‧시간가치추구 성향 (3문항)

 =.680

일반적 사항

연령, 소득, 직업, 학력 등

심리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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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용어의 정의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패러다임 요소

변수

정의

제품차별성부재
인과적
조건

현상을
초래하는
구조적 환경

인식

제품들의 차이가 거의 없고,
모두 유사하다는 인식

환경
요인

제품탐색 중
과부하경험

개인적
학습

학습

사회적
학습

전략을 촉진,
중재적

또는 억제하는

개인

조건

방향으로

요인

진화적
학습

작용하는 범주

심리

온라인 제품탐색과정 중에
시간의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후회와 허탈감을 느끼는 경험
경험을 통해 선택상황 통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정보필터
링 노하우를 습득하는 깨달음
주변인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획득과 권유, 모방을 통한
전략 습득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기준이나
정보탐색 성향에 변화가 있음
을 스스로 자각

극대화

선택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추구

위해 적극적 탐색을 하는 성향

시간가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선택방

성향
추구

맥락적
조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조건

법을 우위에 두는 성향
일상적 제품을 선택할 때 고려

제품

제품선택속성

요인

평가

하는 품질(맛) 구별, 브랜드 확
인, 신선도 확인의 제품선택
속성 평가정도
가격-브랜드 타협
가격-품질 타협
가격-욕구 타협

전략

일상적

소비자

의사결정의

휴리

선택전략

스틱

가격/시간

최저가격

타협전략

지불가능가격 내 타협
필요요건 중 최저가격 선택
총지불금액과 효용과의 타협
시간과 정보탐색과의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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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용어의 정의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계속
패러다임 요소

변수

정의
감정기분의 이끌림

새로움

디자인의 이끌림

추구전략

신선한 자극 시도
인지브랜드 내에서 다양성추구
세일/행사의 기회 이용

시기포착
기회전략

전략

선호제품 사재기
판매원의 판촉 기회 이용

일상적

소비자

의사결정의

휴리

선별적정보

선택전략

스틱

활용전략
경험/브랜드
신뢰전략
익숙함
유지전략
차별적경로
개발전략

상대적 전문가를 활용
접근 가능한 한정된 정보 활용
구매 후 만족 경험에 의존
대표(선호)브랜드 믿음에 의존
습관적 선택
익숙한 것에 대한 관성적 선택
차별화된 선택 채널 개발
선택장소 및 선택채널의 한정

이차 소비자조사의 주요 변수 및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변수 명

휴리스틱 사용정도

사용정도

휴리스틱 사용개수

사용개수

측정방법 및 조작적 정의
총 15개 전략의 사용정도의 평균
(각 전략: 최저 0점에서 최고10점)
매 구매시 50% 이상 사용할 확률
을 지닌 전략을 추출
(최저 0개/ 최고 15개)

<표 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측정문항들의 신뢰도는  =.68~.84 사이
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전략의 연관성과 언급 빈도를 기준으로 통합하는
정리 작업을 통해서 총 15가지로 전략을 축약하여, 이들 전략을 중심으로 이
차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전략 추출 과정은 <표 3-9>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지나친 문항의 과다제시로 인해서 응답자의 집중력이 분산되
고, 응답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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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2차 소비자조사를 위한 주요 전략의 추출
심층면접 도출 전략 (총 24개)

언급
빈도

대표(선호)브랜드 신뢰전략

22

구매 후 만족 경험에 의존

14

최저가격

13

세일/행사의 기회 이용

11

판매원의 판촉 기회 이용

10

익숙한 것에 대한 관성적 선택

6

습관적 선택

5

선호제품 사재기

5

감정기분의 이끌림

5

광고에 의한 선별적정보 활용

5

선택적 다양성 추구

2

2차 조사전략 추출 (총 15개)
몇몇 제품은 고집하는 특정브랜드가
있는데, 믿고 구입할 만해서 선택
경험상 써보니 나쁘지 않아, 고민 없이
동일제품을 지속적으로 선택
무조건 최저가격으로 선택
세일, 묶음상품, 행사 등 기회가 좋으면
선택
구입순간 판매원의 판촉설명이
괜찮아서 선택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동일 제품을 선택
별로 따져보는 것 없이 그냥 선택
상할 염려가 없다면, 세일이나 행사의
기회에 사재기를 하는 선택
기분에 좌우해서 그때그때 선택
광고에서 본 기억이나, 제품에 표시된
홍보문구 때문에 선택
인지 브랜드 내에서 다양하게 선택

전략의 빈도 및 연관성을 기준으로 통합

통합된 전략

가격-브랜드 타협

3

가격-품질 타협

3

가격-욕구 타협

3

브랜드, 품질, 효용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정보탐색과의 타협

4

적정 수준 범위 안의 가격 제품 중에서

지불가능가격 내 타협

3

선택

필요요건 중 최저가격 선택

3

총지불금액과 제품효용과의 타협

2

신선한 자극 추구 시도

9

디자인의 이끌림

3

차별화된 선택 채널 개발

6

특정 유통경로 또는 지역공급자

선택장소 및 선택채널의 한정

8

(가게)를 통해 제품을 선택

상대적 전문가를 활용

3

주변에서 보고 들은 정보나 아는

접근 가능한 한정된 정보 활용

4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제품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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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있을 때는 새로운 제품을 선택

제 4 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선택과부하라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휴리스틱 사용
모습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선택과부하의 상황
이 소비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진행된 실험설계
조사연구 결과를 수록하였다. 2절에서는 근거이론을 적용한 분석을 통해 도출
된 소비자 휴리스틱 패러다임 모형의 개별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특
히, 중심현상의 발견과 이에 대처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전략 그리고 중재적
조건을 위주로 하여 연구결과를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앞선 정성
적 연구결과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소비
자 휴리스틱의 사용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 1 절 선택과부하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모습 변화
본 절에서는 대안의 수와 시간제약에 변화를 준 선택상황이 소비자의사결정
모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집단을 셋으로 구분하여
선택상황을 설정하였으며, 의사결정의 모습은 선택기준으로서 사용되는 제품
선택속성의 중요도인지 변화, 정보인지의 정확성, 정보탐색의 시간으로 측정
하였다. 집단Ⅰ은 8개의 대안을 제시받은 그룹으로 과부하가 없는 상황을 의
미하며, 집단Ⅱ와 집단Ⅲ은 32개의 대안을 제시받은 그룹으로 과부하가 존재
하는 상황으로 상정하였다. 집단Ⅱ와 집단Ⅲ의 차이는 시간제약의 유무로, 집
단Ⅱ는 시간제약 없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집단Ⅲ은 설정
된 시간 내에 선택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1. 제품선택속성의 중요도인지 변화
제품선택속성의 중요도인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대상 제품의 선택
속성에 대한 구매 전‧후의 중요도인지 점수차이를 분석하였다. 제품선택속성은
품질, 가격, 브랜드, 디자인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하여 측정하였으며, 소비자가
구매 전과 구매 후에 각각의 속성에 대하여 스스로 부여한 평가점수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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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대안 과부하 상황 유무에 따른 선택속성의 중요도인지 변화
구매 전‧후의
선택속성 대응
품질

가격

브랜드

디자인

과부하가 없는 상황(Ⅰ)

과부하가 있는 상황(Ⅱ)

(n=199)

평균(sd)

구매 전

41.36(17.25)

구매 후

38.84(17.69)

구매 전

32.42(14.11)

구매 후

33.28(14.96)

구매 전

15.21(11.10)

구매 후

14.13(10.94)

구매 전

11.02(7.92)

구매 후

13.75(9.45)

(n=199)

t값

평균(sd)

t값

43.44(16.87)

2.583 

1.592
41.91(18.52)
31.76(12.84)

2.618 

-.990
29.35(14.64)
13.35(8.83)

1.376

.586
12.96(9.84)
11.45(7.54)

-4.717   

15.78(10.70)


 < .05,



 < .01,

-5.564   
 

 < .001

<표 4-1>은 대안 과부하의 상황 유무로 나눈 집단Ⅰ과 집단Ⅱ에서의 선택
속성의 중요도인지 변화를 나타낸다. 차이점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디
자인에 대한 변화가 대안 과부하의 상황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유의하게 높아
진 점이다. 둘째, 품질과 가격의 변화에 있어서 집단간에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으로, 대안 과부하가 없는 집단Ⅰ에서는 품질속성에서 소
비자가 선택속성의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선택속성으로서 가격
은 구매전과 동일하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안 과부하의 상황으로 상정한 집단Ⅱ의 경우에는, 반대로 품질의
선택속성은 유지한데 반하여, 가격 선택속성의 비중을 유의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의 편차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는 본 제품의 속성상 비교제품
의 과다로 인해서 사실상 가격의 비교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선택속성의 점수는 대안 과부하 선택의 상황과 관계
없이 집단Ⅰ과 집단Ⅱ에서 모두 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의하게 변화하
였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실제 구매환경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
보다 최종제품을 선택하는 데에 디자인 선택속성을 높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고객과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장 내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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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구매시점의 자극요인을 강조한 연구(이세진,
2007) 및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보다 실제 구매 행동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고
려를 훨씬 많이 했다는 연구(이용숙‧이응철, 2013)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선택환경과 무관하게 브랜드 선택속성은 유일하게 중요도인식에서 전
혀 변화가 없는 속성이었다. 이는 브랜드 선택속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
이라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각인된 브랜드 이미지는 선택환경
의 차이에 관계없이 쉽게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속성임을 말해주고 있다.
<표 4-2> 시간제약 유무에 따른 선택속성의 중요도인지 변화(과부하下)
대안 과부하
상황에서 구매 전‧후
제품선택속성 대응
구매 전

시간제약이 없는 상황(Ⅱ)
(n=199)

평균(sd)

(n=201)

t값

43.44(16.87)

품질

평균(sd)

구매 후

41.91(18.52)

구매 전

31.76(12.84)

구매 후

29.35(14.64)

구매 전

13.35(8.83)

브랜드

t값

42.78(18.52)

1.592

가격

디자인

시간제약이 있는 상황(Ⅲ)

39.08(18.99)

2.913 

32.06(14.29)

2.618 

1.759
30.41(16.88)
13.78(9.93)

.586
구매 후

12.96(9.84)

구매 전

11.45(7.54)

구매 후

15.78(10.70)

-.481
14.11(11.13)

-5.564   

11.38(7.85)
16.40(14.26)


 < .05,



-5.008   
 < .01,



 < .001

<표 4-2>는 대안 과부하의 동일한 상황에서 시간제약의 유무에 따른 선택
속성의 중요도인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대안의 수를 집단Ⅱ와 같이 32개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시간제약을 설정한 집단Ⅲ의 변화를 살펴보면, 품질과 가
격속성에 있어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품질에 대한 중요도인지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시간제약이 있는
선택의 상황에서는 품질의 비교가 쉽지 않음으로 해석된다. 바꿔 말하면, 대
안 과부하의 상황일지라고 소비자가 시간제약을 느끼지 않는다면, 품질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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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의도한 만큼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시간제약은 소비자의 선택환경으로서 의사결정의 모습에 매우 의미 있는
차이를 줄 수 있는 환경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반면, 가격에 대한 선택속성은 시간제약이 없는 대안 과부하의 상황에서는
선택속성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반면, 시간제약이 주어지면 다시 그 비중을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시간제약이 없는 대안 과부하
의 상황에서는 가격보다는 품질 선택속성의 비교를 우선하여 유지하려하고,
시간제약이 있는 대안 과부하의 상황이 되면, 품질보다는 가격 선택속성의 비
교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어찌 보면, 시간압박의 상황에서 가격
이라는 속성이 선택을 위한 결정적 속성(주우진 외, 2015)으로 작용했을 가능
성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의 의사결정 행동은 사실상 다양한 외부환경의 특징
과 개인적 요인, 더불어 제품요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지 메커니즘
을 단편적인 하나의 결과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소비자의사
결정의 결과 그 이면의 구조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그만큼 도전적
일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구조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연구의 필요성을 충분히 짐작하게 하였다.

2. 정보인지 정확성의 차이
대안 과부하의 상황과 시간제약의 유무에 따른 선택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정보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오답을 0점
정답을 1점으로 집단간의 정답률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정보문항 정답률의 집단간 차이
그룹

평균(sd)

집단Ⅰ(대안 과부하가 없는 상황)

1.2513(.8391)

집단Ⅱ(대안 과부하가 있는 상황)

1.2261(.9396)

집단Ⅲ(대안 과부하 + 시간제약)

1.2239(.0667)

F값

.055

합계
(집단ⅠⅡ:n=199/ 집단Ⅲ:n=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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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는 가격, 단위당 가격, 제품명(향기),
용량, 브랜드의 총 5가지였고, 이를 토대로 4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정보인지의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를 인지하는 정확성
에 있어서는 선택환경에 따라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
보를 인지하기 쉬운 상황이건 어려운 상황이건 선택을 위해서 소비자가 정보를
그다지 높게 탐색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예측된다. 하지만, 세부 정보문항 별
로 정보인지의 정확성을 비교해보면,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일하게
최고가격 정보인지에 있어서 선택상황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표 4-4> 선택상황에 따른 정보인지의 정확성 차이 (단위:명)
집단Ⅰ

집단Ⅱ

집단Ⅲ

(과부하가 없는 상황)

(과부하가 있는 상황)

(과부하/시간제약 상황)

최고가격

40

61

66

  =6.838 

최저가격

64

51

47

  =2.926

단위당가격

62

43

52

  =3.452

브랜드

83

89

81

  =.411

정보문항



(집단Ⅰ,Ⅱ, n=199/집단Ⅲ, n=201)

 < .05,



카이제곱

 < .01,



 < .001

대안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시간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최고가격의 인지
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선택속성의 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앞서 대안 과부하의 상황에 시간제약이 주어지는
경우, 대안 과부하만 존재하는 상황과는 다르게, 품질속성의 비교를 유의하게
낮추고 가격속성의 비교를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안이 넘치고 시간제약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여타 정보에 비하여 최고가격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제품을 평가하게 하는 효
율적 수단임을 암시하는 결과라고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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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탐색 정도의 차이
대안 과부하의 상황과 시간제약의 유무에 따른 집단에 따라서 탐색에 투자
하는 물리적 시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정보탐색의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가 기울일 수 있는 인지적 노력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4-5> 선택상황에 따른 정보탐색 정도의 차이
구분

체류시간(sd)

집단Ⅰ (n=199)
(과부하가 없고 시간제약도 없는 상황)

집단Ⅱ (n=199)
(과부하가 있고 시간제약이 없는 상황)

집단Ⅲ (n=201)
(과부하가 있고 시간제약이 있는 상황)

F값

scheffe

6.114  

a

37.96(43.51)
54.71(55.88)

b
a b

47.50(42.52)


 < .05,



 < .01,



 < .001

각 집단에서 비정상 관측치를 제외한 후 분석하였는데, 집단Ⅰ과 집단Ⅱ에
서는 두 개의 관측치가, 집단Ⅲ에서는 한 개의 관측치가 제외되고 분석되었다.
제품선택화면 체류시간으로 측정된 집단간 정보탐색 정도의 차이는 <표 4-5>
와 같다. 선택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보탐색 정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안의 수가 적었던 집단Ⅰ보다는 대안의 수가 많았던 집단Ⅱ에
서 소비자가 탐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더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제약이 주어지면, 소비자는 대안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탐색의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제약 상황에서 소비자가 이
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세 가지를 구별한 Payne 등(1998)의 연구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시간제약의 정도에 따라서 소비자는 의사결정의 모습을 적응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처럼 소비자는 의사결정 처리과정의 가속
(acceleration)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 후 제약이 커지면 정보의 부분집합에
초점을 맞추는 여과(filtering)의 단계를 거쳐 전략을 변경(avoidance)하게 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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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절에서는 대안의 과부화와 시간제약의 선택상황이 소비자의사결정 모습
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매선택의 기준이 되
는 제품선택속성의 중요도인지 변화를 살펴보고, 정보인지의 정확성과 정보탐
색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한 변수는 구매의사결정에 반영된 구매 전,
후의 선택속성 점수의 변화, 정보문항의 정답률, 선택화면체류시간으로 측정하
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안 과부하와 시간제약에 따른 선택상황에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전,
후 제품선택속성의 중요도인지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연구가 아닌, 현실세
계 의사결정의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대안의 수와 시간제약을 제시한 여러 연
구자들의(Wright, 1974; Bettman, Luce & Payne, 1998) 견해를 본 연구에
투영해 볼 때, 집단Ⅲ은 현대의 소비자가 직면하고 있는 선택상황과 가장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소비자는 선택과부하의 시장상황에서 '품질'에 대
한 비교는 낮추고, 가격이나 디자인, 브랜드 등 다른 선택속성들에 의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제품의 선택속성 중 '브랜드' 속성은 선택환경과 무관하게 유일하게
중요도인지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선택속성이었다. 반면, '디자인' 속성
은 구매 전에 비하여 구매 후에 의사결정에서의 비중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속
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각인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한 번 구축되면
쉽게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디자인 속성은 구매접점의 선택순간에 의존도를 높이는 중요한 현장평가 요인
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객과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장 내
의사결정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구매시점의 자극을 강조한 연구(이세진, 2007)
에서 알 수 있듯이, 디자인은 구매시점의 자극이었다. 또한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보다는 실제 구매 행동에서 디자인에 대한 고려를 훨씬 많이 한다는 연구결
과(이용숙‧이응철, 2013)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셋째, 정보를 인지하는 정확성은 선택상황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소소한 선택상황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선
택을 하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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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정보는 대안의 수가 많이 제시되고 시간제약까지 있는 가장 도전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기억이 용이한 정보로 파악되었다. 이는 유사제품이 많은 시
장에서 일반적으로 고가격 또는 프리미엄으로 차별화를 유도해서 시장에 진입
하는 제품이 선택의 문제는 차치하고, 소비자에게 기억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넷째, 선택상황에 따라서 정보탐색의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대안의 수
가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된 대안 과부하의 상황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하
는 데 소요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하지만, 시간제약이 주어지는 경우 소비자
는 이에 대응하여 정보탐색의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간압박에 대응하는 전략의 하나로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가속화(acceleration) 시
키려한다는 연구결과(Payne et al., 1998)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종합하면, 선택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의사결정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대안 과부하의 상황에 시간압박의 상황이 더
해지면 제품선택속성의 중요도인지, 최고가격의 인지, 정보탐색의 정도에 있어
서 의사결정의 모습이 변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단순하지 않은 선택상황에서
소비자가 일관되게 자신의 선택기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정보를 정확하게 판
단해서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소비자가 선택을 위해서 그다지 큰 정보탐색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분명 다른 선택기준들에 의해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소비자는 조사된 속성 외에 자신의 선택경험이나, 타인
에게 추천받은 기억, 광고에 의한 기억 등 제품선택속성이 아닌, 수많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제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복잡한 상황에 따른 소
비자의 선택과정과 그 변화추이를 설문조사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음도 본
조사에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택 이면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서는 선택과정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이 필요함이 명확해졌다. 게다
가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선택과부하의 상황에 대응하는 소비자의 선택
전략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까지 드러난 것이 없기에, 우선, 정성적 연구를 통
하여 탐색적으로 그 과정을 도출해내는 작업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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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택과부하 상황의 소비자 휴리스틱 패러다임 모형
본 절에서는 심층면접과 동반쇼핑을 통해 얻은 자료의 분석을 통한 연구결
과를 기술하였다. 생성된 개념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
는 작업을 통해, 소비자 휴리스틱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고, 모형의 요소
를 발견하였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절
의 연구결과는 결국, 주어진 상황 속에서 소비자가 어떤 선택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또 전략의 형성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게 하였다.

1. 범주화
1) 패러다임 모형 도출
비슷한 현상들에 대해 동일한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사건과 사건을 비교해
나가는 과정(Strauss & Corbin, 1996)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73개의 개념,
22개의 범주로 축약하였다. 범주들은 축코팅을 통해서 <표 4-6>과 같이 근거
이론의 패러다임 모형 요소와 연결된다. <표 4-6>에 제시된 개념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의 패러다임 모형 요소와
해당 범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심현상을 초래하는 구조적 환경인 인과적 조건에는 시장환경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과 제품탐색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개인적인 과부하경험이 포함되었
다. 유사한 제품들이 과다한 시장환경은 제품차별성에 대한 부재인식으로 이어
졌고, 정보탐색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었다. 더불어 온라인채널에서 제품탐색
중에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시간소모의 과다는 소비자에게 제품탐색에 대한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제품탐색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더불어, 특수한 맥락적 조건들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항시세일을 하는 상황은 중
심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으며, 제품의 속성과 사용용도에 따라서 선택채
널을 고정화시키는 것은 중심현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었다. 또한 시간적 압박
하에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되면 중심현상은 더
욱 심화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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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범주와 패러다임 모형 요소의 연결
범주

패러다임 모형 요소

선택의 의미
선택고민의 상황

중심현상

선택의 소요시간
선택이 주는 피로감
제품환경(시장)에 대한 인식
정보탐색의 개인적 경험
시장환경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개인적 환경
개인적 학습
사회적 학습

중재적 조건

진화적 학습
가격/시간 타협전략
새로움 추구전략
선별적정보 활용전략
시기포착 기회전략
경험/브랜드

작용/상호작용 전략

신뢰전략

익숙함 유지전략
차별적경로 개발전략
뿌듯함으로 인한 만족감
자기합리화를 통합 합당함
손실회피의 안도감

결과

시간절약의 편의적 충족감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의사결정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중재적 조건에 의해서 촉진되거나 억제될 수 있었다. 중재적 조건으
로 작용하는 요인은 개인적, 사회적, 진화적 학습으로 도출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결과는 네 가지로 함축되었다. 첫째, 소비자는 전략의 사용으로 뿌듯함을
통한 만족감을 얻으며, 손실을 회피했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선
택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통해 합당함을 부여하기도 했으며, 시간절약을 했다는
측면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편의적 충족감을 느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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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조건
제품환경(시장)

개인

‧제품차별성부재 인식

‧제품탐색 과부하경험

→ 제품에 대한 무관심

→on/off채널-냉소적 시각

맥락적 조건
시장
개인

‧항시세일
‧제품별 on/off채널구별
‧시간적 압박의 존재
‧상황적 의사결정

중심현상
“선택피로감 탈피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선택의 의미
선택고민 상황
선택의 소요시간
선택이 주는 피로감

중재적 조건
개인적
학습
사회적
학습
진화적
학습

‧선택상황 통제의 필요성자각
‧정보필터링 노하우 습득
‧경험을 통한 깨달음
‧주변인에게 정보습득
‧대중매체통한 정보습득
‧모방을 통한 습득
‧선택기준의 변화(시간흐름)
‧정보탐색의 감소(나이듦)

작용/상호작용 전략
가격/시간

새로움

선별적정보

시기포착

경험/브랜드

익숙함

차별적경로

타협전략

추구전략

활용전략

기회전략

신뢰전략

유지전략

개발전략

결 과
좋은 선택을 했다는

선택으로 손실을

괜찮은 선택이라는

시간절약에 의미를

뿌듯함에서 오는

입지는 않았다는

자기합리화를 통한

부여하는 편의적

만족감

안도감

합당함

충족감

<그림 4-1> 소비자 휴리스틱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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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현상과 핵심범주의 발견
본 연구는 소비자 스스로도 크게 자각하고 있지 않았던, 본인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선택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내부자적 관점에서
의 선택 이야기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의사결정의 전략이 내부적으
로는 개인의 여건과 성향,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제품의 속성,
용도에 따라서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유연한 모습을 갖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심층면접의 연구대상 품목들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들 역시, 다양성이 지나치게 높은 과부하의 품목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일상적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반복적인 이들 품목들에 대한 선택상황
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E: 비교하기도 쉽지 않고...피곤해요. 가격도 비교해야 되고...
알아봐야 하고..
I: 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아프죠. 신랑이 저랑 가면 머리가 아프데요.(웃음)
H: 잠깐 거기 가서 지하를 돌면서...돌다 보면 너무 피곤해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중략)
그러다가...그냥 하나 저지르는 거지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너무 피곤하구 그러니까요...
F: 전 머리 아파서 2시간 만에 나왔어요.
2시간 넘으면 한계가 와요. ‘이제 가야 돼!’라고...

