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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n customer delight,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for two reward

types by online shopping malls, a hand-written letter and a free gift. Two scenarios to manipulate the rew-

ards provided by online shopping malls were developed. Study 1 revealed that the effects of a hand-written

letter on delight and satisfaction were higher than those of a free gift; in addition, delight was more import-

ant than satisfaction for repurchase intention. Study 2 examined product quality that is the core function of

online purchases by developing 4 scenarios that considered  product quality and rewards. The result showed

that high product quality caused delight and satisfaction while rewards did not. When product quality was

considered, satisfaction influenced repurchase intention more than delight. The study implies that the core

function of product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rewards for customer delight,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 online shopping malls.

Key words: Online shopping, Rewards, Delight, Satisfaction, Repurchase intention; 온라인 쇼핑,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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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객 만족은 마케팅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보편적으

로 실행되어 왔으며, 만족의 충성도에 대한 영향은 오랫

동안 충분히 연구되었다. 그러나 고객 만족을 위해 기업

이 노력한 만큼 만족에 대한 고객 기대 수준은 높아졌고,

만족이 항상 충성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졌

다(Chitturi et al., 2008; Hicks et al., 2005; Wang, 2011).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최

근 마케팅에서 만족과 함께 감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객 감동의 사례는 자주 기사화되고 있으며, 정서

와 감정에 호소한다(Berman, 2005)는 점에서 감동은 만

족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 감동이 재구매, 구전 등 충성

도에 미치는 영향은 만족의 영향보다 크다(Barnes et al.,

2011; Bartl et al., 2013; Crotts & Magnini, 2011; Hicks

et al., 2005)는 점에서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감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고객을 감동시키는가? 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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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는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 종업원의 대인적 역

할이 결정적이다(Barnes et al., 2011). 리테일 환경에서는

인적 요인(판매원)만큼 비인적 요인(기대하지 않은 제품

및 가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노력, 태도, 문제해결 능력,

몰입 등 판매원 요인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

인다(Arnold et al., 2005).

대면 판매가 아닌 온라인 리테일 환경이라면 어떠한

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감동 경험을 분석한 Park and

Heo(2013)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품, 가격, 배

송, 쇼핑몰 운영, 포장 등이 그 순서대로 감동을 유발하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중 배송박스에 포함된 손편지

와 작은 사은품이 감동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서비스산업 환경에서도 사은품이 감동 경험의 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Barnes et al., 2011). 손편지와 사은품이

감동을 유발한데는 첫째,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즉 놀람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둘째, 작은 비용 혹은 금

전적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배려와 감사의 표시가

정서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놀람과 정서적

측면은 높은 환기 수준의 긍정적인 감정으로서, 감동을

초래하는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며(Oliver et al., 1997; Rust

& Oliver, 2000), 감사의 표시는 만족, 나아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yodo et al., 2013).

Park and Heo(2013)는 손편지와 작은 사은품(사탕, 양

말 등)을 정서적, 비물질적 서비스 대 금전적, 물질적 서

비스로 각각 해석하였다. 서비스회복이나 로열티 프로

그램의 보상 유형은 대체로 이와 같은 두 가지로 구분되

고 있다(Lee & Ha, 2007; Son et al., 2011). 이중 정서적/

쾌락적/비경제적/무형적 보상의 효과가 물질적/경제적/

금전적/유형적인 효과보다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일반

적이다(Kim et al., 2012; Lee & Ha, 2007; Ryu, 2004;

Son et al., 2011).

정서적 보상은 감정의 차원으로서, 따라서 감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사은품보다는 손편지가 감

동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손편지

와 사은품은 주문 후 배송과 함께 받게 되는 보상으로

서 부가 서비스에 해당된다. Wang(2011)에 의하면 부가

서비스는 결국 핵심 서비스품질이 보장될 때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즉 제품 품질이 좋을 때 부가 서비스나 보상

이 감동을 더 줄 수 있지만 품질이 낮을 때 감동에 영향

을 미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더라도 감동의 효과가 재

구매로 연계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편지와 사은품의 감

동에 대한 이러한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

구목적은, 1)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편지와 사은품의 두

가지 구매 후 보상(정서적 대 물질적)이 감동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2) 보상으로서 손편지와 사은