선택순간에 겪게 되는 피로함은 이미 많이 학습된 경험이었다. 선택고민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차 쌓이고, 그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피로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민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자신의 선택전략 내
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선택의 포기로 이어지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도모하고 있었다.
E: 하다가 결정 못해가지고 "결정장애" 걸리죠. 그럼 전 안사요.
G: 고민 되고 그럴 때 안사는 적도 있어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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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선택고민은 매번 적용하던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항시세일 하던 품목이 갑자기 세일을
하지 않아서 대체 안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 선택의 고민이 보다 깊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 수고 없이 손쉽게 쓰던 전략을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의사결정의 복잡함을 겪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I: 근데,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제가 좋아하는 메이커가 생기기는 해요.
근데, 어느 날은 그게 세일을 안 하니까...고민이 생기는 거죠.
‘세일을 안 해! 그걸 무조건 사?’ 아!...어떡하지...
E: 저는 일단은 계란은 ○○○ 거 좋은 거 알아. 어디 거 좋은 거 알아.
그래서 할인하는 걸 사게 되는 것 같아요. 할인 할 때 그걸 사게 되는
것 같아요. 할인 안 하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D: 내가 전혀 모를 때는 구매를 해야 하는데.. 브랜드가 정말 많을 때는…
“아! 뭘 사야 하지?” 구매가 아니더라도 간혹 보면 예를 들면, 샴푸
하나도 브랜드가 많으니까...“도대체 뭘 사야 하지?”

이와 같은 경험의 반복은 선택의 피로감으로 누적되고, 종국에는 선택행위
에 대한 '중심생각'으로 연구참여자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A: 슈퍼들어가면 그냥 딱딱딱...망설여 봐야 별반 차이가 없죠...(중략)
H: 별루 쇼핑을 즐기지는 않아요.
빨리 사고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래 시간 걸리는 거...좋아하지 않아요.
I: 저는 새로운 마트를 안 가요. 헤매는 게 싫은 거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가 딱 알아서, 가는 데만 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고...
딱 노선이 있어요. 스타트... 과일 넣고... 딱딱딱...
빨리해서 빨리 오는 스타일이죠.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리매김한 이런 '중심생각'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Strauss & Corbin, 1990), 해당 연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대상으로 "정말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Creswel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중심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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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중심생각을 반영하여 "선택피로감 탈피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전략들은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선택의 상황
속에서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 맥락적으로 이해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 때
문에, 선택순간에 정보를 탐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무작
위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참여자들이 나름의 원칙 또는 경험에 의
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H’의 응답에
서 우리는 소비자의 휴리스틱 사용의 증거를 확인하는 듯싶다. 또한 ‘D’의 응
답을 통해서 그 선택과정을 맥락적으로 이해해야만 할 필요성을 발견함과 동
시에, 이에 대한 접근이 녹록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H: 원재료 까지는 안 봐요. 유효기간만 보고, 멀리 있는 거 사요.
안쪽에 있는 거.
D: 기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아무래도 아무 우유나는 아니에요.

중심현상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의미하는 핵심범주
는 근거이론 접근법의 핵심이다(Hutchinson, 1986). 본 연구에서 발견된 중
심현상에 대처하는 소비자의 모습은 "반복된 경험학습을 통해 얻어진 휴리스
틱을 통해 선택의 합당함을 도모하는 모습"이라고 하겠다.

2. 패러다임 분석
패러다임 모형 도출을 통한 중심현상에 대한 발견은 나머지 연관 범주들과
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즉, 중심현상의 발생이나 발전을 이끄는
배경이라고 표현 할 수 있는 인과적 조건과, 중심현상을 야기하는 일련의 속
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으로서, 후에 전략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맥락
적 조건을 연관지을 수 있다. 그리고 중심현상이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으로
표출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시‧공간적,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중재적 조건으로 연결지어질 수 있다. 이후 이러한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 전략들이 이론을 뒷받침하게 되고, 이렇게 취해진 전략은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Strauss & Corbin, 1990,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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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과적 조건
(1) 제품차별성부재 인식
"선택피로감 탈피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중심현상은 제품환경인
시장환경과 의사결정의 주체인 개인의 환경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소비자 선택행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여건과 개인의
경험적 여건은 중심현상에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제품시장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제품차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거의 모든 참여자들
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이었다.
A: 식용유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B: 근데 우유는 우유인 것 같아요. 맛의 차이를 모르겠어요.(웃음)
그래도 많으니까...
C: 근데 제가 써 본 다음에 느낀 거는 ‘거기서 거기구나...’ 다 필요없고...
D: 우유도...사실 저는 ○○도 ○○우유도 ○○○○도 무슨 차이인지를
모르겠어요. 맛도 그냥 난 다 우유에요...
E: 고추장 같은 거요...초고추장. ○○거가 맛있나? ○○○거가 맛있나?
맨날 헷갈려요. 어디 게 맛있나?
H: 세일하는 것만 사죠. 어차피 맛이 똑같으니까...(중략)
천연 그런 거 써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걸로 하려는데...
거의 다 천연이더라구요..(헛웃음)
I: 어차피 다 제가 보기에 가루 세제는 거기서 거기지요.
그 제품이 그 제품이죠.

이처럼 차별화가 미미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제품에 그
다지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비자는 보다 수월하게 휴리스
틱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대다수 기업의 시장에 대한 접근방
식이 자사의 약점 보완에 있기 때문에(Moon, 2011), 차별화란 것이 오히려
평준화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는 배경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보인다.
Moon(2011)은 모든 항공사들이 똑같이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모든 세제들이 얼룩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을 깨달았을 때, 소비자는 더 이상 특정 브랜드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잃

- 69 -

어버린다고 했다. 무의미한 차별화는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관심을 둔감하게
할 가능성이 존재해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차별화가 존재하지 않는 제품 환
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즉,
저관여, 반복구매의 일상적 의사결정에서 제품차별성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
적 시각은 휴리스틱 사용의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제품다양성이 증대되는 시장 환경에서 다양성을 포기
하고 싶지는 않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포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등에 이끌려서 다양성을 추구(variety-seeking)
하는 소비성향이 내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러한 다양함
이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을 감소시키고, 종종 선택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심지어 선택에 대한 만족을 저하시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이에 대한 단점
을 의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구색이 갖추어진 다양함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Kahn, 1995;
Chernev 2003; 박지우‧여정성, 2014, 재인용).
A: 짜증이 나요. 하지만, 내가 살려는 게 많아야 경쟁력이 있어서 좋지 않나.
없으면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릴 테니까...많을수록 가격이 다운 될 테니까.
좋긴 좋지만...
F: 너무 많은 게...상술+웰빙에 맞춰 좋은 제품을 많이 내놓으려고 노력
하는 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그게 상술이랑 잘 겹쳤구나.

참여자들의 이러한 응답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
품이 다양해지는 것이 피로감을 초래하더라도 시장경쟁이나, 가격측면에서 소
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과, 소비자의 기호가 세분화됨
에 따라 시장이 맞춤화되고 있는 기업의 노력이라고 평가한다는 사실이다. 다
양성에 역설(paradox of large assortment)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선 제품의 수는 더 이상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으며, 소비자는 제품 수와 관계없이 자신의 선택전략을 구
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제품 다양성인식 수준이 선택대안 과부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박지우‧여정성, 2014)와 맥을 같이한다. 소비자의 다
양성에 대한 인식은 '제품 유사성(similarity)'과 '제품 다양성(diversity)'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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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질 수 있었는데, 대안의 수가 많
아지는 경우가 되면, 오직 유사성만이 소비자의 선택과부하 인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의사결정에서 선택피로감을 누적시키는 의사
결정의 상황은 '대안들의 많음'이라는 표면적인 사실 이면에 '대안들의 유사함'
이라는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2) 제품탐색 과부하경험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조건으로 '제품차별성부재 인식'과 더불어
제품탐색 중에 겪게 되는 과부하에 대한 경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제품의 과다로 제품탐색 중에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개인적 과부하경험은 온라인채널에서 보다 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보탐
색 자체에 대한 냉소적 시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A: (중략) 처음에는 해본 적이 있죠. 10개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도 있죠.
판매자 A 사이트는 얼마라고 옆에 적어 놓고, 다른 데는 택배비까지 하면
얼마...또 적고...오히려 작은 것에 섬세하게 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웃음) 나중에는 “내가 뭐하는 짓인가?”
B: 아는 거는 적은데...선택할 거는 너무 많아서 짜증나고...(중략)
인터넷 쇼핑은 더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사람들 말이 딱 맞는거 같아요.
몇 백원 아끼려고 인터넷 쇼핑에 몇 시간 투자한다고..온라인에서 자주 경험해요.
밤새는 적도 있어요. “뭐하는 짓이지!” 하다가도...
C: 혼란스러울 때 많죠. 너무 종류가 많을 때. 오프라인에서 딱 봤을 때...
오프라인은 혼란스러워요. 뭘 사야하나? 특히나 비슷하잖아요.
적당했으면 좋겠어요.
G: 인터넷으로 막 찾고...골머리 앓는 걸 싫어해서...해봤어요.
한동안은 뒤지고(짜증 목소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겪은 과부하의 경험은 해당 선택채널에 대한 시각을
형성하고 이 후 채널선호 강화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현대의 멀티채널환경에
서 정보채널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의사결정에서 가장 먼저 정보채
널을 선택해야 한다(남유진‧김경자, 2013)는 의미에서, 과부하의 경험은 채널
선택에 가장 먼저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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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을 살펴보면, 선택경향에 따라서 오프라인 선호자와 온라인 선
호자 그리고 중립적인 성향의 세 그룹으로 구분이 되어졌다. 오프라인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참여자 H, D, G는 온라인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
인 E, A, C, I 참여자에 비해서 다소 확고한 채널선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참여자 H는 온라인구매에 대해서 최근에야 관심을 갖기 시작한 참
여자였으며, 참여자 D와 G 또한 배우자와 함께 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온
라인 구매를 하지 않는 참여자였다.
D: 저는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웃음)...온라인으로 사이트 들어가서 물건
사고 이런 건...저는 정말 안 해봤고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뭐지...인터넷에 있는 의류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해서 구매하구 이런 거를
익숙하게 해보지를 않아서...즐겨하지는 않아요.
G: 컴퓨터를 찾지는 않아요. 제가 컴퓨터하고는 좀 멀어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고르는 편이라…(중략)
H: 그 얘기는 들었어요. 진짜...친구들도 인터넷에서 산다더라고요.
제가 오프라인을 별루 안하니까...저는 눈으로 보는 게, 더 와 닿잖아요.

반면에, 온라인 채널 선호 성향을 보이는 참여자들은 온라인을 고수한다기
보다는 온라인 채널을 선호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 채널을 사용하는
참여자들이었다. 예를 들면, 참여자 E의 경우는 현재 온라인 구매를 주로 하
지만, 휴직을 했던 지난 1년간은 오프라인 구매를 꽤 많이 했던 경험을 이야
기 했으며, 참여자 A와 C 또한 온라인 구매를 위주로 하는 생활이지만, 상품
의 속성과 본인의 구매 지식여부에 따라서 오프라인 구매를 찾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요즘 직장여성이 언제 off-line 쇼핑 할 시간이 있겠어요. 주중에는
일하고, 대부분 주말에는 가족하고 있고요.
C: 사는 것은 주로 인터넷으로...오프라인 매장은 안가요.
E: 전 온라인으로 사죠. off-line은 시간 될 때 사는데 거의 안 사고...
직장다니면서는 거의 나갈 일이 없어서...
I: 매장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에서 샀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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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오프라인 채널의 선호여부와는 별개로 모든 참여자들은 상품의
속성과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병행하여 적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멀티채널 소비자의 집단이 전체소비자
의 55%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이진명‧나종연, 2012)를 지지한다고 보인다.
더불어, 온라인 정보채널의 폭넓은 활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정보채널이 오
프라인 정보채널을 완벽히 대체하지 못하며, 이 두 채널 사이의 간극을 소비
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최아영‧나종연, 2012)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G: 인터넷으로 보고 사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진하고 실물하고 틀리잖아요.
그게 싫고. 반품해야 하고...그게 싫고...(중략)
왜냐면 인터넷 쇼핑하면 2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프라인가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사잖아요.
A: 막 자기들은 싸다구 몇% 크게 붙여놨는데, 알고 보니까...
싸지도 않더라구요. 인터넷 보니까...
C: 그게 나중에 최저가가 인터넷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역시 인터넷이야.
그걸 굳이 어떻게는 안 하지만, ‘그래! 역시 인터넷이 답이다.’
E: 그러니까 ○○닷컴 들어가는 것도, 일반 매장가면 ○○백화점에 있는
같은 물건인데도 되게 비싸요. “○○닷컴에서 사면 지금 10%, 20%
세일 하는데 왜 안 해줘요?” 하면 해줄 수가 없데요.
그런 식으로 몇 번 겪고 나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사는 거죠.

이러한 선택채널에 대한 선호는 개인적 학습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결과로 설
명이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의 참여자(H, G)들은
온라인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보여주었고, 온라인을 선호하는 참여자(A, C,
E)들은 온라인구매 채널에 대한 확신강화의 경험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소
비자의 채널선택에 있어서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기술이나 물리적 특
성에 의한 채널의 구분이 전체 소비자집단의 유형화에는 충분하지 않다(이진
명‧나종연, 2012)는 데에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맥락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맥락적 조건에 의해서 더욱 심화되거나 또는 완화되고 있었
다. 이러한 맥락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포함한 시장환경
에 의해서 야기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 환경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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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선호성향은 제품의 속성
이나 사용용도에 따라서 완화될 수 있었고, 선택채널에 대한 의미도 재해석될
수 있었다.
F: 온라인은 책...책이 싸니까요...온라인은 책정도 하고요.(중략)
쇼핑가서 사기는 무겁고 불편하고...인터넷으로 한 번 사봐야지 하는데..
싸더라고요. 대량으로 사니까...
I: 인터넷은 책...책 주문...책은 무조건 ○○○. 서점에서는 안 사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인터넷. 싸니까.
A: off-line을 가는 건 만져보고, 물어보고 사야하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 분야고,
매장에 간다는 건 내가 뭘 물어 보고 싶은 거죠.
E: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심심해 할 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뭐 좀 사러 갈까” 하고 괜히 가서 눈에 띄는 거 사러 가는 거죠.
필요한 거 사러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부분은 소비자가 '항시세일'을 하는 경우에
익숙해져 있어서 세일을 안 하는 일반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오히려 당황하
고, 고민이 깊어진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선택피로감을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맥락적 요인이 되고 있었다.
H: 세일하는 것만 사죠. 항상 있어요.(세일하는 게)
I: 이것도 세일을 하네...계속...근데, 마트 가면 항상 세일을 해요.
저것도 세일을 계속 해...정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계속 세일이죠.
G: 매일 세일 하는 것만 매일 세일하니까... 그걸 보니까...
옛날에는 세일하면 무조건 샀는데...이제는 저기는 매일 세일하는구나.
C: 어느 날은 그게 세일을 안 하니까...고민이 생기는 거죠.
‘세일을 안 해...그걸 무조건 사? 아, 어떡하지!’

더구나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시간적 압박의 상황은 환
경적인 맥락적 조건과 맞물려 중심현상을 더 뚜렷하게 하고 있었다. 더불어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도 선택전략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조건 중의 하나였다.
B: 제가 지쳐서...뭐냐면...시간에 쫒겨서...이 시간이면 그만두고 애를 데리러 가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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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애기 키우면서 시간이 없으니까...가격 비교도 잘 안하고...
일단 현재 내가 필요하니까 빨리빨리 사는 거죠.
G: 애들을 봐야하니까...공부도 봐 줘야하고...시간이 없으니까...
H: 느긋하게 텔레비전 보고 그럴 시간 없어요.
I: 바뻐요. 조급하게 해요. 한 시간 안에...
빨리 살 것만 사고 나오는 스타일이죠.
D: 예전에는 솔직히 얘기하면...예전에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유 같은 거는 금액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때보다 여유가 더 없으니까. 애들이 커서 금액도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주목할 점은 소비자가 맥락적 조건 중에서도 특수한 상황적 의사결정을 내
려야 하는 환경에 놓이면, 중심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은 더
욱 빠르게 진행되고, 기대수준 또한 상황에 맞게 타협되고 조정된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C: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인터넷으로 사는데...
너무 급해서 매장 가서 덜컥 샀는데…(중략)
∴ (기대 타협) “내가 충분한 탐구를 안 해서..”
G: 갑자기 바꿨어요.(중략) 그래서 많이 따져보지 못하고. 바로 샀어요.
∴ (기대 타협) 만일 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데 것도 더 둘러 봤을 거예요.
I: 김치 없이는 못 사니까...급하니까 사게 되더라고요.
∴ (기대 타협) 근데, 그게 맛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기대는 안 해요.

종합하면, 제품차별성부재 인식과 항시세일은 시장환경 요인으로서 중심현
상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제품탐색 중에 겪게 되는 과부하경험은 제품탐색
자체에 대한 냉소적 시각으로 이어지며, 동시에 이는 개인적 요인으로 중심현
상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제품차별성부재 인식과 제품탐색 과정 중의
과부하경험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엿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온라인 채널에서의 과부하경험이 다소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프라인에 비해서 시간적, 공간적 통제
없이 자유롭게 제품탐색이 허용된다는 선택채널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과부하
경험을 갖게 하는 주요 선택채널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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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용/상호작용 전략
1) 전략의 범주화
발견된 중심현상에 대처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24개의 선택전략이 도출되었다. 이를 범주화하면 <표 4-7>과 같이 총 7개의
전략으로 요약된다. 기존 휴리스틱의 범주에 견주어 보면, 전반적으로 제거 휴
리스틱의 개념에 기반한 선택전략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일정 정보를 무
시하고 하나의 이유에 근거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것에 의존하는 전략들이 해당
되었다. 한편, 새로움을 추구하거나 가격이점을 안고 기회를 이용하는 전략은
그보다는 만족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휴리스틱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표 4-7> 작용/상호작용 전략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
‧
‧
‧
‧
‧
‧

범주

가격과 (브랜드/품질/욕구) 타협
최저가격
선택가능 가격 범위 내 타협
필요요건 중 최저가격과 타협
가능한 총지불 금액 내에서 효용과 타협
시간과 정보탐색과의 타협

가격/시간
타협전략

‧ 광고에 의한 선별적정보를 활용
‧ 상대적 전문가를 활용
‧ 접근 가능한 한정된 정보 활용

선별적정보
활용전략

‧ 차별화된 선택 채널 개발
‧ 선택장소 및 선택채널의 한정

차별적경로
개발전략

‧ 구매 후 만족 경험에 의존
‧ 대표브랜드/선호브랜드 믿음에 의존

경험/브랜드
신뢰전략

‧ 습관적 선택
‧ 익숙한 것에 대한 관성적 선택

익숙함
유지전략

‧
‧
‧
‧

새로움
추구전략

감정기분의 이끌림
디자인에 이끌림
신선한 자극 시도
인지브랜드 내에서 다양성 추구

‧ 선호제품 사재기
‧ 세일/행사 기회
‧ 판매원의 판촉 기회

시기포착
기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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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휴리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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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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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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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범주별 분석
(1) 가격/시간 타협전략
전략들을 범주화하였을 때 가장 많은 하위전략들을 포함하고 있는 범주는
가격/시간 타협전략이었다. 즉,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의 방법이 표출될 수 있
는 전략은 단연코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돈과 시간
을 타협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격과 관련한 전략이 다양하다는 것이, 이들 전략이 많이 사용되는
전략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9명의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추출
되는 가격/시간 타협전략은 드물었고, 모두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전략을 사
용하고 있었기에, 개별 하위 전략의 언급빈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전략들에 비
해서 낮았다. 이처럼 가격은 브랜드, 품질 그리고 소비자의 욕구, 제품에 대한
기대효용 사이에서 미묘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C: 상품평은 탑이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이걸 사 말아...사 말아..’
고민하다가 ○○○이라고 제3의 일본기업이 할인 행사를 하더라구요.
I: 그 가격 주고 사기는 싫은데...그 밑에 등급의...아예 노메이커는 싫고,
그나마 브랜드가 있는 ○○○이 싸니까...그걸 사자. 그래서 샀어요.
C: 이런 옵션을 고려하다보니 가격이...저는 예상을 십만 원 대로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걸 사려고 했더니 이십만 원 후반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십만 원 대로. 제가 쳐 낼 건 쳐냈어요. 가격에 맞춰서...
E: 유기농을 쓰고 싶어서 살짝 비교는 했는데...차이가 엄청 나더라구요.
근데, ○○우유를 샀을 때는...내가 한 달에 감수할 수 있는 비용, 전체적인 금액.
한 달에 대략 삼만 오천 원에서 사만 원을 냈는데...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 사만 오천 원이 나오네. 그럼 크게 차이는 아니잖아요.

특히, 가격지불이 가능한 경계영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최저가격을 기
준으로 해서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무조건 최저가격을 선
호하는 경우, 둘째, 필수적인 요건을 만족하는 대안 중 최저가격을 우선하는
경우, 셋째, 지불 가능한 범위영역에서는 최저가격이 무시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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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식용유는 원래 가장 싼 걸 사는데...제일 싼 걸 사요. 세일 한다고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요.(중략) 치약도 제일 싼 거요. 어느 순간 제가 바꿨어요.
치약도 양치질이 중요하지...뭐...주방세제도 제일 싼 거...
C: 왜냐하면 너무 빨리 닳아요. 빨래를 다른 분이 하는데...너무...막 써요.
그래서 점점 싼 걸로 갈아타는 것 같아요. 주방세제도...점점 싼 걸로...
손 보호 이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싸고 양 많은 것. 요즘 섬유유연제도
조금 넣고 효과 많은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B: 지금은 ○○우유를 먼저 보구, ○○우유 중에서 저렴한 거요.
F: 안 써 있으면 끝가지 추적해요. “이거 천연펄프에요? 아니에요?”
물어봐서 천연펄프 중에서 싼 거...천연펄프면 돼요.
B: 저렴하니까요. 만 원 이하...만 원 이하 정도는 선택을 바꿔요.

시간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급박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특수한 상
황을 초래하는 맥락적 조건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더구나 중심현상인 "선택피
로감 탈피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바탕에는 사실
상, 어느 정도 시간과 타협하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으로 두드러지게 발현되는 경우는 특히, 정
보탐색과 관련된 경우였다.
A: 일본기저귀라고...수입하는 사람들이 막 올려요. 모두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데...그걸 고민하느니 내가 옛날에 구매하던 매장에서 그냥 사는 게
나아요. 시간 절약이죠.
B: ‘지금까지 중에서 뭐가 제일 괜찮았지?’ 하고 ‘그거나 하자...’하고 다시
그걸 빨리 찾아요. 빠른 시간 안에 찾아요.
E: 다 못 보죠. 적당히 보지...
F: 바로 그날 샀어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더 공들여봐야...타협해야죠.

가격/시간 타협전략에서 보이듯이 참여자들의 선택전략은 상당히 폭 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상품의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을 복합적으로 구사할 뿐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전략들을 수정
하고 선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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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험/브랜드 신뢰전략과 시기포착 기회전략
도출된 전략 24가지 중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된 전략의 빈
도를 살펴보면 <표 4-8>과 같다. 언급된 빈도가 높아서 주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9명의 참여자들 중 6~7명의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언급
이 되었다는 점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수반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소비자가
선택과부하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략들이라
고 할 수 있다.
<표 4-8> 언급빈도가 높은 전략들
작용/상호작용 전략

사용언급 빈도

연구참여자(명)

대표브랜드/선호브랜드 믿음

22

7

구매 후 만족 경험 의존

14

6

최저가격

13

5

세일/행사 기회 이용

11

6

판매원의 판촉 기회 이용

10

7

소비자의 응답을 참여자(sources)의 빈도로 살펴보면, 대표브랜드 또는 선호
브랜드에 대한 믿음에 의존한 전략이나(7명), 판매원의 판촉 기회를 이용한다는
선택의 빈도가(7명)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 전략은 다수의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라는 의미이다.
A: ○○우유는 브랜드에요. 스타벅스랑 똑 같죠.
고추장, 된장은 선호식품이 있어요. ○○○..이라고 브랜드가 있어요.
B: 이천 원 더 주더라도 ○○○. ○○○ 아니면 ○○○에서만 사요.
딴 거는 안사요. 무조건 ○○○.
C: 식품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식품은 그것만 사요.
고추장처럼 ○○○, 아니면 ○○. 만두가 그래요. 물만두! 아예 안 봐요.
하나 딱 사기를 시작하면, 그냥 너무 많으니까...
고추장은 ○○이랑 ○○○ 딱 두 브랜드 중에서...
E: ○○우유는 그냥...대표 브랜드니까. 알아보지도 않고요.(중략)
F: 꼭 먹고 싶으면, ○○○ 거 사서 먹죠. 아니면 ○○○ 거.
G: 햄은 ○○○ 거 많이 먹고...그래도 ○○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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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브랜드 또는 선호브랜드에 대한 신뢰에 의존한 전략은 대부분 식품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와는 반대로 판매원의 판촉에 의지
한 선택전략은 생활용품의 선택에 있어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 머뭇머뭇하다가...그 때 꼭 홍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그걸 사요.
(중략) 제가 사용하는 게 무슨 브랜드인지 조차 몰라요.
D: 주방세제, 유연제는 하나만 고집하는 건 없고요. 그냥 그때그때...
판매원의 꼬임에 넘어가서...(웃음) 내가 필요해서 사러 갔는데, 그 때
마침 나와서 홍보를 하면, “예” 하고 사올 때 있어요. 들어보기도 하고..
G: 판매원이 추천하면, 그 사람이 추천해 주는 거 중에서 괜찮은 걸로...
I: 그랬더니...언니가 지금 이런 기회가 없다는 거에요. 근데 진짜 쌌어요.

이처럼 판매원의 판촉에 의지하는 기회전략의 사용은 추후에 세일이나 행사
품목 위주의 제품을 찾게 하는 습성을 낳고, 나아가 세일이나 행사가 아닌 품
목을 어쩌다 사게 되는 경우 손해를 보았다는 느낌까지 갖게 하고 있다. 더욱
이 자주 세일을 접하던 품목이 갑자기 세일을 하지 않는 경우, 상당히 당황스
럽고 곤란한 선택고민 상황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러한 불편한
경험은 '사재기'라는 또 하나의 기회전략을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기본적으로 세일을 해야 해요. 전 정가주의는 안돼요.
특가로 아예 나오는 거 말고...기본적으로 세일을 해주는 거요.
그래서 전 이월상품을 좋아해요.
C: 햄도...행사기준이요. 전혀 안 보고 더 얹어주는 거요.
주방세제도 그렇고...식용유는 항상 1+1 행사해서요.
E: 일단은 계란은 ○○○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할인하는 걸 사게 되는
것 같아요. 할인 안 하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I: 휴지는 정가를 주고는 절대로 안 산다는 거죠. 세제도 그렇고...
좋은 거를 세일할 때만 산다는 거죠.
C: 휴지같은 거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제가 느끼기에...그래서 ○○○
행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미리미리 사놔요. 행사하면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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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리사요. 왜냐하면 캔은 상하지 않으니까. 김도...유통기한이 긴 거는...
세일을 하면 사 놓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휴지는 비싼 게 세일하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는 그게...사실...휴지가 저 가격일 때는 안사죠.

<표 4-8>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이 된 전략의 빈도를 순서
대로 살펴보면, 대표브랜드 또는 선호브랜드 믿음에 의존한 선택과 구매 후
만족 경험에 의존한 선택, 최저가격 선택 순서로 나타났다. 곧, 가장 많은 품
목에 걸쳐서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이 이들 전략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참여자들의 구매 후 만족 경험에 의존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다.
A: 전 우유는 ○○우유. 무조건 우유는 ○○우유. 딴 건 맛없어요.
맹숭맹숭 해요. 저는 그게 맛이 틀리다고 느껴요.(중략)
어묵은 ○○. 두툼하고 야채 들어간 거 그건 비싸도 사요.
경험상 먹어봤을 때 맛있어요. 가격이 두 배에요.
E: 어묵도 ○○ 거는 안 사고, ○○거를 사요. 그걸 사요. 그게 좀 맛있는
거 같아요. ○○은 좀 두껍고...그게 좀 얇고 맛있는 것 같아요.
나쁜 거 들었는지는 모르겠고요.
G: 써 보구 괜찮으면 그냥 쓰고, 써 보구 아니다 싶으면 안 사는데...(중략)
계란은 제가 보니까...○○○계란이 되게 고소해요.
H: 맛있으면, 계속 그것 만 사죠. 딴 건 안 사요.
I: ○○참치캔만 사요. ○○는 정말 맛이 없어요.
비교했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소비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브랜드 믿음, 구매 후 경험
그리고 최저가격 전략의 공통점은 명확한 하나의 단서에 의존해서 선택을 결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브랜드, 경험 그리고 가격은 복잡한 의사결정 상
황에서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간결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길잡이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연구에서 알 수 있었고, 소비자가 이를 활용해서 많은 의사결정을 내
리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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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별적정보 활용과 차별적경로 개발 전략
소비자가 선별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정보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하고 있었다.
광고에서 보거나 들은 정보, 자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주
변인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경우, 그리고 정확한 진위여부를 떠나서 자신에게
접근이 허용된 한정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E: 포도씨유를 사야 되더라고요. 그런 기름이 안 좋데요. 몰라요.
그것도 정확히는 몰라요.(중략) 잘못된 정보일 수 있지만...(중략)
아! 카롤라유 보다는 포도씨유가 낫구나 하죠.
I: ○○우유가 그렇다네요. 그게 설사를 안 한데요. 그걸 먹으면...
그래서 우리 신랑이 딴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그게 아마
가공 뭐...그 자체가 다르데요. 그래서 그것만 사요.
G: 간장은...예전에 요리를 배웠어요. ○○○좋다고 해서...
요리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일반적인 대중매체 광고를 이용한 소비자의 정보 활용 전략을 쉽게 예상했
지만, 제품에 대한 광고나 브랜드 광고의 이미지를 선뜻 떠올리는 연구참여자
는 없었다. 하지만, 선택순간에 접했을 경우 상품의 표시나 광고의 기억은 때
로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C: 우유는, 왜냐하면 그런 문구를 봤거든요. 우유 품질이 다 똑같다.(웃음)
D: 왠지 더 ○○○ 것은 깔끔할 것 같아서...“~~”라는 문구에 그냥...
I: 그게 찬물에 잘 녹는 거여요. 거기 적혀 있었어요. ‘찬물 전용세제.’
뜨거운 물 굳이 안 해도 잘 녹는 세제라고...

이처럼 선별적으로 본인에게 각인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나머지 비교 단서들
을 무시하고, 선택을 단순화하는 것을 넘어서, 선택채널 자체를 고정화시킴으
로써 보다 수월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도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차별화된 선택
채널을 주변에서 지식적 또는 비지시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경우와 소비자가
의식적으로 한정된 채널로 구매를 고정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다. 이
를 통해 소비자는 선택과부하의 구매상황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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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소개해주시는 분이 그래도 잘 알고, 제가 믿을 만하고...양은 적어도...
가격은 좀 비쌌어요. 그래도 그런 거는 “나도 하나 할래” 하죠.
F: 예전에 유기농 두부를 집으로 배달시켜 먹었어요. 파주에서...(중략)
간장은 따로 주문해요. 소개받은..소개시켜 줬어요. 동네 엄마가...
E: 만약에 “손세정세 ○○이 문제가 많아”라고 얘기 하는데...
○○○은 조용해...말이 없어요. 그러면 믿고 쓰는 거에요.(중략)
I: ○○○ 거기만 가요. 저는 새로운 마트를 절대 안가요.
헤매는 게 싫어요.

(4) 익숙함 유지전략과 새로움 추구전략

의사결정에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 과정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는 아마도 지금 논의하는 이 두 전략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듯싶다. 연구참여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익숙함과 그로 인한 편리함을 유
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감정‧기분에 의해서 새로움을
추구해 보려는 욕구도 표출하였다. 특히, 습관적 선택은 특별히 외부의 자극
이나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관성적 전략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
었다.
A: 전 우유는 무조건 ○○우유. 전 그게 맛이 틀리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이 상표를 안 보여주고 두 개 중 먹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못 알아 맞췄어요. 제가 못 느끼더라구요. 다른 건 물맛이 강해서
못 먹겠다고 했더니...신랑이 “절대 아니다”라며...근데, 제가 ○○우유
상표를 보고 먹으면 맹숭맹숭해요. 이건 습관인 것 같아요.
그냥 습관이에요. ○○우유를 사야 안심이 돼요.
F: 신랑은 ○○우유만 사 오더라고요. 습관인 것 같아요.
I: 그래서 솔직히 나도 모르게 ○○우유를 집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고추장은 ○○○만...뭔지는 모르겠지만. ○○○만 사게 돼요.
A: ○○을 계속 먹다가 딴 걸로 이동하려고 하면 굉장히 주저하고...
웬만한 계기가 없으면 이동 안하죠.
I: 이게 같은 가격인데 딱 옮기기는 쉽지 않죠. 먹던 게 있기 때문에(중략)
마트가면 항상 세일을 해요. 솔직히 옮겨 타기가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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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고정적일 것 같던 익숙함에 이끌린 선택도 선택 순간의 감정과
분위기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참여자들은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는 소비
자의 정보원천 활용 현황에서 매장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
에서 보여주듯이, 상품을 구매하는 상황 즉, 기업과의 최접점인 매장에서의
정보습득이나 기분이 구매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최아영‧나종연, 2012; 이세진, 2007)에 의해 지지될 수 있어 보인다.
D: 매번 다른 거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H: 그때그때 땡기는 것. 보통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B: 그냥 이번에는 “이걸 사볼까?”
I: 지겨운 거죠. 한 메이커를 일 이년이나 계속 먹어보니까...지겨운 거죠.

하지만 새로움을 위한 다양성의 추구는 가격 타협전략에서 언급된 대로, 지
불 가능한 경계영역 안에 제품이 자리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만일 제품
들 사이에 10%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면 선뜻 선택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참
여자들은 응답하고 있다. 그럴 경우 가격이 적게 나가는 쪽을 쉽게 버리지 못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신뢰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에는 인지하는 브랜드 내에
서만 소극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선택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A: 근데 그 차이가 제 머릿속으로 제가 더 뒤져봐야 만일 백만 원인
물건이 2~3만원 차이다. 5만원차이다 하면 아니고...십만 원 차이다
하면 10%니까 당연히 더 뒤져야죠.
E: 내가 아는 브랜드 내에서 돌려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B: ○○우유. 그 안에도 많거든요. ~우유, ~우유, ~우유...등 그 중에서
가서 봐요. 이번에는 이거 사고, 저번에는 저거 사고...

본 절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일곱 가지 범주의 24가지 전략은 유사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또 개인에 따라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적용
이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 전략들의 형성과 그 사용배경에 대해서는 개
인의 경험과 심리 그리고 제품선택속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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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적 조건
1) 개인적 학습
선택을 통한 개인적 학습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통제
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인다. 개인적 학습은 중심현상에 영향
을 주는 인과적 조건으로 피드백이 되어 개인의 채널선호 성향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의미가 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경험에 의한 깨달음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선택전략을 변경하
거나 고수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비중이 또한 작지 않아 보인다. 셋
째, 개인적 학습으로 얻어진 정보필터링 노하우는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선명한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학습으로, 개인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선택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노력은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다.
A: 두 개만 봐야지. 더 이상 보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고...보다보면...
딴 거 봐야 뻔한데 뭐...얘가 낫네 식으로...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요.
터득하게 돼요.
B: 마트 아줌마랑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 미안해서 사게 되니까...
제가 제 자신을 알아서...그래서 내 자신을 알아서 몇 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시식도 안 해요.
F: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가요. 오래 서 있고,
그러니까 자주는 안하죠.

특히, 온라인에서의 시간 통제에 대한 어려움은 온라인 선호자와 비선호자
그리고 중립적 성향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선택채널에 대한 선호 강화 또는 정보필터링 노하
우 습득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발전되었다.
A: (중략) 처음에는 해본 적이 있죠. 10개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도 있죠.
판매자 A 사이트는 얼마라고 옆에 적어 놓고, 다른 데는 택배비까지
하면 얼마...또 적고...오히려 작은 것에 섬세하게 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웃음)
나중에는 “내가 뭐하는 짓인가? 천원 이천원 가지고...” 시간대비 노력
대비 알고 보니, 해 봤더니 오백원 아끼더라...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해보면. 한시간 30분이 후딱 가요.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걸 하지.
내가 이걸 아끼려고 하고 있나! 이 시간에 외국어 공부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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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터넷 쇼핑은 더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사람들 말이 딱 맞는 거
같아요. 몇 백원 아끼려고 인터넷 쇼핑에 몇 시간 투자한다고.. 온라인에서
자주 경험해요. 밤새는 적도 있어요. “뭐하는 짓이지!” 하다가도 들인 시간이
아까우니까...“그냥 오프라인 가버릴까..” 하다가도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모르겠다.’ 몇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그냥 몰라” 하고 결제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C: 두, 세 시간은 턱없이 모자라고요. 일주일 정도는 찾아줘야...집에서 한 9시쯤
켜서...고민이 아직 안 끝났는데...새벽 1시 돼서 할 수 없이 접고,
다음 날 또 9시쯤 고민을 시작해서 고민이 깊어지므로...또 다시
밤이 늦어져서 접고...이렇게 하루 하루가 지나가요.
“내가 이게 무슨 짓이지”하는 생각을...
“내가 이걸로 지금 몇 만원을 세이브 하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 까?” 하지만...하지만 이미 들어버린...또 해요. 살 때까지 해요.
G: 근데 저는 인터넷으로 막 찾고...골머리 앓는 걸 싫어해서...해봤어요.
한동안은 뒤지고(짜증 목소리)...더 젊었을 때는 애들 놓고, 그 때는 컴퓨터를
안고 살았죠. 시간이 너무 아까운거에요. 결국은 몇 백원 차이인데...
골머리 앓기 싫어서...

살펴보면, 온라인채널에서의 제품탐색 중 과부하로 인하여 시간통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거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적으로 겪은 경험인데 반하여,
이에 대처하는 소비자의 대응은 두 가지 방향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과부하를
극복하고 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찾는 참여자는 확
실히, 현재 온라인채널 선호경향을 보인 참여자 A, C, E와 온‧오프라인에 중
립적인 B, F참여자였다. 반면, 과부하로 인한 통제의 어려움을 한 때 겪었고,
현재는 오프라인 채널 선호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참여자 G는 별다른 정
보필터링 전략을 보여주지 않았다.

A: 전 뭔가 처음사야 된다 하면...엄마들 사이트를 처음 가요. ○○○.
댓글을 봐요. 그럼 딱 느낌이 와요. 이거는 광고성이다. (중략)
저도 몇 번 봤더니...알아요.
근데 전 두 개를 봐요. 나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그 사이트는
워낙 대중화된 사이트라서...물건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중략)
웬만큼 확인한 다음에 마포의 조그만 사이트...거기는 업체들이 없고,
광고성 글이 많지 않아요. 거기서 다시 물어봐요.
C: 상품평을 보죠. 별점이 다섯 개잖아요. 안 좋은 것부터 봐요. 별 하나짜리부터...
평점이 높더라도...별 하나짜리 기준으로 평가가 안 좋은 게 섞여
있으면...게는 패스에요.
F: 블로그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에요. 얘가 판매원인가? 파워블로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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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부정적으로 쓴 블로그는 믿을 만 해요. 긍정적인 거는 약간 의심하고.
B: 다시 찾는 어려운 경험을 한 뒤로는...(중략) 시간에 쫓겨요. 막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장바구니를 뒤져서 결제하고 끝내요. 그게 저의 방법 이라고나 할까요.
(중략) 저는 블로그를 정말 많이 봐요.(중략) 마지막에 ‘이건 내 돈 내고 내가 쓴
거다’라고 되어있는 거. 그 사람들 것만 봐요.

위와 같은 정보필터링 노하우가 의사결정과정을 압축해주고, 이러한 지속적
학습이 피드백 과정을 거쳐 다시 개인의 선호경향을 확고히 하게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이처럼 무엇보다 소소한 경험에 의해 누적된 학습은 전략에 미
치는 파장이 직접적이었다.
A: 경험이 쌓인 거죠. 가끔씩은 이탈을 해보지만...이탈을 해봐야 별 거 없구나.
생각이 축척이 됐죠. 그래서 아예 셋팅 된 품목은 고민 안 해요.
경험이 누적된 거죠. 딴 거 사봐야 별거 없다고.
B: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거를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너무 안 좋은 인상을 두 번 이상 받으면 그냥 옛날 것만 찾는 것 같고.
D: 쓰던 걸 계속 쓰는 편이에요. 혹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러면 안 되니까...

더구나 제품 사용 중에 경험하게 된 '불만'은 동 제품을 선택하게 된 전략의

수정 또한 동반하게 한다. 특이한 점은, 일반휴지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이 대
동소이했다는 것이다. 휴지와는 다르게, 우유를 비롯한 일상적 구매 품목 중
에서 소비자가 뚜렷하게 품질을 가늠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희박했기 때문
에 이는 대조되는 결과였다.
D: 티슈. 먼지...어떤게 되게 하얗게 나오는 거 있던데...
(중략) 그래서 ‘이거는 싫다. 아! 안사고 싶다.’
G: 아휴.. (한숨 쉬며) 아닌 거예요. 너무 뻣뻣한 거예요. 휴지가(한숨)
I: 휴지도 사봤는데...사봤어요. 먼지가 풀풀나고...너무 안 좋아요.

이러한 바가 암시하는 것은, 첫째, 제품의 속성에 따라서 소비자가 사용하
는 제품의 전략이 유사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품질이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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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학습
사회적 학습은 첫째, 주변인으로부터의 정보습득과 권유 둘째, 매스미디어
를 통한 정보습득과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인, 그리고 모방의 형태로 전개되
고 있었다. 주변인으로부터의 정보를 습득하거나 권유를 받는 경험은 차별화
된 경로를 개발하거나, 상대적 전문가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발전되었다.
한편, 매스미디어에 의한 정보습득은 대표브랜드, 선호브랜드를 더욱 지지
하는 신뢰전략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 중에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은 단연코 주변인의 추천이었다. 기
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에, 주변 이웃이나 가족의 의견, 권유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D: “뭐가 좋아?” 하고 물어 볼 때도 있고, 친구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 그거는 친구 엄마들이 괜찮다고 해서...
‘어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싶은데 맛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괜찮아 사봐 맛있어” 하면 “그래”하고 살 때 있어요.
F: 소개시켜줬어요. 동네엄마가. 자기가 맛있으니까 먹으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줘서...(중략)
엄마들이 워낙 많이 쓰니까...좋다고 하니까. ○○○은 염두에 두고 있었죠.
(중략) 근데, 제가 친한 사람이 적극 권하면 사요. 같이 마트에 갔는데
“이거 너무 좋아. 사봐”하면 한 번 정도는 사요.
G: 사람들 이야기...엄마들 얘기 중에서...뭐 얘기 하다가...염두에 두죠.
아무래도 사야 될 것 같으면...미리 미리 물어보고. (중략)
이거 괜찮다는데...거의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카톡에다가 이거 살 건데...
H: 누군가 그게 맛있다고 해서...거래처에서 알게 된...같은 나이 또래에요.
(중략) 만약에 이렇게 말하다가...그게 맛있더라 하면
‘아 그래!’ 하고 메모를 하죠. 기억이 잘 안 나니까...
I: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중략) 그래도 얘기를 듣고 사는 것 같아요.
물어 보지는 않더라도...엄마들이 수다를 많이 떠는데...
“요즘 뭐가 나왔는데...”하면 들어 보기는 하죠.