품의 의미를 고찰하며; 3) 핵심 기능인 제품 품질에 따라

두 보상의 영향이 다른지, 제품 품질과 보상의 영향을

조사하고; 4) 무엇이 재구매의도에 더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감동과 만족

감동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며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무엇

이 감동을 유도하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감동은 만족으로부터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족이란 성과가 기대를 초월하는 긍

정적인 기대불일치의 결과로서, 단순히 기대에 대한 충

족이나 초과에 기인한다면 감동은 기대의 정도를 훨씬

초월하는 혹은 미처 기대하지 않은 놀라움에서 초래된

다. 즉 놀랄 정도로 높은 정도의 긍정적 불일치는 환기

(arousal, 자극되고 활성화되는 정도)를 유도하고 나아가

즐거움이라는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를 유도하여

감동을 초래한다(Berman, 2005; Loureiro et al., 2014;

Oliver et al., 1997; Park & Heo, 2013).

감동은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 즉 완전한 만족

(Kim et al., 2015)으로 이해되었지만 점차 더 많은 연구에

서 만족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Bartl et al., 2013; Ber-

man, 2005; Finn, 2012; Loureiro et al., 2014)으로 이해되

기 시작한다. 만족은 인지적 측면이 보다 강한 반면 감동

은 높은 수준의 즐거움과 환기가 혼합된 감정적, 정서적

반응으로 이해되고 있다(Berman, 2005; Kim et al., 2015;

Lee & Shea, 2015; Loureiro et al., 2014).

만족-인지, 감동-정서의 맥락은 실용적 및 쾌락적 제

품 속성과 연계되는데, Chitturi et al.(2008)은 제품의 쾌

락적 혜택에 의한 감정 경험과 실용적 혜택에 의한 감정

경험은 다르고, 감정 경험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감동과

만족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제품의 실

용적 혜택이 기대를 초과하면 신뢰, 안전과 같은 예방 감

정(prevention emotion)이 발생하며 이러한 감정이 강할

수록 만족이 증가하는 반면 쾌락적 혜택이 기대를 초과

하면 기분좋음, 흥분과 같은 촉진 감정(promotion emo-

tion)이 발생하고 이러한 감정이 강할수록 감동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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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쾌

락적 속성에 대한 기대가 높을 때도 예방 감정을 유발

하고 이는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즉 실용적 속성이 만

족에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쾌락적 속성은 감동뿐 아니

라 만족에도 영향을 미쳤다. Lee and Park(2014)은, 제품

의 실용적 속성과 쾌락적 속성이 고객 만족과 감동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실용적 속성

이 고객 만족을 통해 감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

혔다.

Finn(2012)은 온라인 리테일러를 대상으로 감동과 만

족에 대한 자원을 어떻게 할당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제

안한다. Oliver et al.(1997)의 주장대로 만족과 감동은

서비스경험에 따라 구별되는 반응으로서 각각 별개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족에 대

해 그런 것처럼 감동 수준을 별도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며, 만족이 평균 이상의 수준이면 만족보다는 감동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감동은 만족과 긍정적인 이차 방정식(quadratic) 관계로

서, 즉 만족 수준이 낮을 때 관련이 거의 없으나 평균 이

상의 만족 수준에서 만족의 증가는 감동의 강한 증가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2. 감동의 선행요인

감동은 만족과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

면서 감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Bar-

nes et al., 2011)는 인식과 함께 감동 유발 요인을 구별하

기 위한 연구는 제품뿐 아니라 리테일, 관광호텔산업(호

텔, 레스토랑, 리조트 등), 공연 등 다양한 세팅에서 주

로 CIT(Critical Incident Technique) 방법을 이용하여 진

행되어왔다. 다양한 서비스산업 환경에서의 감동 요인을

분석한 Barnes et al.(2011)의 연구에서 종업원 정서(배

려, 친절), 종업원 노력(도움제공, 부가적 노력), 종업원

기술(전문성, 서비스품질) 등 대인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였

다. 이외 시간적 이슈, 서비스실패 회복, 핵심 제품과 사

은품도 포함되었으며, 감동은 기대 수준이 낮을 때 가장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Shea(2015)는 호텔에서의 감동 경험을 조사

하였다. 가치, 자산의 유형적 요인과 서비스의 무형적 요

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시설, 친절한 서비스, 서비스전달

반응, F&B, 기대하지 않은 선물, 기대하지 않은 서비스,

가격, 신속한 서비스회복 순으로 감동이 많이 관찰되었

다. 즉 시설 등 유형적 요인의 비중이 서비스만큼 많이

나타나 호텔의 핵심 기능(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Swanson and Davis(2012)는 공연예술에서의 감동

경험 요인을 분석하여 대인적 요인(종업원, 공연자, 다

른 관람객 등)과 비대인적 요인(접근성, 티켓팅 과정, 환

경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대인적 요인으로 종업원 반응

과 감정 이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외 다른 관

람객, 공연 전후 활동, 종업원 정보제공 순으로 나타났

다. 비대인적 요인은 보다 다양한데, 공연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 좌석, 장소의 안락함, 음향, 접근성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즉 대인 서비스뿐 아니라 공연

의 핵심 기능이 감동에 중요한 것이다.

서비스업에서 종업원의 대인 서비스가 감동의 주요

요인으로 보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능(호텔

의 시설, 공연예술의 공연 자체 등)이 마찬가지로 중요

하다. 이는 유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리테일에서는 제품,

가격, 배송 등의 핵심 기능이 감동에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리테일 환경에서 감동 관련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이

다. Arnold et al.(2005)은 점포 쇼핑 환경에서 감동적인

쇼핑 경험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인적(판매원) 및 비인

적(제품)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감동의 인적 요인으로는 판매원의 노력(도움제공), 태도

(친절/다정), 문제해결 능력, 거리(강요하지 않음), 시간

할애 등이 포함되었고, 이 순서대로 많이 관찰되었으며,

비인적 요인으로는 예기치 못한 제품 획득(정확히 원하

는 제품 발견)과 예기치 못한 가치(가격/할인)가 포함되

었다. Ko and Suh(2012)는 쇼핑 상황에서의 고객 감동

경험 요소를 판매원의 친절, 사후관리, 경제적 혜택, 특

별한 즐거움(이벤트), 고객 정책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순서대로 감동 경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Bartl et al.(2013)은 온라인 환경에서 감동을 증대시키

는 웹사이트 속성으로 실용성/유용성과 엔터테인먼트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Park and Heo(2013)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테일에서의 고객 감동 요소로 다양한 서비스

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며, 다음으로 제품, 가격, 배송,

쇼핑몰 운영, 포장 등의 순으로 관찰되었다. 감동 서비스

는 다시 사은품과 편지, 서비스실패에 대한 회복노력,

친절한 상담원, 쉬운 반품 등의 순으로 많이 관찰되었으

며, 온라인 구매단계별로는 제품 수령 시점, 구매(주문)

이전 시점, 구매 후 배송 시점, 구매 후 시점 순으로 감동

이 많이 관찰되었다.

흥미, 열정 등이 감동과 직접 관련되며(Loureiro et al.,

– 869 –



96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5, 2016

2014), 쾌락적 혜택이 감동을 유발(Barnes et al., 2011; Chi-

tturi et al., 2008)한다는 점에서, Collier and Barnes(2015)

는 리테일 환경에서 실용적 측면보다는 재미와 같은 쾌

락적 측면이 고객 감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

다. 요거트와 같은 쾌락적 성격의 셀프 서비스 환경에서

효율성과 재미의 감동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효율

성이 감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재미는 강한 긍정

적 영향을 보였다. 즉 재미있는 쾌락적 성격의 셀프서비

스 과정은 효율성보다 더 감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3. 감동의 효과

고객 감동이 재구매나 재방문의도, 구전 등 충성도에

미치는 효과는 양적 및 질적 연구에서 대체로 검증되었

다(Chitturi et al., 2008; Finn, 2012; Lee & Shea, 2015;

Oliver et al., 1997). 그러나 충성도에 대한 감동과 만족

의 실제 연구결과는 다소 일관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연구에 따라 만족의 영향이 더 크기도 하고 감동의 영