또 다른 방향의 사회적 학습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
중매체의 영향에 의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현재 선택을 새삼 확인하고 선택
전략을 수정할지 고수할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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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저는 ○○우유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뉴스에서 나왔는데…2년 전인가 뉴스에 나왔어요. 기존에는 가격만 보고
브랜드 안 따지고 먹었어요. (중략)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구요.
E: 만약에 “손세정세 ○○이 문제가 많아”라고 얘기 하는데...○○○은 조용해.....
말이 없어요. 또 근데, 먹는 거 문제 있다구 하는 데 조용해요,
그러면 믿고 쓰는 거에요.(중략)
소비자고발인가에서 보고. 그런데서 한 번 보고...그럼, 우리 집 간장은...
집에서 찾아보고...(중략) “그냥 얘 쓰면 되네”하죠.(한숨 쉬며)

마지막으로 '모방'은 단순화와 관련하여 새삼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
다(Bently et al., 2011). 모방이란 어휘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다른 것을 본뜨
거나 본받음'이다.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사회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나
는 의식적‧무의식적 행위를 지칭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주변의
지인 또는 타인의 모습들에서 우연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서들을 유용하게 찾아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 그리고 주변 아줌마가 쓰는 거요. 그냥 아는 동네 아줌마에요.
집 앞에 ○○○이 와 있어요. 우리는 다 보이거든요. 배달 차도 그렇고
집 앞에 박스 같은 게 배달 되어 있는 거에요. 내가 아는 언니인데...
제가 보니까 ○○○을 쓰고 있잖아..”○○○이 뭐야”
F: 옆집 엄마가...문에 뭐가 걸려있는 거에요..“이거 뭐야”그랬죠.
호주머니에○○○ 유기농이라고 적혀있어서, 물어 보고 전화번호 알아냈죠.
친하니까...(중략) 느껴요...제가 막 담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딱 하다가..
“이거 맛없어. 저 위에 것 집어”하면, 신랑이 힘들게 막 하잖아요. 밑에 것 집었던
사람이 다시 내려 놓고...위에 것 다시 집어가요.
I: 이거 어디서 팔아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제 카트를 보고 “이거 얼마주고
샀어요?” 그럼 “저기서 세일해요.” 하고 싸다고 얘기 해줘요.
(중략) 오늘도 제가 ○○을 세일하는지 몰랐잖아요. 어느 사람 카트에
○○○을 3, 4개를 산거에요. 저게 뭐야? 하죠.

위와 같이 모방은 단순화를 추구하기 위한 긍정적 도구로서 새로운 시각에
서 조명해 볼 가치가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
자는 모방을 통해서 차별화된 선택채널이나 차별적인 정보를 유용하게 얻고
있었기에, 모방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 있는 분석
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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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하면, 행동경제학과 진화심리학이 인간의 행동이 편견과 오류에 사로잡
히고, 그다지 계산적이지 못한 비합리적 존재라는 '불편한 진실'을 밝혀, 인류
에 대한 오류를 정정했다는 것은 크나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두 분
야가 놓친 것이 있다면, 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이라고 하였다(Bentley
et al., 2011).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쩌면 모방은 인간의 의사결정
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사
료된다.

3) 진화적 학습
선택전략은 개인적 학습과 사회적 학습의 영향을 거치면서 결국 발전되고
변화 과정을 거친다.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선택
전략에도 서서히 변화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보탐색의 정도가 서서히 감소하고, 선택고민의 깊이도 옅어지고 있었다.
A: 어느 순간 내가 바꿨어요.(중략)
나이도 마흔이 되는데...삼십대 초반에는 이것저것 사봤겠죠.
이것 두 먹어보고..저것 두 먹어보고...
D: 사실, 애기 낳고 처음에는...제가 그 전에는 살림을 안 해봐서 모르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왠지 애기 낳고 조심스러워서 유기농 먹어야 될 것
같은...그래서 고기도 무항생제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에...되게 먹거리에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해지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그런 생각
이 없어지기도 하고, 무뎌지더라구요. 애들도 3명이고,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 사먹어도 다 건강하게 잘 지내니까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많이 변하기는 했어요. 그런 데서 되게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G: 젊었을 때는 고민고민 해서 사잖아요. 나이 들수록...(고민 안해요)
샀다가 반품하고...그런 것도 많고...사왔는데, 영 아닌 것 두 많고...

위와 같이, 참여자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택에 대
한 가치관이나 성향이 조금씩 변화해 감을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
연히 선택전략이나 선택채널의 선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F: 옛날에는 인터넷에서 샀어요. 5~6년 전 얘기에요. 5~6년 전에는 인터넷에서
샀어요. 인터넷에서 옷 산지 5년이 넘었어요. 귀찮아요.
나이가 든거죠. 옛날에는 했죠. 애들 재우고 했죠.
이제는 귀찮아서 오프라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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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온라인 구매) 해봤어요. 한동안은 뒤지고...더 젊었을 때는
애들 재워 놓고...그 때는 컴퓨터를 안고 살았죠.
I: 신혼 때는...가격 차이를 몰랐어요. 백화점이 비싸다는 걸 몰랐고...
젊었을 때는 호박도 백화점에서 사고. 나중에 안 거에요. 아! 마트가 싸구나...
살림하고 보니까. 이제는 가격을 보더라구요. (중략)
훨씬 젊었을 때는 했죠. (인터넷 의류쇼핑) 그거는 하기 싫어요.

연구참여자들은 현재의 선택모습과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간간히 과거의 자
신의 선택모습과 견주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이 쌓이는 것
은 자신에게 부합하는 선택전략을 찾아나가게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었다.

5. 결과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은 중심현상에 대응하면서 결과를 산출하게 되는데,
대략 네 가지 응답으로 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택전략의 사용으로
소비자는 좋은 선택을 했다는 뿌듯함에서 만족감을 얻었고 둘째, 전략의 사용
으로 손실을 회피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셋째, 나름 괜찮은 선택을 했다는
자기합리화를 통해 선택에 합당함을 부여 했으며, 넷째, 시간절약을 했다는
측면에서 편의적 충족감을 부여하기도 했다.
선택결과로 산출되는 만족감의 제일 큰 비중은 가격 측면에서 나왔는데, 유
리하게 선택을 잘 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그런 경우였다. 때로는 타인이
모르는 정보 또는 자신만의 경험을 갖고 차별화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갖는 뿌듯함도 만족감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 제가 최저가로 사야 기분이 좋아요. 판매업자랑 흥정은 못하지만,
대신 그냥 그들이 내놓은 가격 중에 최저가로 사야 기분이 좋아요.
H: 맨날 보던 거면서 세일하면 아주 대박이죠.
거기다 덤으로 뭐 붙어 있는 거...(웃음)
I: 제가 제일 득템 한다고 느끼는 거는 내 마음에 쏙 드는걸 50%세일
한다고...고민 안하고 사죠.
B: “아! 그럼 나도 사봐야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뿌듯함...
내가 뭔가를 선도했다는 느낌...그런게 있었어요. (중략) 그 때 다른 엄마
들이 나를 한 번 씩 보면서 옆에서 집을 까 하는...그 때 뿌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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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통해서 얻은 결과 중의 하나로 참여자들은 시간을 절약했다는 것에
서 충족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러한 이유에서 선택결과물에 합당한 이유를
부여하기도 했다. 나름대로 쓸모 있고 괜찮은 선택이었다는 자기합리화를 통
해 선택을 설명하는 경우이다.
A: 내 조건에 다 맞으면 그냥 생각없이...가차 없이 사요.
그게 내 시간을 절약 해 주더라고요. (중략)
거의 비슷한 걸 인터넷에서 뒤져서...한 시간 넘게 걸렸죠. 본 날 보구,
다음날 회사에서 또 보구. 결국, 백십만 원에 샀죠. 소파 백십만 원이면
진짜 싼 거더라구요.(격양된 어조)
H: 근데 가격으로 치면 싼 거니까...그러니까...그래 이 정도는 뭐...
가끔 싫증날 때 옷 정말 없을 때 입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격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반품할 정도는 아니고...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은 무엇보다 손해를 보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느낌을 갖
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 (중략) 내가 눈에 봤던 거는 못 사는 것 같아요. 눈에 봤던 거는...
내가 아예 비교 안하고 갔던 거는 그냥 사는 거구요.
내가 한 번 검색하고 같던 거는 못 사는 것 같아요.
I: 솔직히 별 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손해 본다는 느낌이 있는 거에요.
내가 바보같이 쇼핑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모르고 사면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샀거든요. 내가 아는 걸 내가 봤잖아요. 알고는 못 하는 거에요.
(중략) 할인을 받고 가야 마음이 편한 걸 아는 거에요.

즉, 선택의 결과가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또는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손해
라는 사실을 알면서 선택을 하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했다. 따라서 세일이나
행사의 시기를 이용하면, 최소한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
다고 기대한다. 또한 기회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을 겪
거나 선택을 미루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채로운 의사결정 환경에
대처해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산출되는 결과는, 그래도 괜찮은 선택이었다는
만족감,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는 안도감, 자기합리화를 통한 합당함, 그리고
시간절약을 했다는 편의적 충족감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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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본 절에서는 일상적 구매의사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과정을 맥락적으로 파
악하여, '소비자 휴리스틱'의 선택전략을 발견하였다. 소비자가 실제로 선택한
제품을 구술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제품을 선택하게 된 전략의 배경을 이해
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품의 다양성이 지나쳐 대안의 과부하를 지각하고 있
다고 연구된, 십여 가지의 품목을 연구대상으로 정하여, 소비자 휴리스틱의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심층면접과 동반쇼핑의 연구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근거이론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휴리스틱의 패러다임 모형
을 도출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NVivo10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선택피로감 탈피
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중심현상'이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소
비자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중심현상을 어떻
게 다루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의미하는 '핵심범주'는 "반복된 경험
학습을 통해 얻어진 휴리스틱을 통해 선택의 합당함을 도모하는 모습"이라고 정리
하였다. 중심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은 총 24가지로 도
출이 되었으며, 이는 다시 일곱 개의 범주로 축약되었다. 해당 범주는 가격/
시간 타협전략, 선별적정보 활용전략, 차별적경로 개발전략, 경험/브랜드 신뢰
전략, 익숙함 유지전략, 새로움 추구전략, 시기포착 기회전략이다.
둘째, 24가지의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전략은 다섯
가지로 압축되었는데, 해당 전략은 모두 경험/브랜드 신뢰전략과 시기포착 기
회전략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대표브랜드‧선호브랜드 신뢰전략, 구매
후 경험 신뢰전략, 최저가격 전략, 세일‧행사 기회전략, 그리고 판매원의 판촉
기회전략이 해당되었다.
대표브랜드‧선호브랜드나 구매 후 경험에 의존하는 전략은 불확실한 위험이
존재하는 선택환경에서 가능한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바람이 담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의존할 수 있는 선택의 '단서'로서 브랜드나
경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일이나 행사기회를 이용하거나, 판매원의 판촉 기회를 활용하
는 '시기포착 기회전략'이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들 전략은 때때로 선호제품에
대한 사재기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마음에 드는 기회를 포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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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적인 이점을 안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는 좋은 선택을 했다는
뿌듯함에서 오는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반대로 만일, 이러한 기회를
알면서도 시기를 놓쳐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예상과 다르게 '항시세일'
이던 품목이 세일을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오히려 더 깊은 고민과 함께
선택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심현상'을 야기하는 '인과적 조건'은 두 가지로 제품에 대한 차별
성을 느낄 수 없다는 인식과, 제품탐색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과부하의 경험으
로 요약되었다. 제품들이 모두 대동소이하다는 '제품차별성부재'에 대한 인식
은 제품탐색에 대한 소비자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온라
인채널과 오프라인채널의 제품탐색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과부하의 부정적 경
험은 선택피로감을 불러일으켜, 시간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
고 있었다. 무엇보다, 온라인채널에서의 제품탐색 과부하경험은 모든 참여자
들이 공감하는 공통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으며, 이는 정보와 제품의
탐색 자체에 대한 냉소적 시각을 쌓게 하고 있었다.
넷째, '중심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을 선택하게 되
는 배경에는 '중재적 조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택에서 통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정보필터링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은
개인적 학습의 영역이었다. 주변인으로부터의 정보습득과 권유,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모방을 통한 전략의 구사는 사회적 학습의 영향이었다. 더불
어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듦'과 함께 선택의 기준이 변화하고, 정보탐색의 정
도가 변화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진화적 학습 또한 주요한 전략 구사의
배경이 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소비자는 복잡한 의사결정 환경 속에서 신속한 의
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 휴리스틱'으로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총 24가지, 일곱 개의 범주로 도출된 이들 전략은 비체계
적 비합리적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소비자의 개인적, 사회적, 진화적 학습에
의해서 체득한 경험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의사결정전략임은 확실하였다. 하지
만 전략과 인과적 조건(환경), 전략과 중재적 조건(학습)에 대한 관계의 보편
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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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 및 선택의 영향요인
본 절에서는 심층면접과 동반쇼핑을 통해 도출된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
및 선택을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소비자 휴리
스틱은 본고 3장의 <표 3-9>에 제시한대로 15가지 전략으로 조사되었다. 소
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소
비자 휴리스틱의 사용개수는 최저 0개에서 최고 15개 범위 내의 값을 갖는다.
연구결과를 다음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첫째,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
와 사용개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둘째, 환경요인에 따른 소비자 휴
리스틱의 사용을 기술하였다. 이어 개인요인에 따른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
에 대한 결과를 심리성향과 학습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제품선택
속성요인에 따른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선택패턴을 정리하였다.
1.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와 사용개수
1)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
도출된 15가지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사용정도(0점~10점)를 조사한 결
과 평균은 5.86(87.87/150)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는 전혀 사용하지 않
는 전략일 경우 0점을 부과하였으며, 매번 사용하는 전략일 경우 10점을 부과
하였다.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로 그 사용정도를 파악하면 <표 4-9>와 같
다. 가장 높은 사용정도를 보인 소비자 휴리스틱의 개별전략은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는 선택전략과, 구매 후 경험에 의지하여 선택하는 전략으로 나타났는
데, 이들 전략은 경험/대표(선호)브랜드에 의존하는 신뢰전략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면접을 통해서 얻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장의 2절에 제시한 <표 4-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표(선호)브랜드 믿
음에 의존하는 전략과 구매 후 경험에 의존하는 전략이 심층면접의 연구참여
자들에게서도 가장 높은 언급 빈도를 나타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뢰전략이 소비자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휴리스틱일 가능
성이 매우 높다고 짐작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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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정도

(최소값:0 최대값:10)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

평균(sd)

‧몇몇 제품은 특정 브랜드를 고집하는데, 왜냐하면 믿고 구입할 만해서 선택

7.08(1.90)

‧경험상 써보니 나쁘지 않아서 고민 없이 동일 제품을 지속적으로 재구매

7.03(1.75)

‧브랜드, 품질 등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 범위 안의 가격제품 중에서 선택

6.88(1.60)

‧세일, 묶음상품, 1+1상품, 쿠폰행사 등의 기회가 있으면 선택

6.84(1.97)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계속 같은 제품을 선택

6.46(1.96)

‧상할 염려가 없는 제품의 경우 세일이나 행사기회에 사재기를 함

6.22(2.47)

‧인지하는 브랜드 중에서 여러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택(선택적 다양성)

6.12(1.92)

‧여유가 있을 때는 “이건 뭘까?”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선택

5.73(2.25)

‧주변에서 보고 들은 정보나, 아는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제품을 선택

5.61(2.00)

‧광고, 또는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홍보문구가 눈에 띄어 제품을 선택

5.35(1.99)

‧일반마트가 아닌, 특정 유통경로 또는 지역공급자를 믿고 제품을 선택

5.12(2.43)

‧구입 순간에 판매원의 판촉설명을 듣고 괜찮아 보여서 선택

4.99(2.17)

‧무조건 최저가격으로 선택

4.98(2.41)

‧별로 따져보는 것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선택

4.85(2.34)

‧감정‧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선택

4.60(2.37)

이와 같은 결과는 선택과부하 상황에서 의사결정 모습의 변화를 살펴본 본
장의 1절 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과부하 상황의 유무,
시간제약의 유무라는 환경설정의 변화와 관계없이 '브랜드'라는 선택속성은
다른 여는 속성, 예를 들면, 가격, 디자인, 품질과 다르게 중요도인지에 변화
가 없는 유일한 선택속성이었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
는 대부분의 구매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는, 그리고 브랜드라는 단서에
의지하는 선택이 현실적으로 불확실성에 따르는 위험을 가장 감소시켜줄 수 있는
선택전략이라고 소비자가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신뢰전략은
과부하 상황의 여부를 차치하고 의사결정을 단순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반면, 최저가격 전략은 심층면접결과와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는
데, 이는 개별전략들의 편차로 해석이 가능하다. 신뢰전략이 가장 사용정도가
높으면서도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사재기 전략, 차별화된 채널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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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략, 최저가격 전략은 상대적으로 전략의 사용정도에 있어서 소비자의
편차가 큰 편이었다. 이는 이들 전략이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서, 또는 여건에
따라서 비교적 명확한 사용정도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전략임을 암시하고 있다.
개별 전략의 사용정도를 범주별로 묶어서 살펴보면 <표 4-10>과 같다. 경험
/브랜드에 의존하는 신뢰전략의 사용정도 평균은 7.05/10(점) 이었으며, 시기
포착의 기회전략이 6.02/10(점), 가격/시간의 타협전략이 5.94/10(점)이었다.
달리 해석하면, 소비자는 선택과부하의 상황에서 신뢰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70%, 세일이나 판매원의 판촉, 사재기 등의 기회전략을 구사할 확률이 60%,
적정 범위내의 가격 선에서 타협하는 선택을 할 확률이 59%라는 의미이다.
소비자의 전략 사용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전략사용의 최
소값(사용확률 0%)과 최대값(사용확률 100%)의 빈도를 확인하였다. <표
4-10>은 각 개별 전략별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략이라는 응답을 한 소비자
와 구매 상황에서 매번 빠짐없이 사용하는 즉, 100%의 사용 확률을 지닌 선
택전략이라고 응답한 소비자의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0> 소비자 휴리스틱의 범주별 사용정도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확률 (0%)

사용확률 (100%)

응답자 빈도

응답자 빈도

범주

전략

가격/시간

최저가격

28(5.5%)

15(2.9%)

타협전략

가격타협

2(0.4%)

18(3.5%)

선택적 다양성

4(0.8%)

11(2.2%)

새로움

응답자 수(%) <전체 510명>

사용정도
평균(sd)
<0점 ~ 10점>

5.94(1.56)

감정‧기분

34(6.7%)

5(1.0%)

5.48(1.69)

신선한 자극
세일‧행사
사재기
판매원 판촉
주변정보‧추천

10(2.0%)
1(0.2%)
17(3.3%)
19(3.7%)
8(1.6%)

14(2.7%)
37(7.3%)
26(5.1%)
3(0.6%)
3(0.6%)

6.02(1.70)

활용전략
경험/브랜드

광고‧홍보

11(2.2%)

4(0.8%)

경험구매

0(0%)

31(6.1%)

신뢰전략
익숙함

특정브랜드

5(1.0%)

49(9.6%)

습관

28(5.5%)

6(1.2%)

유지전략
차별적경로

관성

4(0.8%)

29(5.7%)

특정채널

28(5.5%)

10(2.0%)

추구전략
시기포착
기회전략
선별적정보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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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79)
7.05(1.62)
5.65(1.62)
5.12(2.43)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략이라고 응답한 소비자의 빈도가 가장 높은 전략은
감정‧기분에 의한 전략이었고, 반대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비자
가 한 명도 없는 전략은 경험 후 신뢰에 의존해서 선택하는 전략으로 나타났
다. 결국, 소비자 휴리스틱 중에서 감정‧기분에 의한 선택전략은 소비자에 따
라서 그 사용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다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반
면, 소비자 휴리스틱 중 경험 후 구매 전략은 소비자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는 일반적 전략일 수 있다.
한편, 사용할 확률이 100%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은 전략은 브랜드 믿
음에 의존한 신뢰전략이었다. 응답자의 9.6%인 49명이 브랜드라는 단서에 근
거한 선택전략을 선택과부하의 일상적 의사결정 구매상황에서 빠짐없이 사용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어떠한 정보보다도 오히려 브랜드가 내포하고 있
는 정보가 소비자에게 더 유용하고 의미 있게 지각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하는
단서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주변정보나 지인의 추천, 광고나 홍보를 활용하
는 선별적정보 활용전략을 매번 사용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소비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전략이 간헐적으로 그리고 특정시
점에 일시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정보에 기반 한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이를 토
대로 한 선택전략 역시 고정적이지 않음을 예측하게 한다.