향이 더 크기도 한데, 제품, 서비스, 상황 등에 따라 다

를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감동이 만족보다 재구매의도, 충성도, 구

전 등에 더 긍정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Barnes et al., 2011; Bartl et al., 2013; Crotts & Magnini,

2011; Hicks et al., 2005; Ko & Suh, 2012; Rust & Oli-

ver, 2000)가 보편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쾌락적 혜택-

감동-충성도, 실용적 혜택-만족-충성도를 검증한 Chit-

turi et al.(2008)은 감동과 만족이 재구매의도와 구전에

둘 다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감동이 만족보다 구전과

재구매의도를 더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Bartl et al.(2013)

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감동은 만족보다 웹사

이트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Kim et al.(2015)은 만족보다 감동이 충성도에 더 큰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리조트 고객을 대

상으로 만족, 감동, 충성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고객

감동은 인지, 정서, 행동의도의 3가지 충성도 차원과 모

두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만족이 감동보다 충성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객 만

족은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전반적인 평가의 누적에 근

거하는 반면 감동은 수명이 짧은 에피소드의 감정 경험

으로서, 충성도는 특정 접점에서의 감정 경험인 감동보

다는 경험에 대한 인지와 정서적 반응이 누적되는 만족

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하였다. Oliver et al.

(1997)은 두 가지 서비스상황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만족이 행동의도에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감동의

영향은 서비스상황에 따라 달랐다. 심포니 콘서트의 경

우 감동이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친 반면 레크리에이

션 파크의 경우 감동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고객 감동이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지만 충성도

가 장기적인 고객 관계에 기반하므로 관계 기반 개념들

(지각된 가치, 만족, 신뢰)도 충성도에 중요하다는 관점

에서, Loureiro et al.(2014)은 충성도에 대한 이 두 가지

접근(감동의 정서적 요인 대 가치, 만족, 신뢰의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비교하였다. 특히 친숙한 장소에서의 실

용적인 반복 구매가 특징인 수퍼마켓 쇼핑의 경우 인지

적인 요소가 충성도에 더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가

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대치 대비 긍정적 놀라움을 경

험한 소비자는 환기와 긍정적 정서를 통해 감동을 경험

하였다. 그러나 만족이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감동은 재구매나 구전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쇼핑의 이러한 상황에

서는 만족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정서

적 요소가 인지적 요소보다 감동에 더 중요하지만, 행동

의도는 정서적 요인보다는 인지적 요인에 의해 더 결정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Ko and Suh(2012)의 연구에서는 감동을 환희(기쁨, 흥

분, 즐거움)와 온정(고마움, 놀라움, 따뜻함)의 두 차원으

로 구분하고 충성도에 대한 영향을 본 결과 브로치선물

집단의 경우 두 요인 모두 충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의례적 사은품의 경우 온정 요인만 충성도에 영향을 미

쳤다. 또한 감동 경험 고객의 경우 환희, 온정, 충성도가

만족 경험 고객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4. 보상의 유형과 효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송과 함께 제공되는 사은품과

손편지는 고객 재구매와 충성도 확보를 위한 보상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보상 프로그램(reward pro-

gram)이나 로열티 프로그램은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한 마

케팅 활동이다(Meyer-Waarden et al., 2013). 주로 제품

이나 서비스구매 후 그 대가로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

여 고객들을 기업, 제품, 서비스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사후마케팅(Lee & Kim, 2005)으로서, 중요한 판

매촉진 수단의 일환(Park & Kim, 2007)인 동시에 충성

도, 반복 구매, 전환비율을 증가시키는 전략이다(Meyer-

Waarde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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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프로그램의 효과는 보상을 어떻게 계획하느냐

에 달려있는데(Meyer-Waarden et al., 2013), 여러 형태의

보상물이 실제로 이용되어 왔다. 포인트, 상품권 등 실용

적 특성의 보상물이 자주 이용되었으나 스파 서비스 등

쾌락적 특성의 사치품도 이용되고 있다(Park & Kim 2007).

Meyer-Waarden et al.(2013)은 경제적, 쾌락적, 관계적, 편

의적, 정보적 보상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상의 유형은 실용적 대 쾌락적, 경제적 대 비경제적, 유

형적 대 무형적 보상 등으로 이분되는 경향이 있다. 실용

적 속성의 보상물은 가격할인이나 덤과 같은 경제적 혜

택을 제공하며, 식료품 쿠폰, 세탁권, 주유권 등 고객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품이 포함된다. 쾌락적 속성

의 보상물은 별책부록이나 복권과 같은 비경제적인 혜

택을 제공하며, 와인, 보석, 향수 등 고객의 심리적 만족

과 대외적 자긍심을 증대시켜 주는 제품이 포함된다(Lee

& Kim, 2005). 마찬가지로 경제적 보상은 현금, 무료제

품, 기념품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비경제적 보상

은 자아 만족이나 타인과의 관계 등 소비자의 사회, 심

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해당된다(Ryu, 2004). 이와

유사하게 쿠폰, 사은품, 상품권 등 형태를 지닌 유형적

보상과 특별한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하는 무형적 보상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동에 대한 보상 유형의 영향을 보면, Ryu(2004)의 연

구에서 고객 보상 추천 프로그램 중 비경제적 보상, 경

제적 보상, 무보상의 순으로 고객 추천의도가 증가되었

다. 다만 고객-브랜드 관계의 질이 높은 고객의 경우는

보상 유형에 따른 추천의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보

상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인식이 브랜드 신뢰와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신뢰와 감정은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고, 실용적 보상(교통카드)보다는 쾌락적 보

상(영화예매권)에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Son et al.(2011)은 호텔 서비스실패 회복과정에서 유

·무형적 보상이 신뢰, 만족,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였는데, 유형적 보상(금전적, 실물적, 물리적

서비스)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만 신뢰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반면 무형적 보상(종업원의 고객 응대 태도, 관

심, 친절, 고객 입장 배려)은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만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만족과 신뢰는 차례로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쳐 무형적 보상이 더 중요함을 시사한

다. Park et al.(2013)의 레스토랑 보상 프로그램의 충성

도에 대한 영향에서는, 즉각적 보상과 금전적 보상이 비

금전적 보상보다 높은 충성도를 보였으나 장기지향적

소비자에게는 비금전적 보상이 제공될 때 보상의 영향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Ha(2007)는 불평에 대한 물질적, 비물질적 보

상이 소비자 반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고

객 불평에 대한 물질적 보상(금전적 요구 보상)과 비물

질적 보상(정중한 사과)은 인지적 평가 회복에는 차이가

없으나 비물질적 보상은 물질적 보상보다 감정 회복과

재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 반응보다 감정 반응이 소비자 행동에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Kang(2005)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의 경제적,

편의적, 오락적 가치가 점포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

향 연구에서는, 편의적 및 오락적 가치는 점포 만족에 영

향을 미치지만, 보상 프로그램의 가치는 점포 충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송과 함께 제공되는 사은품과

손편지는 각각 경제적 대 비경제적, 물질적 대 비물질

적, 실용적 대 쾌락적 보상으로 볼 수 있어 만족과 감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손편지의 영

향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Ko and Suh

(2012)의 연구에서, 백화점에서 기대하지 않은 특별한 선

물(구매한 정장의류에 어울리는 브로치)을 받는 고객이

의례적 사은품(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고객보다 감동이

나 충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Wang(2011)

의 레스토랑 서비스 연구에서 핵심 서비스(레스토랑 본

연의 기본 서비스)와 연관없는 부가 서비스(마사지)는

감동과 재방문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핵심 서비스의 품

질이 높을 때만 재방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은품과 손편지의 구매 후 보상이 감동이나 만족을

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의 핵심 기능인 제품 품질

이 좋을 때만 재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III. 연구 1

1. 연구문제

첫째, 온라인 쇼핑몰이 구매 후 보상으로 제공하는 손

편지와 사은품의 감동 효과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온라인 쇼핑몰이 구매 후 보상으로 제공하는 손

편지와 사은품의 제품 만족 효과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편지와 사은품에 의해 유

발된 감동과 만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

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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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사전조사

본 연구는 Park and Heo(2013)의 온라인 쇼핑 감동 경

험 중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난 사은품과 손편지의 효과

를 분석하는 것으로써, 1) 이러한 구매 후 보상이 감동을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2) 이들을 실험자극물로 이

용한 온라인 쇼핑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구매상품과 사

은품의 종류를 선정하고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 65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 과정에서 1) 기

억나는 온라인 쇼핑의 감동 경험을 서술하게 한 결과, 여

러 요인과 함께 손편지와 사은품이 감동을 유발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12명, 18.46%). 2) 온라인 쇼핑에서 자

주 구매하는 품목과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의류, 속옷, 바

지, 치마 등 의류상품이 가장 많았으며(15명, 23.08%), 신

발, 가방, 지갑 등 잡화도 자주 구매되었다(8명, 12.31%).