2)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개수
개인별로 사용하는 주요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사용개수를 확인하였다. 여
기서 주요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이라 함은 소비자가 구매상황에서 50% 이상
사용할 확률을 지닌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상황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의 집합이라도 보아도 무방하
다. <표 4-11>은 소비자가 지니고 있는 주요 전략의 사용개수 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을 열한 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조사 대상
소비자의 64.5%를 차지했다. 반면, 5개 이하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소비자
는 전체의 5.9%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품목이었던
십여 가지의 품목들에 대해서 소비자는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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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개수의 분포
주요전략 사용개수

빈도(퍼센트)

누적퍼센트

0

3(0.6%)

0.6%

1

1(0.2%)

0.8%

2

3(0.6%)

1.4%

0개~5개

3

3(0.6%)

2.0%

30명(5.9%)

4

6(1.2%)

3.1%

5

14(2.7%)

5.9%

6

10(2.0%)

7.8%

7

20(3.9%)

11.8%

8

37(7.3%)

19.0%

9

39(7.6%)

26.7%

10

45(8.8%)

35.5%

11

61(12.0%)

47.5%

12

73(14.3%)

61.85

13

80(15.7%)

77.5%

14

115(22.5%)

100%

15

0(0%)

100%

합계

사용개수

6개~10개
151명(29.6%)

11개~14개
329명(64.5%)

510명(100%)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개수의 전체 평균 10.99(개)

소비자가 휴리스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로 구매 시에 이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는 소비자가 상황에 대
응하여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말해줌과 동시에, 소비자가 휴리스
틱의 '전략집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습으로 쌓여진 인지메
커니즘의 집합인 '적응적 도구상자'로서의 휴리스틱 집합을 설명하게 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소비자가 '소비자 휴리스틱'으로서 상당히 다양한 전략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의 사용개수가 어
떠한 이유에서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휴리
스틱 전략집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및 개인요인의 구체적 파악이 필요
해 보인다. 특히, 선택과부하의 환경요인에 의해서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개
수에 영향이 있음을 밝힌다면, 이는 소비자 휴리스틱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
하는 적정한 소비자 의사결정의 방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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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에 미치는 환경요인
1)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정도 및 사용개수에 미치는 환경요인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의 환경요인으로 도출된 제품차별성부재 인식과 제품
탐색에서의 과부하경험이 휴리스틱 사용정도와 휴리스틱 사용개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표 4-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가지 환경요인 변수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
품차별성부재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 온라인탐색 중 겪은 과부하의 경험이
높은 집단이 휴리스틱을 사용할 확률이 정(正)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2>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정도와 사용개수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환경요인
제품차별성부재
사용

인식

정도
온라인탐색 중
과부하경험

종속
변수

제품차별성부재
사용

인식
개수
온라인탐색 중
과부하경험

집단

전략사용정도(sd)

저

5.40(1.16)

중

5.95(0.96)

고

6.33(1.23)

저

5.52(1.21)

중

5.87(1.08)

고

6.14(1.12)

저

9.77(2.99)

중

11.55(2.67)

고

11.77(2.51)

저

9.89(3.15)

중

11.58(2.65)

고

11.41(2.57)

F값

Scheffe



a

27.651   

b
c
a

12.599



b
b
a

27.024



b
b
a

18.116



b
b

<사용정도;최소값:o, 최대값:10/ 사용개수; 최소값:0, 최대값:15>

 < .05,    < .01,    < .001

이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들이 소비자의 인지적 노력을 감소시키고 의사
결정을 간소화시켜주는 방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품차별성부재 인식'은 소비자의 선택과부하 인지를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점을 감안하면, 선택과부하 인지가 높은 집단
이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이 높음을 충분히 예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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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선행연구에서 선택과부하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품다양성 인
식과 제품유사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품유사성 요인이 과부하 인지와 관련
이 있다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대안이 적은 경우는 이 두 요
인이 모두 과부하인지에 영향을 주지만, 대안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다양
성 요인의 영향은 사라지고 유사성 요인만이 과부하 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결과(박지우‧여정성, 2014)에서 암시하듯이, 제품차별성의 부재는
과부하를 겪은 소비자가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하게 온라인 제품탐색 과정 중에 과부하로 야기된 부정적인 경험
은 탐색자체에 대해 냉소적 시각을 쌓게 함과 동시에,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
용정도와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개수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제품탐색 중의 과부하경험이 보다 높은 집단이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
용정도도 높아지고, 사용하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개수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2)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사용에 미치는 환경요인
제품차별성부재 인식과 제품탐색 과부하경험에 따라서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13>과 같다. 두 환경요인
은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선택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제품차
별성부재 인식에 따른 집단에 따라서 휴리스틱 전략의 선택에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는데, 5개 전략을 제외한 10개 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과부하경험에 따른 집단에서는 7개의 전략에서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를 전략 범주별로 살펴보면, 유독 경험/브랜드 신뢰전략과 가격 타협전략
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나머지 5개
범주의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의 선택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환경요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들 전략의 공통
적인 특징은 소비자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략으로 조사된 상위 3
개의 전략이었으며, 그 편차도 상대적으로 작은 전략이어서, 대부분의 소비자
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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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환경요인에 따른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사용정도
소비자 휴리스틱
범주

타협
전략

전략

최저가격

가격타협
선택적
다양성
추구
전략

감정‧기분
신선한
자극
세일‧행사

기회
전략

사재기

판매원

활용
전략

주변정보
추천
광고‧홍보

경험구매
신뢰
전략

특정
브랜드
습관

유지
전략
관성
개발
전략

특정채널

제품차별성부재 인식
집단

평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4.59
5.23
5.15
6.90
6.82
6.97
5.68
6.12
6.69
3.51
4.93
5.58
5.25
5.88
6.15
6.58
6.79
7.27
6.08
6.15
6.52
4.10
5.27
5.77
5.09
5.79
6.04
4.59
5.68
5.85
6.87
7.01
7.29
6.85
7.17
7.33
3.71
5.12
5.95
6.16
6.43
6.92
4.63
5.29
5.52

F값
3.72

제품탐색 과부하경험
Scheffe



.37

10.70



36.22



6.82



4.90



a
a
a

a

b
b
c
b
b

a
bb
c

1.30

27.63



10.12



21.46



a

a

a

b
b
b
b
b
b

2.35

2.79

43.33



5.69



5.92



a

b

a
bb
c
a

b
b

c



집단

평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4.97
4.85
5.12
6.76
6.73
7.13
5.94
6.10
6.28
4.01
4.85
4.90
5.21
5.73
6.18
6.67
6.72
7.10
5.87
6.05
6.69
4.37
5.07
5.46
5.25
5.63
5.91
5.03
5.44
5.55
6.88
6.92
7.24
6.99
7.02
7.23
4.06
5.09
5.30
6.04
6.61
6.70
4.71
5.25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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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F값

Scheffe



.57

3.46

1.38

7.43

8.37





a

b
b

a
bb
b

2.59

5.39

11.57

4.70







a
bb
b
a

b
b

a
bb
c

3.14

2.27

.83

14.21

5.70





a

a

b
b
b
b

3.39


 < .01,

 

 < .001

따라서 이들 전략은 제품차별성부재에 대한 인식 이전에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향
후 이들 전략은 과부하 환경에서 개인의 선택과 관련한 다양한 학습 정도에
따라서 전략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선택
통제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개인적 경험과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사회
적 학습,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선택의 모습이 변화해감을 자각하는

진화적

학습 등의 정도에 따라서는 이들 전략의 선택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는 전략임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혼란과 관련한 결과가 바로 혼란감소전략으로 이어져
특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남유진‧김경자, 2014),
학습된 과부하 수준이 바로 전략으로 이어져 이 역시 그 과정이 드러나지 않
았을 수도 있다고 짐작한다. 달리 해석하면, 이들 보편적인 전략은 과부하로
인한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전략이 선택되는 단계를 넘어서,
이미 학습된 많은 과부하로 인해서 선택전략으로 굳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전략의 선택을 살펴보면, 제품차별성부재 인식은 앞선 경험/브랜
드 신뢰전략과 가격 타협전략 외에 사재기 전략에서만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이는 사재기 전략이 선호하는 제품을 좋은 시기에 대량으로 미리
구매해 놓으려는 소비자의 심리가 제품차별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기 보다는
가격적인 이점이 높이 반영되었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인다.
한편, 제품탐색 과부하경험에 따른 집단간에는 타협전략과 신뢰전략 외에
선택적 다양성 추구전략, 세일행사 기회전략, 광고‧홍보 활용전략, 특정채널
개발전략의 사용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 이들 전략
은 제품탐색 중에 대안의 과부하로 인한 부정적 경험에 의해서 그 사용정도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전략은 과부
하경험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학습이나 심리성향에 따른 개인요인 또는
제품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선택이 강화 또는 약화되는 전략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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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에 미치는 개인요인
1)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정도 및 사용개수에 미치는 개인요인
<표 4-14>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을 나
타내주고 있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는 학습
의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택과
관련한 학습의 경험이 높은 집단이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도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시간가치추구 성향과 극대화추구 성향의 소비자 집단간에는 소
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표 4-14>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개인요인
개인적 학습

학습

사회적 학습

진화적 학습

극대화추구 성향
심리
성향
시간가치추구 성향

(집단)

F값

휴리스틱 사용정도(sd)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a

5.63(1.01)
5.77(1.18)
6.19(1.23)
5.32(1.11)
5.70(1.03)
6.42(1.08)
5.24(1.15)
5.76(1.06)
6.42(1.08)
5.69(1.10)
5.90(1.11)
5.96(1.27)
5.60(1.21)
5.73(1.13)
6.18(1.07)

(종속변수: 휴리스틱 사용정도 : 0점~10점)

Scheffe

11.014



a
b
a

46.632   

b
c
a

39.189   

b
c

2.235
a

13.303



b
c



 < .05,



 < .01,



 < .001

즉, 시간가치추구 성향의 집단에 따라서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지만, 극대화추구 성향의 집단에 따라서는 휴리스틱의
사용정도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소비자 휴리스틱이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을 단순화시켜주는 적절한 전략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시간가
치추구 성향이 높은 집단이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진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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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정정보를 무시하고 단순한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목표가 시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집단의 가치와는 부합하지만, 극
대화추구 성향의 소비자가 추구하는 지향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이 증명되었
다고 하겠다.
더불어 이러한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가 학습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의미가 있다. 즉, 일상적 의사결정에서 휴
리스틱 연구가 '학습'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적응성'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견해(하영원, 2012)에 설명을 더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학습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의사결정의 오류가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개수에 미치는 개인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
과는 <표 4-15>와 같다. 학습 중에서는 사회적 학습, 진화적 학습이 높은 집
단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개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마찬가지로 시간가치추구 성향이 높은 집단이 사용하는 소비자 휴리스틱
의 개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반면, 개인적 학습과 극대화추구 성향의 집단에
따라서 사용하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개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개인요인
개인적 학습

학습

사회적 학습

진화적 학습

극대화추구 성향
심리
성향
시간가치추구 성향

(집단)

사용개수(sd)

저
중
고
저
중

10.82(2.83)
10.77(3.14)
11.38(2.64)
9.62(2.94)
11.00(2.93)

고

12.02(2.32)

저
중

9.45(3.04)
11.03(2.82)

고
저
중
고
저
중

11.93(2.42)
10.92(2.93)
11.14(2.88)
10.86(2.85)
10.18(2.93)
10.80(2.98)

고

11.84(2.53)

<종속변수: 사용개수; 최소값:0, 최대값:15 >

- 105 -

F값

Scheffe



2.305
a
31.718



b
c
a

25.428   

b
c

0.469
a
16.290



a
b



 < .05,



 < .01,



 < .001

학습영역의 특징을 고려할 때, 사용하는 휴리스틱 전략의 다양함에는 개인
적 경험만을 통해 얻은 학습보다는 사회적, 진화적 학습이 전략의 사용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선택채
널을 습득하게 되는 사회적 학습,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험이 누적
되면서 터득하게 되는 진화적 학습은 소비자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보유를 보다 풍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휴
리스틱 전략의 사용개수는 학습과 심리성향이라는 개인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소비자 휴리스틱이 극대화추구가 아
닌, 시간가치추구에 보다 높은 우위를 두는 선택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사용에 미치는 개인요인
(1) 학습이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앞선 연구결과 선택경험을 통해서 소비자가 체득하는 학습은 세 가지였다.
첫째, 소비자는 선택과부하 상황에서 선택통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정보필
터링 노하우를 습득하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둘째, 주변인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거나 제품 선택권유를 받고, 때로는 매스미디어 또는 모방을 통
해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셋째, 시간이 흐르면서 정보탐색의
정도가 변하고, 선택의 기준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
다. 이들 세 가지 '학습'과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사용정도와의 관계는
<표 4-16>과 같다.
학습과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사용정도와는 높은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화적 학습 경험은 최저가격을 제외한 14개 전략에서, 사회
적 학습은 12개 전략에서 학습에 따른 집단에 따라서 사용정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다만, 유일하게 '최저가격'전략은 모든 학습 수준과 무관한 휴리
스틱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된 환경요인이나 이후 논의되는 심리성향
에 따른 결과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구매의사결정 전략 중에
서 최저가격 전략은 모든 의사결정 전략의 기본전제가 될 수 있는 전략으로
서, 내‧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거나, 단독으로 선택의 기준
으로서 작용하는 전략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106 -

<표 4-16> 학습에 따른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사용정도
소비자 휴리스틱
범주

전략
최저
가격

타협
전략
가격
타협

선택적
다양성
추구

감정

전략

기분
신선한
자극
세일
행사

기회
전략

사재기

판매원

활용
전략

주변
정보
추천
광고
홍보

경험
구매
신뢰
전략
특정
브랜드

습관
유지
전략
관성

개발
전략

특정
채널

개인적 학습

학습
집단

평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5.03
4.95
4.98
6.74
6.74
7.20
5.86
6.03
6.48
4.55
4.54
4.73
5.34
5.79
6.10
6.57
6.77
7.21
5.88
6.34
6.49
4.60
4.96
5.46
5.25
5.59
6.03
5.09
5.13
5.84
6.87
6.82
7.41
6.82
6.97
7.49

저

4.91

중

4.66

고

4.96

저
중
고
저
중
고

6.34
6.19
6.87
4.66
5.13
5.62

사회적 학습

F값 (Scheffe



)

.058

4.62



a
a
b

4.80



a
ab
b

0.35

5.15

4.86





a
ab
b
a
ab
b

2.91

7.01



6.65

7.71





a
ab
b
a
ab
b
a
a
b

5.94



6.00



a
a
b
a
a
b

평균
5.01
4.80
5.15
6.62
6.62
7.34
5.78
5.91
6.57
3.82
4.40
5.40
5.08
5.54
6.41
6.36
6.61
7.42
5.50
6.06
6.93
4.02
4.85
5.86
4.22
5.25
6.13
4.44
5.25
6.13
6.87
6.87
7.29
6.92
6.85
7.43

진화적 학습

F값 ( Scheffe



평균

)

4.83
4.90
5.23
6.80
6.77
7.25
5.71
5.88
6.75
3.47
4.63
5.31
5.01
5.61
6.39
6.38
6.72
7.34
5.82
6.12
6.66
3.94
4.89
5.84
4.65
5.62
6.22
4.39
5.29
6.05
6.88
6.85
7.39
6.69
6.89
7.65

1.03



a
a



a
a

12.31

8.78

20.51

16.10

b

b


a
a
b



a
a
b

14.19



15.03



a
a
b
a
a
b
a

33.66



b
c
a

85.44



b
c
a

33.01



c
3.50

5.07

b





a
a
b

4.66
.79

4.70

2.04

4.82



6.77



a
ab
b
a
ab
b

6.34
6.36
6.65
4.13
5.07
5.93



6.40

13.31



a
a



a
a

b

b
a

20.25

b
c



a
a



a
a

13.13

8.53



b

b
4.12

a
ab



b
a

27.02



b
c
a

20.64



b
c
a

23.77

5.13



b
c
a
a



b

11.02



14.72



10.07



11.34



a
a
b
a
b
c

5.48
5.90
6.37
6.97
4.39
5.00
5.78

1.43
a
24.43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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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

1.16

3.92

5.12
5.63

F값 (Scheffe



a
a
b

 < .01,

a
a
b
 

 < .001

개인적 학습 수준과 무관한 전략으로는 최저가격 전략 외에 습관적 전략,
감정‧기분에 의한 전략, 사재기 전략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들 소비자
휴리스틱의 개별전략은 통제의 필요성을 자각하거나 정보필터링 노하우를 습
득하고, 선택채널을 한정하는 등의 깨달음을 통한 개인적 학습에 의해서 영향
을 받지는 않는 전략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학습의 정도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습관과 관성
이라는 익숙함을 유지하려는 선택전략에서만 사회적 학습에 따른 집단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의사결정을 단순화시켜주고 선택을 간결하게 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들 사이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이
다. 즉, 익숙함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습성화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습관과
관성구매 전략은 주변정보를 습득하고, 주변인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모방을
행하는 등의 사회적 학습에 의해 쉽게 변화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한편, 진화적 학습의 경우는 최저가격을 제외한 모든 전략의 사용정도에 있
어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소비자가 '나이듦'과 함께 정보탐색의 성향
이 바뀌고, 선택의 가치관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고 자각하는 것은 전략의
사용정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지각하는 '나
이듦'은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으로 실제, 물리적인 연령과 선택전략의 사용정
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심리성향이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사용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사용정도에 미치는 심리성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 4-17>과 같다. 앞서 논의된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극대화추구
성향이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의 사용정도에 주는 영향이 가장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극대화추구 성향이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와 그 사용개
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다만, 극대화추
구 성향 집단에 따라서 개별전략 중 특정브랜드 믿음에 의존하는 신뢰전략에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브
랜드'라는 선택속성이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
한 선택의 단서 또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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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심리성향에 따른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사용정도
소비자 휴리스틱
범주
타협
전략

전략
최저가격

가격타협
선택적
다양성
추구

감정‧기분

전략
신선한
자극
세일‧행사
기회
전략

사재기

판매원

활용
전략

주변정보
추천
광고‧홍보

경험구매
신뢰
전략

특정
브랜드
습관

유지
전략
관성
개발
전략

특정채널

극대화추구 성향
집단

평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4.84
4.95
5.18
6.67
6.87
7.10
5.98
6.06
6.31
4.33
4.60

고

4.90

저
중

5.35
5.83

고

5.96

저
중

6.43
7.00

고

7.03

저
중

5.70
6.36

고

6.54

저
중

4.77
5.06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5.14
5.16
5.73
5.88
5.21
5.37
5.43
6.80
7.06
7.19
6.64
7.04
7.56
4.40
4.79
5.40
6.44
6.44
6.52
4.74
5.21
5.33

F값

시간가치추구 성향
집단

평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4.86
5.03
5.06
6.75
6.93
6.95
5.90
5.96
6.42
3.74
4.64

고

5.34

ab

저
중

5.37
5.40

b

고

6.30

b

저
중

6.65
6.84

b

고

6.99

b

저
중

5.72
6.28

b

고

6.55

저
중

4.44
4.88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5.56
5.36
5.52
5.90
4.96
5.28
5.73
6.99
7.01
7.08
7.03
7.06
7.17
3.92
4.67
5.79
6.31
6.34
6.68
4.78
5.10
5.44

Scheffe

.803

2.81

1.29

2.16
a
3.14



a
4.56



a
5.04



1.24
a
5.76



b
b

.524

1.90

9.18



7.29

a
a
b





a
ab
b

.093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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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값

Scheffe



.340

.755

4.12

22.46



a
ab
b
a



b
c
a

10.35



a
b

1.22
a
4.88



ab
b
a

13.02



3.55

6.93





a
b
a
ab
b
a
ab
b

.110

.276
a
33.46

 < .05,



b
c

1.99

3.31




 < .01,

a
ab
b
 

 < .001

그 외 극대화추구 성향은 사재기 전략과 주변정보를 활용하는 전략 그리고
습관 전략에 있어서 집단간에 유의한 사용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
전략이 불확실성 하에서 소비자의 위험을 다소나마 회피시키고, 추구하는 선
택효용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전략으로,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의미
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시간가치추구 성향에 따른 집단간에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사용
정도는 다소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최저가격 전략을 포함해서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된 상위 네 개의 전략만이 시
간가치추구 성향에 따른 집단간에 사용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이들 전략이 시간가치추구와 관련이 없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이
미 다른 다양한 영향 요인들에 의해서 소비자의 선택전략으로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보다 농후하다.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 중에서 소비자의 학습은 이들
전략의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었다.
다시 말해, 앞선 환경요인에 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이미 빈번하
게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략들로 조사된 몇몇 전략은 과부하를 겪거나 시
간의 가치를 되새기는 경험을 한 소비자가 보다 많이 구사하는 전략이라고 해
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구매선택상황에서 소비
자의 의사결정을 명료하고 단순하게 이끌어 주고 있는 주요한 선택기준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의 사용은 선택과부하로 인한 여러 가지 개인적
경험들에 의해서 그 사용정도가 강화, 또는 약화되는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한편, 시간가치추구 성향이 높은 집단의 소비자는 감정‧기분에 의한 선택이
나, 판매원의 판촉에 의한 선택, 신선한 자극을 추구하는 선택전략의 사용정
도에 있어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 전략의 특징은 구
입시점의 자극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입접점에서 선택을
돕는 이러한 전략들은 소비자의 인지적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용한 하
나의 단서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시간할애를 줄여줄 수 있는 전략으
로 간주될 수 있다. 더불어 시간가치추구 성향이 높은 집단의 소비자는 선별
적정보를 활용, 차별화된 경로를 개발하는 전략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
였는데, 마찬가지로 정보탐색을 가급적 배제시키고,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시
키는 전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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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 휴리스틱의 선택에 미치는 제품선택속성요인
1) 제품군에 따른 소비자 휴리스틱의 선택
일상적 의사결정 제품군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소비자 휴리스
틱 전략선택을 살펴본 결과는 <표 4-18>과 같다. 제품군에 따라서 소비자 휴
리스틱 선택의 빈도를 가중치를 이용한   검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세 가
지 전략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략들의 선택 빈도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세일을 이용하는 전략과 선택적 다양성 추구전략 그리고 판매원의 판촉에
의지하는 전략은 제품군에 따른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의 선택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즉, 이들 전략은 특정 제품군에서 유의하게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 아니
라, 제품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이 사용되는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이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나머지 전략들이 제품군에 따라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소비
자 휴리스틱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4-18> 제품군에 따른 소비자 휴리스틱의 선택
소비자 휴리스틱
범주
타협

추구

기회

활용

신뢰

유지
개발

<복수응답>

일상적 의사결정의 제품군

전략

신선식품

저장식품

간편식품

인스턴트식품

개인위생용품

기능적소모품

최저가격

32(6.3)

17(3.3)

21(4.1)

37(7.3)

60(11.8)

45(8.8)

가격타협

271(53.1)

224(43.9)

213(41.8)

162(31.8)

172(33.7)

177(34.7)

선택적다양성

72(14.1)

63(12.4)

92(18.0)

78(15.3)

67(13.1)

62(12.2)

감정‧기분

15(2.9)

13(2.5)

41(8.0)

31(6.1)

35(6.9)

24(4.7)

신선한 자극

50(9.8)

36(7.1)

70(13.7)

77(15.1)

51(10.0)

52(10.2)

세일행사

198(38.8)

193(37.8)

224(43.9)

228(44.7)

235(46.1)

248(48.6)

사재기

46(9.0)

69(13.5)

41(8.0)

114(22.4)

148(29.0)

142(27.8)

판매원

31(6.1)

42(8.2)

53(10.4)

27(5.3)

37(7.3)

36(7.1)

주변정보추천

32(6.3)

70(13.7)

48(9.4)

63(12.4)

67(13.1)

52(10.2)

광고홍보

31(6.1)

45(8.8)

58(11.4)

69(13.5)

54(10.6)

40(7.8)

경험구매

165(32.4)

152(29.8)

147(28.8)

133(26.1)

189(37.1)

184(36.1)

특정 브랜드

119(23.3)

105(20.6)

152(29.8)

125(24.5)

86(16.9)

118(23.1)

습관

24(4.7)

21(4.1)

25(4.9)

32(6.3)

30(5.9)

30(5.9)

관성

109(21.4)

108(21.2)

78(15.3)

121(23.7)

92(18.0)

114(22.4)

특정채널

63(12.4)

39(7.6)

32(6.3)

17(3.3)

14(2.7)

17(3.3)

<단위: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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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품군에 걸쳐서 비슷한 사용정도를 보이는 즉,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전략의 공통점은 제품의 특별한 선택속성이나 단서에 의지하는 전략이라기보
다는 새로움을 찾거나, 좋은 기회를 이용하는 등의 구매접점에서의 순간판단
에 의한 전략이었다. 또한 <표 4-18>의 제품군에 따른 선택전략은 심층면접
에서 드러난 제품에 따른 전략의 언급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했다.
신선식품은 가격 타협전략과 특정 선택채널을 통한 개발전략을 선택하는 경
우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저장식품의 경우 주변인의 정보나 추천에 의한 활용
전략을 가장 높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층면접에서 연구참여
자들이 신선식품의 경우 지역유통업자와 같은 특정한 채널을 이용해서 구입하
거나, 저장식품의 경우 이웃이나 상대적 전문가와 같은 주변인에게서 들은 정보
에 의해서 특정 선택채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간편식품의 경우는 브랜드에 의존하는 신뢰전략, 다양성을 추구하거나 감정
‧기분에 의한 전략선택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심층면접에서 햄이나 냉
동만두와 같은 신뢰가 필요한 식품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의
존한 선택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었던 결과와 동일하다.
반면, 인스턴트식품은 관성 또는 습관에 의한 선택을 하거나 신선한 자극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위생용품의 경우, 소비자는 경험에 의한 선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재기 전
략을 행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
면접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라면, 통조림과 같은 인스턴트식품의 경우 특정 제
품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고, 화장지와 같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해서 경험 후
품질평가에 의해 사재기 전략을 행사한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언급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기능적소모품은 세일이용의 기회전략 선택이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심층면접의 연구결과와 동일했다.
이와 같이, 제품군에 따른 전략선택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수의 소비자가 제
품의 선택속성에 따라서 그에 요구되는 선택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동시에 제품군에 걸쳐 다양한 휴리스틱 전략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음도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첫째, 소비
자가 다양한 휴리스틱 전략을 지니고, 제품선택속성에 부합하는 유연한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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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둘째, 휴리스틱 전략의 선택에 일정한 패턴
이 있음이 발견된 것은,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의사결정의 피드백을 받아서 자
신의 선택전략을 변화시키고 다듬어 나가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소비자 휴리스틱의 선택에 미치는 제품선택속성 분석
제품군에 따라서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이와 같은 선택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제품군에 따른 선택속성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선택순
간에 판단하는 선택속성의 중요도인지 값을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제품
선택속성 환경에 따라서 소비자 휴리스틱 선택의 패턴을 발견하고자 함이었
다. 총 여섯 가지 제품군에 대해서 품질(맛)의 구별이 가능한 정도, 신선도 확
인, 브랜드 확인의 선택속성 중요도인지(10점 리커트)를 조사한 결과는 <표
4-19>와 같다.
<표 4-19> 일상적 의사결정 제품군의 선택속성 중요도인지 측정값
제품군

제품

품질(맛)구별

브랜드확인

신선도확인

신선식품

우우, 두부, 계란

6.12

6.75

8.47

저장식품

간장, 고추장, 된장

6.17

6.89

7.70

간편식품

햄, 어묵, 냉동만두

6.91

7.20

8.25

인스턴트식품

라면, 통조림, 즉석식품

7.26

7.25

7.41

개인위생용품

화장지, 물휴지, 치약

6.75

7.17

6.88

기능적소모품

세탁세제, 주방세제,

6.37

6.74

6.32

각각의 제품군에 대한 선택속성 중요도인지를 기준으로 소비자 휴리스틱 전
략선택의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선식품과 저장식품은 매우
빈번하게 구입하고 선택하는 제품이지만, 그 품질이나 맛의 구별이 제일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택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는
특정채널을 개발하는 전략구사로 이어졌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품질을 담보
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믿음이 가는 특정채널 개발전략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저장식품의 경우도 맛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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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제품이라고 응답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변
인이나 대중의 정보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그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반면, 간편식품과 같이 신선도 관리가 중요하면서 먹거리 안전의 문제가 수
반되는 제품의 경우는 브랜드확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원
인에 의해서 특정 브랜드에 의존한 신뢰전략을 상대적으로 높게 사용하고 있었
다. 인스턴트식품은 이와 약간 달랐는데, 신선도 관리가 신선식품만큼 중요하
지는 않지만, 브랜드확인은 그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다소 기호식품
적인 경향이 있는 인스턴트 식품은 그래서인지 신선한 자극을 추구하는 전략이
나 광고, 홍보를 활용하는 전략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사용빈도가 높았다.
개인위생용품과 기능적소모품은 신선도확인의 선택속성이 상대적으로 제일
중요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개인위생용품이 품질의 구
별이 보다 가능하다고 소비자는 응답했고, 브랜드 확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
한 제품군이라고 소비자는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위생용품의 경우는 품
질의 구별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소비자는 구매 후 경험에 의한
선택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신선도와는 거리가 있는 제품들이라는 점에서 곧,
사재기 전략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 상대
적으로 모든 선택속성에서 중요도인지 측정값이 낮은 기능적소모품의 경우는,
세일이나 행사의 기회를 이용하는 전략의 선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적소모품이 가장 반복적이면서 단순하게 구매될 수 있는 품목이기에, 가
격적 이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소비자는 제품군에 따라서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세
네 개의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그러한 전략의 선택에는 유사
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소비자는 제품군의 각기 다른 선택속
성에 요구되는 다양한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전략선
택의 패턴을 분석하면,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
단과 대응전략은 제품의 선택속성을 파악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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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본 절에서는 정성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 및 선택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선 심층면접
과 동반쇼핑을 통해 얻은, 연구참여자의 언어를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소
비자조사를 실시하였다. 최대한 정성적 연구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열다섯 가지 전략으로 조사된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는 5.86/10
(점)이었으며, 이들 전략의 사용정도에는 환경요인, 개인요인이 모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제품차별성부재에 대한 인식과 제품탐색 과부하경험이 소비
자 휴리스틱의 사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환경요인임이 입증되었다. 더불
어, 개인적 학습, 사회적 학습, 진화적 학습 또한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반면, 개인요인 중 학습과 달리, 심리성향의 두
변수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에 있어서 대비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극대화추구 성향의 집단에 따라서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
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으나, 반대로 시간가치추구 성향의 집단에 따라서는 소
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
가치추구 성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 휴리스틱의 주요 전략으로, 구매 상황에서 50% 이상 사용할
확률을 지닌 전략의 사용개수를 측정한 결과, 소비자는 평균적으로 약 열한
개의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열한 개 이상의 전략을 보유
하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이러한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
의 사용개수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가 소비자 휴리스
틱의 개별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개수의 다양함에는 역시 환경요인과 개인요
인이 모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제품차별성부재 인식과 제품탐색 과부하경험
이 높은 집단일수록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개수는 유의하게 높아졌고, 학습
이 높은 집단에서도 역시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개수는 증가했다. 반면, 심
리성향에 따라서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개수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는데,
극대화추구 성향의 집단에 따라서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개수에는 영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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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시간가치추구 성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개수는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의 사용정도와 사용개수 결과를 통한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이 선
택과부하라는 시장환경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사용되는 타당한 전략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전략의 사용정도가 학습에 의해 모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 휴리스틱이 소비자의 경험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전략임을 암시하고 있다. 더불어 조사된 전략들의 사용정도와 사용개수가 극
대화추구 성향의 소비자 집단에게 의미가 없고, 이와는 상반되게 시간가치추
구 성향의 소비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은, 이들 전략이 일정정보를
무시하고 단순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
선택전략임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셋째,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별 사용에 미치는 환경요인, 개인요인을 분석
한 결과, 이들 요인이 각각의 개별전략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전략 사용정도의 환경요인인 제품차별성부재 인
식과 제품탐색 과부하경험은 가격 타협전략과 경험/브랜드에 의존하는 신뢰전
략의 사용정도에는 공통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
으로 본고에서는 이들 세 전략의 공통된 특징으로 이러한 결과를 해석했다.
즉, 이들 전략은 심층면접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된 전략이
었고(브랜드 신뢰(22회)/경험 신뢰(14회)/가격타협(22회)), 동시에 2차 소비자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사용정도를 보이는 전략들이었다. 구체적으로, 특정 브
랜드 믿음에 의존하는 전략의 사용정도는 7.08/10(점)이었고, 경험 후 동일
제품을 지속적으로 재구매하는 전략이 7.03/10(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가격
과의 타협을 시도하는 전략이 6.88/1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결국, 이들 전략은 이미 대부분의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휴
리스틱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과부하환경 인식 이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구매상황에서의 위험을 덜어주는 의사결정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
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 다른 방향의 해석은 이들 전략이 환경요인 이외
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아 사용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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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브랜드 믿음에 의존하는 신뢰전략은 극대화추구 성향이 강한 집
단의 소비자에게 그 사용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받는 전략이었다. 이와
같이, 브랜드나 경험이 구매시 선택의 단서로서 크게 작용하는 이유는 정보탐
색의 부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구매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과거의 경험을 이용
하는 것(정순희‧김현정, 2002)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는 구
매손실이라는 위험에 대한 회피전략으로 이미 이들 전략에 익숙해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과부하환경 속에서의 선택경험에 의한 개인
적, 사회적, 진화적 학습은 이들 보편적인 전략의 선택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요인 중 학습이 개별전략의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략은 개인적, 사회적,
진화적 학습의 집단에 따라서 사용정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
다. 특징적인 점은, 익숙함 유지전략의 범주인 습관과 관성의 개별전략에 있
어서 사회적 학습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학습이 다양
한 경로를 통해서 선택에 유용한 선별적정보와 차별화된 선택채널을 습득하는
학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선택을 고수하는 경향이 짙은 유지전략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개인요인 중 심리성향은 전략의 사용정도에 있어서 부분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극대화추구 성향이 전략의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
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는 점이다. 의사결정을 간소화시키려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이 극대화추구 성향의 소비자가 지닌 가치에는 부합하지 못한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반면, 시간가치추구 성향에
따른 집단에 따라서는 가격/시간 타협전략과 경험/브랜드 신뢰전략 그리고 세
일‧행사 이용의 기회전략 이외에 대부분의 전략에서 사용정도에 있어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구매시 꼼꼼히 고르기보다는 구매시간을 줄이기 위해
쇼핑의 수행표준을 조정하는(정순희‧김현정, 2002)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
해할 수 있는데, 시간제약 소비자의 경우 더욱 그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시간가치추구 성향의 소비자는 인지적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기울이고,
하나의 단서에 의존하는 소비자 휴리스틱을 사용할 가능성이 보다 짙다고 하
겠다. 특히, 새로움 추구전략은 극대화추구 성향의 소비자와 시간가치추구 성
향의 소비자 집단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전략의 사용정도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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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선택적 다양성을 시도하고, 감정‧기분에 의한 선택을 하는 등의 새
로움을 추구하는 전략은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전략들로서 극대화추구 성향의
소비자 가치와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경
우에는 이들 전략을 활용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최저가격' 전략은 제품차별성부재 인식을 제외하고 환경요인, 학습
과 심리성향의 개인요인, 어느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선택전략이었
다. 이는 최저가격 전략이 단일 전략으로서 비록 그 사용정도가 높은 전략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선택을 위해 기준으로
갖고 있는 전략으로 여겨지며, 학습이나 심리성향에 의해서도 그 사용정도 및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선택의 근원적 원칙일 수 있었다.
하지만 최저가격은 유일하게 제품차별성부재 인식에 따른 집단에 따라서 그
사용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의미는 제품의 차별성이 없고, 제
품이 거의 유사하다는 인지를 하게 되면 최저가격의 제품을 단순하게 선택하
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유사한 제품이 과잉인 시장환경에서
'최저가격'속성이 오히려 더욱 중요해질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일곱째, 선택 전략 중 '습관'과 '관성'은 모두 익숙함 유지전략이었지만 전
략의 사용정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습관'은 학습이 아닌
개인의 심리성향에 따라서 그 사용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전략이었다면, '관성'
은 개인적 학습과 진화적 학습에 의해서 사용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전략이었
다. '습관'구매를 개인적 차원의 무의식적인 구매행위로 간주하고, 의식적인
휴리스틱과 구별하는 시각에서 이해하면(이은경‧전중옥, 2015), 습관은 학습의
영향이 아닌, 심리성향에 의해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라는 의미로 해
석된다. 반면, '관성'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단기적 충성도로 이해될 수 있는
데,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개인적 학습에 의해서 얻은 경험은 관성구매로 이
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덟째, 제품선택속성에 따라서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선택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심층면접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제품과 전략의 매칭과도
일치하였다. 신선식품은 차별적채널 개발전략을, 저장식품은 주변인정보 활용
전략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했다. 소비자는 이들 제품군이 맛(품질)의 차이를
구별하고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에 의지해서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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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식품은 브랜드 신뢰전략과 새로움 추구전략을 많이 사용했으며, 인스턴
트식품은 광고나 홍보를 활용하는 전략과 습관 또는 관성에 의한 선택이 높았
다. 이들 제품군은 기꺼이 구입하게 되지는 않는 기피식품이면서 동시에 기호
식품이라는 점에서, 믿을 만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에게 브랜드 확인은 가장
중요한 제품의 선택속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전략을 선
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개인위생용품은 경험 신뢰전략과, 사재기 전략을, 기능적소모품의 경우는
세일이용의 기회전략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용품의
경우 품질과 브랜드를 일정수준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용
후 경험에 의해 선호제품이 생기고, 이들 제품이 세일을 하는 경우 사재기를
하는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능적 소모품의 경우는 대체
적으로 제품 선택속성의 값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 세일‧행사의 기회를 이용하여 가격적 이점을 누리는 전략에 초점이 맞추
어 짐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소비자는 평균적으로 약 열한 개의 소비자 휴리스
틱 전략을 보유하면서, 제품의 선택속성에 맞춰서 그에 요구되는 '합당한' 소
비자 휴리스틱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 휴리스틱 전
략의 사용정도 및 사용개수는 환경요인, 학습과 심리성향의 개인요인에 의해
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가 극대화추구 성향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반면, 시간가치추구 성향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는, 이들 전략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단순화시키고 인지적 과정을 간소
화시키는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비자 휴리스틱임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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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택과부하의 시장환경 변화에 적응적으로 대응하여 구매의사결
정을 단순화시키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전략을 발견함으로써 제한된 합리성의
제약 하에서 합당한 의사결정을 모색하는 소비자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다. 연
구결과, 변화하는 선택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사회와 시장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논의된 연구결과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을 기술하며, 연구의 함의를 실무적
제언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선택과업이 반복되고, 선택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는 저관여 반복구매의 일상적 의사결정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휴리스
틱의 전략을 도출하고,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 및 선택과 관련한 영향요인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위하여 선택과부하와 휴리스틱에 대한 선행연구들
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구매의사결정에서 소비자
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휴리스틱을 총칭하여 '소비자 휴리스틱'이라 명명하
였다. 더불어 정성적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사용된 근거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
하여 소비자의사결정에 관한 탐구에 있어서 맥락적 접근의 의미를 기술하였
다. 세 번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각 개별조사는 각각의 연구방법과 연구목
표를 갖는다.
첫째, 일차 소비자조사는 실험설계 소비자조사로 이루어졌는데, 과부하 환
경(대안 과부하와 시간제약)이 소비자의사결정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
인하기위해, 제품선택속성(품질, 가격, 브랜드, 디자인)의 중요도인지 변화와
정보인지(최고가격, 최저가격, 단위당 가격, 브랜드)의 정확성, 정보탐색의 정
도를 측정하였다. 두 번째 연구방법으로는 심층면접과 동반쇼핑의 방법이 사
용되었으며,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의 요소를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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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후 정성적 연구의 결과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
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를 파악하고,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일련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의사결정의 모습이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설정한
대안 과부하와 시간제약의 환경에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선택속성의 중요도인
지, 정보탐색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유일하게 '브랜드' 속성은 과부
하와 시간제약의 설정환경과 무관하게 선택속성의 중요도인지에 변화를 보이
지 않은 반면, '가격'과 '품질'은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디자인'은 구매접점의 순간에 중요도인지가 상승하는 선택속성으로 나
타났다. 또한 대안 과부하의 상황은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다 소모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일, 과부하의 상황에 시간제약이 주어지면 소비자
는 선택에 들이는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도출된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은 총
24가지로, 이들을 요약하면, 일곱 개의 범주로 축약이 되었다. 해당 범주는
가격/시간 타협전략(8개), 선별적정보 활용전략(3개), 차별적경로 개발전략(2
개), 경험/브랜드 신뢰전략(2개), 익숙함 유지전략(2개), 새로움 추구전략(4개)
그리고 시기포착 기회전략(3개)이었다. 각 범주별 하위전략은 대략 2~3개의
전략을 포함하는데, 유독 가격은 품질, 브랜드, 효용 등 다양한 여러 요소들과
미묘한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많은 하위전략을 포함하고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소비자 휴리스틱의 개별전략은 사용정도와 편차
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도출된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 중 구매
후 경험과 브랜드 믿음에 의존하는 '신뢰전략'과 더불어 세일이나 행사의 좋
은 시기를 이용하는 '기회전략'은 가장 높은 사용정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편
차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한 소비자는 '습관' '관성'과 같은 익숙함을 유지
하기를 원하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신선한 자극과 감정‧기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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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을 추구하기도 하는 양가적인 선택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었는데,
이들 전략은 상대적으로 사용정도에 있어서 편차가 큰 특징이 있었다.
넷째, 소비자는 평균적으로 약 열한 개의 전략을 자신의 주요한 소비자 휴
리스틱 전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해석하면, 소비자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도구상자에 평균적으로 약 열한 개의 전략을 보유하고 있
으며, 상황에 적절하게, 상품에 적합하게 필요한 전략을 꺼내어 사용하고 있
다고 설명할 수 있었다. 열한 개 이상의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조사대상자 전체의 64.5%였으며, 여섯 개 이상의 휴리스틱을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까지 포함하면 조사대상자의 94.1%에 이르렀다.
다섯째,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에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제품차별성부재 인식
과 제품탐색 중의 과부하경험이 발견되었으며, 두 요인은 중심현상을 초래하
는 구조적 환경으로서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중심현상은 "선택피로감 탈피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었는데, 제품차별성부재 인식과 제품탐색 과부하경험의 환경요인은 '중심현상'
을 초래하는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이들 부정적 경험은
소비자에게 선택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정보탐색 노력과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되짚어 보게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됨으로써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의 동인이 되
고 있었다. 특히, 이 두 환경요인은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와 소비자 휴
리스틱의 사용개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
다. 즉, 제품차별성부재 인지와 과부하경험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소비자 휴
리스틱의 사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사용하는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의 개수
도 유의하게 많았다.
여섯째,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으로 본고에서는
학습과 심리성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선택과부하에 대응하는 소비자 휴
리스틱 사용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성향
중 극대화추구 성향은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와 사용개수 모두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던 반면, 시간가치추구 성향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학습 중 '개인적 학습'은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개수에만 유의한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 '학습'은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해 작용/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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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 도출된 '학습'을 의미하였다. 이
러한 학습의 수준에 따른 집단에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자 휴리스틱 개별전략
의 사용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적 학습은 '습관',
'감정‧기분', '사재기'의 전략에서, 사회적 학습은 '습관'과 '관성' 구매의 전략
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일곱째, 소비자가 인지하는 제품선택속성을 측정함으로써 선택속성에 따른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선택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인지하는 제
품군의 선택속성과 연결하여 소비자 휴리스틱 전략선택을 고려하면, 선택속성
에 요구되는 나름의 개별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모습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품질의 가늠이 어려운 경우, 차별적채널을 이용하는 선택
을 하고 있었으며, 식품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는 경우 브랜드에 의존할 수밖
에 없었고,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 기능적 소모품의 경우는 가격적 이
점을 누릴 수 있는 사재기 전략을 취함으로써 수월하면서도 최대의 만족을 얻
을 수 있는 선택전략을 행사하고 있는 소비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연구의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선택과부하의 환경에서 '소비자 휴리스틱'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사
례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는 전략으로서의 휴리스틱 개념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보와 대안이 넘치는
작금의 선택환경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환경, 개인, 제품
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증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
자 휴리스틱의 다양한 전략들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들 전략의 사용이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소비자 나름의 경험에 의한 개인적 학습에 의해서 다채
롭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둘째, 소비자는 저관여, 반복구매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히 다양
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하나의 패턴이나 동일한 의사결정 메커니
즘으로 소비자의사결정을 이해하고, 단언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하였으며, 향
후 소비자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전략별, 소비자별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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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특히, 보편적 전략과 함께 개인적 편차가 큰
전략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를 확장해서 해석하면, 소비자는 구매의
사결정의 맥락적 조건과 과업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적
응적 의사결정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본
연구의 서두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휴리스틱의 전략집합인 '도구상자'를 발견
함으로써, 소비자가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상황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결국, 제한된 처리 능력을 지닌 개인들이 복잡한 의
사결정과업에 대처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단순화방법 즉, 소비자 휴리스틱
을 의사결정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소비자 휴리스틱이 '학습'에 의해서 그 사용정도
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기존 연구에서 미비하다고 지적되어 왔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학습의 영향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었다. 즉,
의사결정은 피드백이 주어지고 과업이 반복되면서 오류들이 수정되고, 신속하
고 간결한 의사결정의 전략들로 다듬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맥락적 고찰
이 지금까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맥락적 고찰에 적합
하다고 평가되는 근거이론을 통해 선택과부하 상황에서의 소비자 휴리스틱 패
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 여기서 드러난 휴리스틱 전략들이 학습에 의해 사용
이 강화되는 점을 밝힘으로써, 소비자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의 시각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넷째, 이에 더하여 '모방'과 같은 사회적 학습 그리고 '나이듦'의 자각과 같
은 진화적 학습이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또
다른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의 '선택'이 유연하게 변
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사결정의 모습이 개인마다 매우 상이할 수 있다는
점과, 또 그 과정이 고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에 의사결정
의 적응적 측면을 논하기에 층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험
의 학습을 통한 피드백이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얻었
는데, 이는 곧 소비자가 휴리스틱이 요구되는 선택과부하의 환경에서 지속적
으로 선택을 행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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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본 연구결과는 소비자의 학습 중에서도 '사회적 학습'의 의미를 숙
고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었다. 사회적 학습은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정도와
사용개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 개인적 학습이
소비자 휴리스틱 사용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사회적 학습은 사용하
는 소비자 휴리스틱의 개수에도 유의한 차이를 주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 휴
리스틱의 사용이 선택과부하에 대응하는 소비자 개인의 경험에 기반 한 선택
전략임이 확실하나, 전략의 다양함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학습이 필요
하고, 개인적 학습만으로는 전략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의 사회적 학습은 소비자의 의사결
정을 도와주는 전략의 풍성함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중매체, 주변정보, 모방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학습
의 방향을 정부와 사회가 지시적 또는 비지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필요해 보
인다. 선택의 문제가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라고 하지만,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에서 엿볼 수 있듯이 다양한 학습, 그 중에서도 사회적 학습은 다채로운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보다 수월하고 현명하게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 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여섯째, 본고에서 소비자 휴리스틱으로 도출된 개별 전략들을 기존의 휴리
스틱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불필요한 정보나 대안들의 비교를 배제
하는 '제거 휴리스틱'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가격/시간 타협전략, 선별적정보 활용전략, 차별적경로 개발전략은 가격
또는 접근이 허용된 정보와 채널이라는, 판단의 준거가 되는 하나의 이유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짙었다. 특히, 접근이 허용됐던
한정된 정보, 차별화된 선택채널을 고수하는 선택은 정보의 진위여부나 채널
의 적정성 여부와는 무관했고, 단지 선택에 온당함을 주는 하나의 이유였다.
한편, 경험/브랜드 신뢰전략이나 익숙함 유지전략은 '인지 휴리스틱'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경험으로 체득한 정보, 아는 브랜드라는 인지하는 것에
보다 높은 우위를 두는 전략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브랜드'와 '경험'에 의존
하는 신뢰전략은 소비자의 사용정도가 가장 높은 소비자 휴리스틱으로 조사되
었는데, 이는 불확실한 위험이 존재하는 구매상황에서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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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자의 바람이 담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의 '단서'로서
브랜드나 경험을 사용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하지만, 브랜드나 경험에 의존하는 이들 전략은 이미 대부분의 소비자가 보
편적으로 사용하는 휴리스틱 선택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에, 선
택과부하의 환경이라는 자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전략은 아닐
수 있었다. 즉, 이미 학습된 과부하의 수준이 브랜드나 경험에 의존하는 신뢰
전략으로 굳어져 그 과정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음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달리 해석하면, 경험이나 브랜드에 의지하는 선택전략은 과부하 환경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제품차별성부재 인식과 제품탐색 과부하경험이라는
환경요인이 이 두 전략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는 점과,
극대화추구 성향이 유독 브랜드 신뢰전략 선택에 보다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
다는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휴리스틱의 효율적 구사를 위해
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의 단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되돌아보게 하였
다. 특히, 앞서 서술된 브랜드뿐만 아니라, 가격, 표시정보, 구전정보 등 소비
자가 활용하는 여러 선택의 단서들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중 무엇보다 '브랜드' 속성은 실험설계 조사연구에서 드러난 결
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부하의 환경과 시간제약 설정에 무관하게 유일하게
그 선택속성 중요도인지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지 않는 속성이었다. 즉, 품질
이나 가격속성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중요도인지가 변화하는 선택기준임에
반하여 확실히 '브랜드'는 고정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만큼 브랜드는
선택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지표임에 틀림이 없었고, 그렇기에 이에 대한 관
리와 감시는 더욱 강화되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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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제언
앞서 논의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실무적 차원과 후속연구를
위한 차원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실무적 제언은 정책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정책적 차원에서는 제품차별
성, 표시정보, 가격에 대한 시장의 현안을 진단하고 그 방향을 논의하였고, 교
육적 차원에서는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법을 도울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의 제
언을 추가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미비점을 적시하고, 향후 추가적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였다.
1. 실무적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할 수 있는 실무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비
자의 제품차별성부재에 대한 인식, 정보력을 상실한 표시정보에 대한 인식, 투명
하지 못한 가격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서 정책적 제언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본고의 문제인식 출발점인 선택과부하의 환경에
대처하는 소비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응하는 소비자의 태도는 시장
에 대한 개선사항을 암시하고 있었다. 즉, 소비자 휴리스틱의 사용을 효율적
으로 돕기 위해서는 시장의 취약성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제품차별성에 대해서 소비자가 부정적 시각을 지닌다는 것은 기업에
게도, 소비자에게도 이롭지 않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였다. 소위 제
품들이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은 의사결정에서 정보탐색의 필요성을 배제시
키는 것은 물론이고, 선택의 피로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었다. 따라서 미투
(me to)제품의 과도한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담보로 한
제품의 시장진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고안이 필요해 보인다.
사실, 이러한 제품들의 일환으로 프리미엄이나 pb(private brand)제품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별반 다르지 않
았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pb제품은 가격적 이점으로
소비자의 열린 관심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서 쉽게 선택을 받지
못했다. 한편, 프리미엄 제품은 과도한 제품 수의 증가로 '프미리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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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듯 보였다. 따라서 pb제품의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정
보제공 노력이 요구되고,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에는 신뢰도 회복문제가 선행
되어야 할 듯하다.
둘째, 제품차별성의 부재뿐만이 아니라 본고에서는 표시정보의 차별화 문제
도 지적되었다. 즉, 전반적으로 상품의 표시정보가 선택에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 '표시'가 모든 제품에 두드
러지게 있는 경우, 그 정보는 소비자에게 더 이상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없
었다. 선택에서 구매접점의 자극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구매시점의
표시정보는 수월하게 비교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택단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선택정보'로서 거듭 날 필
요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표시는 휴리스틱을 구사하기 위한 하나의 단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표시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보가 두
드러져야(salient)하고, 선택을 수월하게 도울 수 있는 비교정보이거나 차별적
정보여야 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질 수 있는 제품의 중요 특성들에
대한 기준을 차등화해서 제시하거나, 보다 엄격한 잣대에 의해 제품 특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보완함으로써, 부가가치도 없이 시장의 복잡성만 키
우는 상품들이 자연도태될 수 있는 건강한 시장구조를 촉진해야 할 것으로 기
대한다.
선택과부하의 상황은 고도성장 사회의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특히, 본 연구
의 대상품목처럼 저관여, 반복구매 상품인 경우 구매시점에서의 순간판단 또
한 중요하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표시는 그만큼 중요한 선택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선택의 피로감을 줄이고자 휴리스틱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필
요한 정보적 단서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제 소비자가 찾
아서 구해야 하는 정보의 나열이 아닌, 소비자에게 찾아오는 정보의 제시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보는 비교정보의 형태로 소비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존
재하는 소비자친화적 정보가 되어야만 가치 있는 정보로 인식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 정보제공 방식의 다양함뿐만이 아니라 그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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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다시 말해, 찾아서 어렵게 구하는 정보가 아니라,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소비자는 한결 수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전정보에 의지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서 검증과 확인 절차를 통해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려는 시민단체나 사회, 대중매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정책적 제언의 측면과 관련하여 재고해 볼 마지막 사안은 가격과 관
련한 문제로, 가격이 선택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정보라는 사실이 명확하기
에,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과부하와 시간압박 상황
에서 소비자가 가격속성 비교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수월하게 상
품을 비교해주는 속성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
보이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항시세일의 현상은 가격속성이 오히려 휴리스틱
의 사용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되고 있었다. 기업에게 세일전략은 소비자
의 선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임이 자명하다.
하지만 소비자는 세일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어서 세일을 하지 않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배제시킨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세일 표시는 오히려 소비자의
단순전략을 오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시세일을 하고 있는 상품
은 그야말로 휴리스틱을 오류나 편의로 이끌 수 있는 부적절한 상태이다. '가
격'이 합당한 선택을 위한 하나의 '단서'로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격정책의
투명성이 먼저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 보인다. 기업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소비자에게도 과연 가격이 합
당한가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가격 정보가 두드러진 정보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최근 가격의
변동과 같은 전반적인 가격의 흐름을 같이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
속적인 감시가 수반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할인율만을 강조해서
세일가격을 단독으로 표시하고 있는 기업과 유통업체의 세일정책은 소비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없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연료비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자신의 연료사용에 대한 정보를 능률적으로
전달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듯이, 가격 또한 명확한 할인의 근거를 제
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오도된 정보로 작용할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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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가격이나 표시정보에 있어서 인간의 심리에 기반 한 행동과학적 정보 제
공에 대한 논의는 선택과부하에 대응하는 의사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
넷째, 소비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차원
의 실무적 제언을 강구해 볼 수 있다. 특히, 구매의사결정의 유형 중 고관여
일회성의 본격적 의사결정과 제한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에 비해 저관여 반
복구매의 일상적 의사결정 패턴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
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교육적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추가해 볼 수 있다.
이제,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던 교육에서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소
비자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이는 과잉성숙(hyper-maturity) 사
회에서 선택에 임하는 개인적 소양에 대한 교육이 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첫째,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과 둘째, 기대를 조절하는 성숙
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인다. 과잉성숙의 시대에서 내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요령은 정보화된 개인이나 집단의 전문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들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사용해서 개인의 선택영역에서
불필요한 복잡성을 야기하는 선택을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
비자는 이미 소비자 휴리스틱의 일환으로 '다수를 모방'하고 '성공을 모방'하
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모방, 주변정보 습득, 추천인 활
용, 전문가 조언 참조 등 소비자는 선택의 단서로서 이들 집단의 정보를 사용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선별능력을 키우는 것은 그래서 필요해 보인다.
일예로 영화, 서적과 같은 대중문화 상품의 초기 성적은 부양효과를 유발해
서 더 많은 선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중의 지혜가 섞인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고 그 진실성을 판별하는 식견과, 본인에게 합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취사선택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 개인의 역량일 것이다. 이는 연습과 자
기비판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소비자는 '정보에
입각한 직관(informed intuition)'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
요해 보인다.
아울러 기대를 조절하는 성숙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완벽한 선택이 자
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성의 유지에는 그 대가가 있음을 깨닫

- 130 -

고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능력함양이 필요한 시기이다. 선택이 흥미롭고
도전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통제가 가능한 수준까지이다. 그래
야만 선택피로감에서 탈피하고 '선택'이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유익한 활
동이 될 수 있다. 이는 흡사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와도 유사한데,13)
통제력의 적정 수준 유지는 행위의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방법
이 될 수 있다.
결국, 광범위한 선택 대안을 유지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시간적, 금전
적,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희생해야 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
고, 통제력을 양도하는 방법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결정의 일부를 다른 사람
에게 위임하거나, 선택과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자신을 제
약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다섯째, 본 연구의 중심현상에 드러난 '선택피로감'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라는 의미가 주는 사회적 함의를 통해서 실무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대 사
회에서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시간을
지나치게 소요하게 하는 선택은 불필요한 피로감과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행, 우울 등을 이러한 선택의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가족, 사회적 교우, 개인의 성찰
등에 쓰여야 할 시간들을 불필요한 선택에 치우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작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시간을 소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소비자는 되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었고, 선택결과
중의 하나로 시간을 절약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반복적인 일상적 의사결정에서 소비자 휴리스틱이 효과적으로 작동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줄 필요는 더욱 있어 보인다.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학습'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사회적 학습은 휴리스
틱의 사용 및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다시 말해, 대중매체
에 의한 정보 제공 및 유익한 단서의 제시는 암묵적으로 선택의 방향을 유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소비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만큼이나 그

13)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를 잠재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강한 느낌을 즐기는 것
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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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보제공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시장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사회의 역할도 재고해 본다. 식품과
관련하여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대표브랜드
의 명성하에 소비자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상품에 문제가 생기는 경
우, 소비자는 매우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자가 휴리스틱의
단서로 사용하는 가격, 표시, 브랜드는 더욱 중요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건
강한 시장환경을 위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선으로 이끌려면, 무엇보다 소비자가
인지하는 일개 '단서'들이 오류가 아닐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사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
상 품목의 확대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 휴리
스틱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저관여, 반복구매의 상품을
연구대상으로 했지만, 전자제품과 여행상품과 같이 본격적, 제한적 의사결정
을 요구하는 품목에서 선택과부하 상황을 야기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들은 선
택채널의 선정에서부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의사결정의 소
비자 휴리스틱 또한 다른 모습의 전개가 기대된다.
둘째, 본고에서는 구매품목의 특성상 30대~40대의 기혼여성
소비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남성소비자의 의사결정 모습을 파악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여성 소비자가 직관에 의해 만족한 상품을 반복구매하게 되는
경우, 남성소비자는 싫증을 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몇 카테고리에
서 자신만의 상품을 소유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욕구도 드
러냈다. 따라서 남성소비자의 휴리스틱은 여성소비자의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이들의 휴리스틱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도 필
요해 보인다.
셋째, 선택과부하 상황을 상정한 실험설계 조사연구에서 시간압박의 상황으
로 본 연구에서 5분을 설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설정이 미흡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현실의 선택상황에 근접하고자 하는 취지의 가상설정시간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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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조사연구 전체의 시간이 매우 짧음을 감안할 때 5분은 실제적으로 과
도한 시간설정이었을 수도 있다. 다만, 심리적인 시간 압박을 주는 영향은 있
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시간압박이 없었던 경우
보다는 유의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에서 드러난 사회적 학습 중의 하나인 '모방'에 주목한다. 모
방은 어휘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그 의미가 오도되고 있지만, 사실 '모방
설'에 의하면 사회가 유지되고 진화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소비
자의 선택에 있어서도 예상하지 못한 여러 형태의 모방이 있을 것으로 간주된
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차별적인 선택채널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모방'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이 외에도 다각적 접근을 통해서 모방의 의미
를 소비자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같은 맥락에서 한정된 정보에 의존하는 소비자의 성향에 대한 연구
를 제안한다. 소비자 휴리스틱의 일환으로 발견된 '접근 가능한 한정된 정보
의 활용전략'은 흥미로운 점이 도출되었다. 소비자는 자신이 우연히 접한 정
보의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선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성향을 보
였다. 더불어 대중매체에 의한 정보는 전적인 신뢰와 함께 선택의 고수 또는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따라서 정보의 채널에 따른 정보의 신
뢰도와 관련한 선택의 문제는 소비자의 심리를 한층 더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습관'과 '관성'의 의사결정 전략에 대한 풍부한 후속연구가 필
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습관구매와 관성구매를 모
두 소비자 휴리스틱의 범주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엄밀한 의미에
서 이 셋은 구분된다고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습관과 관성은 다른 소비자 휴
리스틱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학습'의 영향이 미치지 않
는 유일한 전략이 '습관'과 '관성'이었다. 그런가 하면 습관은 심리성향에 따라
서 영향을 받지만, 관성은 극대화추구 및 시간가치추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소비자 휴리스틱 이었다. 다양한 접근의 해석을 필요로 하기에 이에 대
한 풍성한 후속연구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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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노드 위계화
노드 위계화

Sources

References

결과-뿌듯함으로 인한 만족감

5

7

결과-자기합리화를 통한 합당함

2

2

결과-손실회피의 안도감

2

5

결과-시간절약의 편의적 충족감

1

1

상황적 선택-결과에 대한 기대 타협

2

7

상황적 선택-개인적 재량시간의 변동(직업)

4

8

상황적 선택-주어진 여건과 타협

3

4

개인적 환경-경제적 변동

1

1

개인적 환경-시간적 압박의 존재

8

9

항시세일과 판촉

2

3

제품속성에 따라 차별화된 의사결정 전략 구사

4

11

off-line쇼핑에 대한 새로운 의미(구경)

3

3

제품다양성에 대한 견해

6

10

제품차별화부재 인식

7

11

제품탐색도중 겪게 되는 과부하경험

4

8

경험에 의해 off-line 선호경향을 갖게 됨

5

7

경험에 의해 on-line 선호경향을 갖게 됨

5

6

off-line/on-line이용-개인적 여건에 따라 다름

3

6

off-line/on-line이용-가격에 따라 채널이 다름

1

1

on-line 탐색에 대한 냉소적 시각

3

8

단순화전략-가격 브랜드 타협

3

3

단순화전략-가격 품질 타협

2

3

2

2

단순화전략-가격범위 내 타협(선택 가능 영역)

3

3

단순화전략-총지불 금액과 제품효용과의 타협

2

2

단순화전략-감정감정‧기분의

4

5

선택결과

맥락적 조건
개인적 환경(개인의 상황적 의사결정)

시장환경

인과적 조건
제품환경(시장)에 대한 인식

정보탐색의 개인적 경험

작용상호작용
소비자 휴리스틱

단순화전략-가격과 욕구의

타협

이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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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전략-광고에 의한 선별적정보에 의존

4

5

단순화전략-구매 후 만족 경험

6

14

단순화전략-대표브랜드/ 선호브랜드 믿음

7

22

단순화전략-디자인

3

3

단순화전략-상대적 전문가에게 의지

2

3

단순화전략-신선한 자극 시도

3

9

단순화전략-선택장소 및 선택매체의 한정

5

8

단순화전략-선호제품 사재기

2

5

단순화전략-세일 그리고 행사

6

11

단순화전략-습관적 선택

3

5

단순화전략-시간과 정보탬색과의 타협

4

4

단순화전략-요건 중 최저가격

2

3

단순화전략-익숙한 것에 대한 관성적 선택

4

6

단순화전략-인지브랜드 내에서 다양성 추구

2

2

단순화전략-접근가능한 한정된 정보에 근거

3

4

단순화전략-차별화된 선택채널 개발

3

6

단순화전략-최저가격

5

13

단순화전략-판매원의 판촉

7

10

6

15

기본선택원칙-건강위주의 선택(먹거리)

4

7

기본선택원칙-꼭 필요하면 고민 없이 구매

중심현상
나에게 선택의 의미는
기본선택원칙
1

1

선택의 소요시간

2

2

선택이 주는 피로감

3

5

선택고민상황-다양한 원인들

4

4

선택고민상황-선택포기

2

4

선택고민상황-선호제품노세일

2

2

선택고민상황-판매원의 도움요청

2

2

개인적 학습-경험에 의한 선택

6

10

개인적 학습-나만의 정보필터링 노하우

5

15

개인적 학습-선택채널 확신 강화

4

7

개인적 학습-제품 경험
pb에 대한 견해

5

8

6

10

6

10

선택고민의 상황

중재적 상황
개인적 학습

신제품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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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생각

4

5

개인적 학습-선택경험을 통한 깨달음

4

6

개인적 학습-선택상황의 자발적 통제

5

6

개인적 학습-온라인채널_시간통제 어려움

4

8

사회적 학습-주변인으로부터 정보습득

7

19

사회적 학습-매스미디어 통한 정보습득

2

8

사회적 학습-모방

4

6

사회적 학습-주변인에게 권유

2

2

진화적 학습-시간이 흐르면서 선택모습이 변화

4

8

진화적 학습-시간이 흐르면서 정보탐색의 감소
기타

3

7

자신의 선택행위 모습에 대한 자각

4

6

여성소비자와 다른 남성소비자의 선택전략

3

9

선택전략 메커니즘 이해의 어려움

1

1

정보탐색을 하지 않는 소비자의 모습

1

1

사회적 학습

진화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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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차 소비자조사 설문지
Section Ⅰ. 일상적인 구매선택 상황과 관련된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아래의 가상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읽으신 후 설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최근 이사한 새집의 현관에 방향제를 하나 사서 놓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내어 대형마트를 방문해보니 방향제를 판매하는 진열대 앞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1개의 제품을 구매하려고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다음 화면에서 귀하는 32가지(또는 8가지)의 방향제
제품을 접하게 됩니다.
각각의 제품을 클릭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소개됩니다.
제품 탐색 후 탐색 정보에 대한 네 가지의 질문이 제시되므로 가능한
자세하게 제품을 탐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상시 제품을 탐색하시는 습성대로 살펴보시고, 제품 선택 후 귀하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원하는 시간만큼 제품을 자유롭게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 그룹 1, 2의 조건으로 설정.
<조건> 단, 귀하께서는 현재 급한 약속이 예정되어 있으셔서, 제품을 탐색하실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 그룹 3의 조건으로 설정.
B1. 방향제 제품을 구성하는 특징들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제품속성의
상대적 중요도 정도를 합계가 100이 되도록 나타내주십시오.
(예> 향 30, 가격 20, 디자인 30, 브랜드 20)
향 (품질)
가격(용량대비)
디자인(용기)
회사(브랜드)

-> 본 문제는 방향제 그림이 제시되기 전에 답해야 하는 질문이므로
따로 한 페이지에 문항을 독립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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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그룹 2, 3에 제공되는 가상선택 상황입니다.]

₩6,500

2

₩6,500

3

5

₩5,500

6

₩5,500

7

9

₩6,400

10

11

1

13

₩6,900

14

17

₩7,350

18

21

₩3.950

22

25

₩4,900

26

₩6,400

15

₩6,900

₩4,830

₩3.950

₩4,900

19

₩6,500

4

₩6,500

₩5,500

8

₩5,500

₩6,400

12

₩6,900

16

₩7,350

20

₩4,830

₩7,350

₩4,830

23

₩3.950

24

₩4,900

27

₩5,900원

28

₩5,900원

32

₩3,980원

29
₩5,900원
30
₩3,980원
31
₩3,980원
B3. 어떤 제품을 선택하셨나요? _________ 번 제품
->그림과 같은 화면에 문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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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 세션Ⅱ_그룹 2, 3의 방향제 선택
(상품 제 설명_추가클릭으로 팝업창 화면제시)
1 ₩6,500

2 ₩6,500

3 ₩6,500

4 ₩6,500

(10ml당 309.5원)

(10ml당 309.5원)

(10ml당 309.5원)

(10ml당 309.5원)

에어윅아로마겔라벤더

에어윅아로마겔아쿠아

에어윅아로마겔후르츠

에어윅아로마겔화이트

_210ml_옥시

호랄_210ml_옥시

_210ml_옥시

피치_210ml_옥시

5 ₩5,500

6 ₩5,500

7 ₩5,500

8 ₩5,500

(10g당 261.9원)

(10g당 261.9원)

(10g당 261.9원)

(10g당 261.9원)

그레이드센세이션_스

그레이드센세이션_로

그레이드센세이션_

그레이드센세이션_

위트피치_210G_존슨

멘스_쟈스민가든

아이러브유_후로랄

신비스런 깊은 숲속향

_210G_존슨

_210G_존슨

_210G_존슨

10 ₩6,400

11 ₩6,400

12 ₩6,900

9 ₩6,400
(100g당 3657.1원)

(100g당 3657.1원)

(100g당 3657.1원)

(10g당 230원)

에어윅펄_블루밍부케

에어윅펄_샴페인피치

에어윅펄_스카이라벤

홈즈젤로포트_밀키후

_175g_옥시

_175g_옥시

더_175g_옥시

로랄_300G_애경

13 ₩6,900

14 ₩6,900

15 ₩7,350

16 ₩7,350

(10g당 230원)

(10g당 230원)

(10ml당 183.8원)

(10ml당 183.8원)

홈즈젤로포트_피치브

홈즈젤로포트_큐티오

홈즈크리스탈침실용_

홈즈크리스탈실내용_

리즈_300G_애경

렌지_300G_애경

카모마일_

아시안허브_

400ML_애경

400ML_애경

17 ₩7,350

18 ₩4,830

19 ₩4,830

20 ₩4,830

(10ml당 183.8원)

(10ml당 109.8원)

(10ml당 109.8원)

(10ml당 109.8원)

홈즈크리스탈실내용_

파르텔빅에그_

파르텔빅에그_참숯_

파르텔빅에그_

리치애플_

복숭아향_

400ML_LG

라벤더향_

400ML_애경

400ML_LG

21₩3.950

22 ₩3.950

23 ₩3.950

24 ₩4,900

(10g당 197.5원)

(10g당 197.5원)

(10g당 197.5원)

(10g당 426.1원)

그레이드향기젤_정원

그레이드향기젤_라벤

그레이드향기젤_레몬_

에어윅아로마젤리_라

의휴식_풍부한향

다_200G_존슨

200G_존슨

벤다_115G_옥시

25 ₩4,900

26 ₩4,900

27 ₩5,900원

28 ₩5,900원

(10g당 426.1원)

(10g당 426.1원)

에어윅아로마젤리_시

에어윅아로마젤리_후

페브리즈스탠드비치형

페브리즈스탠드비치형

트러스_115G_옥시

르츠_115G_옥시

_바닐라라벤더

_봄의소생

_550ML_P&G

_550ML_P&G

30 ₩3,980원

31 ₩3,980원

32 ₩3,980원

400ML_LG

_200G_존슨

29 ₩5,900원
(10G당 107.2원)

(10G당 107.2원)

(10G당 107.2원)

(10g 당234.1원)

(10g 당234.1원)

(10g 당234.1원)

페브리즈스탠드비치형

그레이드솔리드 젤_후

그레이드솔리드 젤_크

그레이드솔리드 젤_

_맑은하늘바람

레쉬베리_

린린넨_

하와이언브리즈_

_550ML_P&G

170g_한국존슨

170g_한국존슨

170g_한국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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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그룹 1 에 제시되는 가상 선택상황입니다.]

1

5

₩6,500

₩4,830

2

₩5,500

3

6

₩3.950

7

₩6,400

₩4,900

4

₩3,980원

8

₩6,900

▶ 설문지 세션Ⅱ_그룹 1 의 방향제 선택
(상품 제 설명_추가클릭으로 팝업창 화면 제시)

1 ₩6,500

2 ₩5,500

(10ml당 309.5원)

(10g당 261.9원)

에어윅아로마겔라벤더

그레이드센세이션_

에어윅펄_스카이라벤

그레이드솔리드 젤_크

로멘스_쟈스민가든_

더_175g_옥시

린린넨_

_210ml_옥시

3 ₩6,400
(100g당 3657.1원)

210G_존슨

4 ₩3,980원
(10g 당234.1원)

170g_한국존슨

5 ₩4,830

6 ₩3.950

(10ml당109.8원)

(10g당 197.5원)

파르텔빅에그_참숯_

그레이드향기젤_레몬_

400ML_LG

200G_존슨

7 ₩4,900

8 ₩6,900

(10g당 426.1원)

(10g당 230원)

에어윅아로마젤리_

홈즈젤로포트_

후르츠

피치브리즈_

_115G_옥시

300G_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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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귀하께서 최종적으로 구매하신 제품입니다.
귀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주요 속성들이 실제 구매하신 제품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향(품질)

40

가격(용량대비)

30

디자인(용기)

15

회사(브랜드)

15

-> 실제 응답자가 선택했던 제품 그림과 함께 응답자가 선택 전에 기재했던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 점수표시를 보이도록 문항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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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_1~4. (그룹 2, 3) 제품옵션 32개 제시 그룹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1. 가격이 제일 저렴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①

②

1번

③

④

18번

9번

21번

2. 가격이 제일 비싼 것은 무엇이었나요?
①

②

30번

③

④

24번

6번

17번

3. 단위당 가격(10g)이 제일 저렴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①

②

20번

③

④

29번

14번

16번

4. 제시된 방향제의 브랜드는 대략 몇 개였나요?
①

1~2개

②

3~4개

③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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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7~8개

B7_1~4. (그룹1) 제품옵션 8개 제시 그룹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1. 가격이 제일 저렴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①

②

③

1번

④

2번

4번

6번

2. 가격이 제일 비싼 것은 무엇이었나요?
①

②

3번

③

5번

④

7번

8번

3. 단위당 가격(10g)이 제일 저렴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①

②

2번

③

5번

④

8번

1번

4. 제시된 방향제의 브랜드는 대략 몇 개였나요?
①

1~2개

②

3~4개

③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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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7~8개

Section Ⅱ.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D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주부

2. 사무직

3. 경영직, 전문직

4. 자영업

5. 기타

D2. 귀댁의 월 평균 총 가계수입은 어디에 속하십니까(세후기준)?
1. 백만원이하

2. 백만원~삼백만원 이하

4. 오백만원~천만원 이하

3. 삼백만원~오백만원 이하

5. 천만원 이상

D3. 대형마트를 방문하시는 회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1. 주 1회 이상

2. 한 달에 2~3번

3. 2~3달에 1~2번

4. 6개월에 1~2번
D4. 대형마트 방문 시 쇼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1. 30분 이내

2.

1시간 이내

4. 2~3시간 이내

5. 3시간이상

3.

1~2시간 이내

D5. 평소에 귀하는 방향제 구매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1. 전혀 안 한다
3. 가끔 필요시에 구입한다.

2. 1~2번 구입해본 적이 있다.
4.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편이다.

D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1. 중졸이하

2. 고졸이하(중퇴포함)

3. 대졸(중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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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원 졸

[부록 3] 심층면접 보조자료

심층면접 보조자료
연구참여자

가나다 (A)

연령

만

세

결혼상태

미혼 ☐

기혼 ☑

없음 ☐

있음 ☐

기타 ☐

직업
자녀유무
장소(매장)
면접일시
거주지

월
서울시

일

(시간:

(구)

~

)

(동)

1. 심리성향 * 별도 양식–(연구참여자 직접 작성)
2. 귀하의 평상시 구매패턴이 오늘 구매하신 모습과 유사하신가요?
평소 구매패턴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구매소요 시간
구매품목의 수(구매량)
구매빈도(매장방문빈도)

off-line (대형, 기업형슈퍼마켓, 동네슈퍼)/on-line

3. 오늘 매장의 분위기(환경)은 평상시와 다름이 없나요?
구매환경에 대한 조사
매장 내 식음행사
매장 내 판매원 홍보
매장 내 특이사항
(3-1) 구매 품목 중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는 품목이 있나요?
(3-2) 상품의 종류가 많은 것이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선택환경(선택과부하)에 대한 인식조사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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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품목 (1번~10번)을 선택하시면서 2~3개 중에서 고민을 하셨는데, 최종
선택전략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품목별 최종 선택전략 파악 (고려대안의 수)
1.우유 (

)

2.햄류 (

)

3.냉동만두 (
4.라면 (

)
)

5.식용유 (

)

6.고추장 (

)

7.화장지(

)

8.물휴지 (

)

9.세탁세제 (
10.주방세제
11.기타

(

)
(

)
)

5. 언제부터 그와 같은 선택전략을 따르셨나요?
5.1 선택전략의 동기, 원인, 자기 합리화, 비판 등..

5-2. Individual Reinforcement Learning – 스스로를 통제(제약)하는 부분

5-3. 선택전략 사용 기준 - 가격분포, 상품의 종류, 안전성 여부..등 -

5-4. 내가 선택하는 제품에 대해서 주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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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변의 시선에 대한 영향이 나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5-6. 주변 사람이 구매하는 물건을 따라서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나요?

5-7.

구매 시 광고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브랜드 모델이 떠오르기도 하나요?

5-8. 최근에 나의 선택전략은 경우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했나요?

5-9. 선택기준을 바꾸게 되는 계기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 以 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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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2차 소비자조사 설문지

설문지
Sec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성향을 묻는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

항

아니다

1

거의
그렇지
않다

2

A1. 제품들을 비교하고 가격정보를 살피다
보면, “피곤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A2.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빨리 사서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
A3. 라디오를 들을 때, 지금 듣고 있는
방송이 비교적 마음에 들어도, 더 좋은 방
송이 있는지 다른 채널로 돌려본다.
A4. 나는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일이
어렵다고 종종 느낀다.
A5. 무슨 일을 하든, 나는 가장 높은 기준
을 가지고 있다.
A6. 차선에 만족하는 일은 거의 없다.
A7. 쇼핑을 할 때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살펴보고, 적극적
으로 찾는 편이다.
A8. 내가 원하는 최상의 것을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어야 선택을 한다.
A9. 선택에 직면할 때 되도록 모든 가능성
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노력한다.
A10.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편이다.
A11. 선택을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볼 시
간을 낼 여유도 없고, 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든다.
A12.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곳에서 그냥
구매하는 편이다.
A13. 나는 식품 및 일상용품을 구매할 때
온라인 구매를 70%이상 하는 사람이다.
A14. 나는 식품 및 일상용품을 구매할 때
대부분 직접 매장에 가서 구매한다.
A15. 온라인 정보탐색 중 시간이 많이 걸
려서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이지”하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
A16. 인터넷으로 상품을 찾다가 지쳐서
“그냥 오프라인 가서 살까”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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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보통

대체로

거의

매우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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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ction Ⅱ. 제시되는 제품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매우

아니다

그렇다

1

B1_1. 품질(맛)구별 가능
B1. 우유/두부

B1_2. 브랜드 확인 중요
B1_3. 신선함 확인 중요
B2_1. 품질(맛)구별 가능

B2.고추장/간장

B2_2. 브랜드 확인 중요
B2_3. 신선함 확인 중요
B3_1. 품질(맛)구별 가능

B3. 햄/어묵/
냉동만두

B3_2. 브랜드 확인 중요
B3_3. 신선함 확인 중요
B4_1. 품질(맛)구별 가능

B4.라면/통조림
즉석식품

B4_2. 브랜드 확인 중요
B4_3. 신선함 확인 중요
B5_1. 품질(맛)구별 가능

B5.화장지/치약
여성위생용품

B5_2. 브랜드 확인 중요
B5_3. 신선함 확인 중요
B5_1. 품질(맛)구별 가능

B6. 세탁세제/
주방세제/유연제

B5_2. 브랜드 확인 중요
B5_3. 신선함 확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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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8

9

10

Section Ⅲ. 제시되는 품목들은 귀하께서 일상적으로 자주 구매하시는 상품들입
니다. 이러한 종류의 상품들을 구입하실 때 대체로 어떤 기준들을
사용하시는지 그 사용빈도에 따라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햄류/어묵/계란/냉동만두/두부/라면/참기름/식용유/고추장/된장/(맛)간장
두루마리화장지/치약/생리대/물휴지/세탁세제/섬유유연제/주방세제

(예를 들어, 위 상품들을 구입하실 때 대체로 열 번 중에 5번은 “최저가격
으로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시면, 숫자 '5'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시면 숫자 '0'에 표시해 주십시오.)
C1. 무조건 최저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1

2

3

4

5

6

7

8

9

10

C2. 브랜드, 품질 등을 고려해서 대충 적정 수준 범위 안의 가격 제품 중에서 선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1

2

3

4

5

6

7

8

9

10

C3. 주변에서 보고 들은 정보나, 아는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1

2

3

4

5

6

7

8

9

10

C4. 광고에서 보았거나 또는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홍보문구가 눈에 띄어 제품을 선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1

2

3

4

5

6

7

8

9

10

C5. 일반마트가 아닌, 특정 유통경로(예:유기농 취급업체) 또는 지역 공급자(가게)
를 믿고 제품을 사기도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1

2

3

4

5

6

7

8

9

10

C6. 경험상 써보니 나쁘지 않아서, 고민 없이 동일 제품을 지속적으로 재구매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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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C7. 몇몇 제품은 고집하는 특정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의 제품은 그래도
믿고 구입할 만해서 선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1

2

3

4

5

6

7

8

9

10

C8. 별로 따져 보는 것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선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1

2

3

4

5

6

7

8

9

10

C9.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계속 같은 제품을 선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1

2

3

4

5

6

7

8

9

10

C10. 특정제품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아는 브랜드 중에서 여러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1

2

3

4

5

6

7

8

9

10

C11.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선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1

2

3

4

5

6

7

8

9

10

C12. 구입 순간에 판매원의 판촉설명을 듣고 괜찮아보여서 선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1

2

3

4

5

6

7

8

9

10

C13. 세일 중이거나 묶음상품, 1+1 상품, 쿠폰행사 등의 기회가 있으면 선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1

2

3

4

5

6

7

8

9

10

C14. 상할 염려가 없는 제품의 경우, 세일이나 행사기회에 사재기를 해놓기도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1

2

3

4

5

6

7

8

9

10

C15. 여유가 있을 때는 “이건 뭘까”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선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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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조건] 화면제시
C1. ~ C15. 의 문항에서 응답자의 응답이 리커트 점수 “5” 점 이상인 문항의
내용들만을 모아서 패널에게 다시 제공합니다.

C16. 제시된 기준들은 귀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선택의 전략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시된 해당 세부 품목을 구입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사용하시는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C16_1. 우유, 계란 두부 등의 신선식품

C16_2. 간장, 고추장, 된장, 맛간장 등의 저장식품

C16_3. 햄, 어묵, 냉동만두 등의 간편식품

C16_4. 세탁세제,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기능적소모품

C16_5. 화장지, 생리대, 물휴지, 치약 등의 개인위생용품

C16_6. 라면, 통조림, 즉석식품 등의 인스턴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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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Ⅳ. 다음은 귀하의 경험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문

항
1

거의
그렇지
않다

2

D1_1. 마트상표
D1.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

D1_2. 프리미엄제품

이 있다.
D1_3. 신제품
D2. 이 제품의

D2_1. 마트상표

“품질”은
만족할 만한

D2_2. 프리미엄제품

수준이라고
신뢰한다.

D2_3. 신제품

D3.“가격조건”
(싸거나
비싸거나)은
이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D3_1. 마트상표
D3_2. 프리미엄제품
D3_3. 신제품
D4_1.구매 장소를
제한하다.
D4_1.비교
제품대상을 몇
가지로 한정한다.

D4. 사정상 급

D4_3. 원하는

하게, 또는 시

브랜드만 본다.

간에 쫓겨서 상

D4_1. 기대하는

품을

조건을 줄인다.

구매하게

되는 경우
나는...........하
다.

D4_1.제품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포기한다.
D4_1.급하게 샀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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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Ⅴ. 다음은 귀하의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문

거의
그렇지

항
1

E1. 마트에서 비교하는 상품의 개수를 되
도록 한정해서 보려고 노력한다.
E2. 마트를 가는 방문회수를 가급적 제한
하려고 노력한다.
E3. 블로그에서 광고와 진실한 정보를 어
느 정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

E4. 인터넷을 통해 제품검색을 하다 보니,
나만의 절차와 요령이 생기고 있다.
E5. 제품에 대해서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
기도 하고, 종종 물어보기도 한다.
E6.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소비자정보 또는
고발프로그램은 제품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한다.
E7. 이웃의 집 앞이나 택배차량, 타인의
마트카트 등등...다른 사람의 선택을 통해
서 정보를 얻기도 한다.
E8.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
의 선택기준도 변화함을 간혹 느낀다.
E9.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정보탐색을 많이 했던 것 같다.
E10. 더 싸게 파는 곳이 있는 걸 알면서
도 사야하는 손해 보는 일은 피하고 싶다
E11. 자주 세일하던 물건을 제 가격에 사
면 바보같이 쇼핑한 것 같아서 싫다.
E12. 선택을 빨리해서 쇼핑시간을 단축하
면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낀다.
E13. 빨리 쇼핑하는 것 또한 합리적, 효율
적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E14. 최저가로 샀다는 확신이 들 때는 선
택을 잘했다는 만족감을 느낀다.
E15. 내가 선택한 제품에 남들이 관심을
갖고, 쫓아서 사면 뿌듯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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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2

대체로

보통

대체로

아니다.

이다

그렇다

3

4

5

거의
그렇
다

6

매우
그렇다

7

E16. 대체로 내가 산 제품은 반품할 정도
는 아니고,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
할만한 가치가 있었다.
E17. 잘못 선택한 것 같아서 후회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래도 다 쓸모가 있
었다.
E18. 제품들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모두 비슷하다).
E19. 솔직히 말하면, 제품들의 “맛”이나
“품질”의 차이를 모르겠다.

Section Ⅵ.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F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주부

2. 사무직

3. 경영직, 전문직

4. 자영업

5. 프리랜서

6. 기타

F2. 귀하의 업무량 또는 주부로서의 일과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수준에서 모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F2_1.

1. 하

2.

중

3.

상

F2_2.
매우 적은 편이다

매우 과중하다

1--------2--------3--------4--------5--------6--------7

F3_1. 귀댁의 월 평균 총 가계수입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세후기준)?
1. 백만원이하

2. 백만원~삼백만원 이하

4. 오백만원~팔백만원 이하

3. 삼백만원~오백만원 이하

5. 팔백만원~천만원

6. 천만원 이상~

F3_2. 본인 가계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

소득수준이 매우 높다

1---------2-------3----------4---------5-------6--------7

(1.하하

2.하상

3.중하

4.중중

5.중상

6.상하

7.상상)

F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1. 중졸이하

2. 고졸이하(중퇴포함)

3. 대졸(중퇴포함)

4. 대학원 졸
-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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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sumer Heuristic
in Choice Overload

Park, Jiwoo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consumers,

"choosing"

products

they

desire

has

become

an

inconvenient and difficult task because of the overflow of similar products
in the market. We began this research with the problem of "choice
overload" in mind. By understanding consumer's heuristics that may resolve
this issue, this study aim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consumer
decision-making based on bounded rationality.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oretical research on choice overload
and heuristics was considered. Various heuristics consumers can use during
purchasing decision-making were generally termed "consumer heuristics" in
this study. Consumer heuristics are likely to increase more apparently
routinized decision-making through repeated purchases with low involvement
where the choice task is repeated and immediate feedback on the ch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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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is given. We expected that consumer heuristics based on "learning"
that reflects choice-information accumulation through experience would be
discovered. Three surveys were conducted, each of which had its own
research methods and objectives.
The experimental design of the first consumer survey consisted of
consumer
(alternative

investigation.
overload,

To

time

find

out

pressure)

whether

affects

overload

consumer

environment

decision-making,

change in product evaluation attributes (quality, price, brand, design),
accuracy of information cognition (highest price, lowest price, price per unit,
brand), and the degree of information search were measured. From married
women in their 30s–50s, 599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study.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Group Ⅰ was without alternative
overload, Group Ⅱ was with alternative overload, and Group Ⅲ had time
pressures and alternative overload. We compared the results from these three
groups.
The research method for the second survey included in-depth interviews
and accompanied shopping. Nine participants (equal numbers of homemakers
and working women), all married women in their 30s–40s, took part in the
investigation. In the analysis, elements of the "paradigm model" were
identified based on grounded theory. Twenty-four consumer heuristic strategies
were

delineated,

which

were

"actions/interactions"

to

solve

the

"central

phenomenon." These were further categorized and organized into seven strategies.
Subsequently, a second consumer survey involving 510 married women
in their 30s–40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This
survey aimed to understand the level of consumer heuristic use and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personal factors, and product choice
attributes on the consumer’s heuristic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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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outcomes and main conclus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consumer decision-making chang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choice environment.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need for a detailed
study on product attributes that are used as cues for making choices and
consumers’ adaptive responses based on the choice environment.
Second, we identified the "central phenomenon" and "core category"
using grounded theory. We deduced the consumer heuristics of routinized
decision-making and organized them into seven categories. The central
phenomenon and core category that appeared repeatedly among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quick decision-making to avoid choice exhaustion" and the
"promotion

of

reasonable

choices

through

heuristics

obtained

through

repeated experiential learning" respectively. The heuristics of the seven
categories outlined were: a price (time) compromising strategy, a strategy for
using selective information, a strategy for developing differential channels, a
strategy to trust experience/brand, a strategy for maintaining familiarity, a
strategy to pursue something new, and a strategy to capture time.
Third, by examining the frequency of consumer heuristic use and the
number of heuristic strategies used, we identified the appearance of
consumers as an adaptive decision-maker and the various strategies they
were using. It was found that, on average, consumers possess about 11 main
strategies. To put this differently, consumers use on average about 11
strategies in the "adaptive toolbox" of consumer heuristics. Consumers use
the strategi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situation and product as needed.
More than 70% of the time, the strategies used were trust strategies that
rely on "brand trust" and "experience after purchase" This shows that brand
and experience are the alternative means that can provide key cues to
minimize losses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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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the degree and frequency of consumer heuristic use was affected
by environmental factors as well as personal factors. Thus, the group with
an awareness of lack of product differentiation and high overload experience
during product search had numerous uses for consumer heuristics, and the
number of strategies used was noticeably high. On the other hand, the
tendency to pursue maximization had no noticeable influence. Individual
reinforced learning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umber of uses.
These results show that using consumer heuristics involves seeing certain
information as continuous, and as a method for simplifying decision-making
with emphasis on pursuing the value of time.
Fifth, for most individual strategic use of consumer heuristics, learning
has a significant influence. Similarly, results showing that feedback through
learning from choice experiences amplifies consumer heuristic use; this is
the result of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consumers continuously make
choices in a choice-overloaded environment where a consumer heuristic is
demanded. Consumer heuristic use stems from learning, which shows that it
is functional in decision-making rather than irrational or biased.
Sixth, we found that there is a strategic selection pattern of consumer
heuristics depending on the consumer's recognition of product evaluation
attribut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onsumer heuristic corresponds to
the environment; consumers are robust and know to discard unnecessary
information based on experience and rely instead on their informed intuit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several suggestions follow. First, consumer
awareness of lack of product differentiation, non-transparent price incentive
policies, and product markings with little information strength, all of which
cause choice-overload environments, are issues that can be improv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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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market structure where products without added value and ones that
complicate the market can be naturally selected out needs to be created so
that consumer choice can become easier, and the act of choosing can be
useful. Practical, useful suggestions and appropriate salient "cues" provided
through instructional or non-instructional methods are needed.
For the price to work properly as a single cue for reasonable choice,
transparency of the pricing policy must be secured first. In order to
establish this, there is a need to rid the market of confusion through various
practical approaches, such as providing recent price fluctuations and overall
price trends. Moreover, in order for the product markings to properly carry
out their role, information must be salient as well as comparative or
differential so that choices are easier.
Second, an educational proposal can be made on the point that the
understanding of consumer decision-making can be expanded. First, basic
education where people or society's specialties can be freely used is needed.
Our society demands that we have the insight to use publically available
information and distinguish its authenticity and appropriateness. The wisdom
to control expectations about this information is considered to be knowledge
that is required to manage a hyper-mature society.
Third, there is social significance in contemplating the social meaning
that "time" has and what role consumer heuristics can contribute to this
resource. Choice-overload environments make consumers lose the scarcest
resource time that could be used for genuinely important things. Thus,
society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vide rules, standards, and norms for
making consumer choices. In doing so, consumers will not have to make
such hard decisions so much of the time, thereby saving time, which is in
the public’s interest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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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We suggest
expanding the number of research subjects. In the case of travel or
electronic products, sober and limited decision-making is required rather than
routine decision-making. Thus, different consumer decision-making behaviors
based on learning strategies can be identified. Also, because this research
studied only married women, research on male consumers in the same
contexts is suggested. Understanding the consumer heuristics behind the
routine items purchased by male consumers will allow comparison with
female consumers and provide significant information. Finally, "imitation"
"habitual purchase" and "inertia" in this research showed various results
related to psychological tendencies or consumer learning, but they lacked
detailed interpretation. There is a need for an in-depth exploration of this
topic as an independent research topic. Moreover, because these strategies
allow for various interpretations in consumer decision-making, a follow-up
study should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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