의류제품의 구입가격은 25,000~100,000원의 범위를 보

였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의류 외 가장 많이 언급된 품

목으로 바지를 상품으로 선정하였다. 사은품으로는 액세

서리, 에코백, 덤, 머리끈, 신발클리너, 화장품 샘플, 과

자 등 다양하였으나 두 번 이상 언급된 동시에 구매품목

과 연관되는 양말을 선정하였다.

2) 연구설계와 측정

고객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제품과 함께

손편지와 사은품을 받은 상황은 다음의 두 가지 시나리

오로 작성되었다.

“귀하는 바지를 구입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여기저기

검색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용해 본 적이 없는 한 쇼핑몰에서

가격도 적절하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하여 바지를 하나

주문하였습니다. 주문한 바지를 배송받고 별 생각없이 박스

를 개봉하였는데, 뜻밖에도 상품과 함께 편지(사은품)가 동봉

되어 있었습니다. 구매해 주어서 고맙고, 예쁘게 잘 입으라는

내용의 손으로 쓴 정성스러운 편지였습니다(사은품은 패션양

말이었는데, 바지와 함께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손편지(양말)를 함께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도 못했습

니다.”

감동은 Finn(2012), Kim and Park(2014)을 참조하여

‘이 쇼핑몰에서 제공한 손편지(사은품)에 감동할 것 같

다; 감격할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를 포함하는 3문항

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708을 보였다. 제

품 만족은 Wang(2011)을 참조하여 ‘구매한 제품은 만족

스러울 것 같다; 마음에 들 것 같다’의 2문항을 5점 척

도로 측정하였고, 신뢰도는 .910으로 나타났다. 재구매

의도는 Wang(2011)을 참조하여 ‘이 쇼핑몰을 다시 이용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 쇼핑몰에서 구매할 생각이 있

다; 이 쇼핑몰에서 계속 구매할 것 같다’의 5점 척도, 3문

항을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867을 보였다.

3) 자료수집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14부(손편지: 57부, 사은품:

57부)가 수집되었으며, 여학생 99명(86.8%)과 1학년 100명

(87.7%)이 대부분이었다. 가계소득 수준은 400~500만 원

대가 44.3%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쇼핑 경험은 월 1회

이하가 45.6%, 월 2~3회가 43.9%로 나타났다. 상품으로

제시된 바지의 가격은 얼마일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81.5%가 2~4만 원대로 응답하였다.

3. 결과

1) 조작 검증

시나리오 상황 조작에 대한 검증으로 ‘배송받은 박스

를 개봉하고 그 안의 손편지(사은품)을 보았다고 가정하

는지’ 질문하였다. 손편지의 경우 98.2%(56명), 사은품

의 경우 100.0%(57명)가 ‘예’로 응답하였다. 또한 놀람/

기대하지 않음에 대한 조작 검증으로 ‘손편지(사은품)를

받게 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가정하는지’ 질문한 결과

손편지의 경우 98.2%(56명), 사은품의 경우 100.0%(57명)

가 ‘예’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바지

를 배송받고 기대치 않게 손편지(사은품)를 받은 상황

에 대한 조작이 성공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손편지와 사은품이 정서적 대 물질적 보상을 의미하

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은품(손편지)은 물질적 혜택을

제공한다-정서적 혜택을 제공한다’ 및 ‘물질적 도움이

된다-정서적 도움이 된다’의 2문항을 각 7점 척도로 포

함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혜택과 도움, 점수

가 낮을수록 물질적 혜택과 도움을 의미하였는데, 물질

적-정서적 혜택에서 손편지와 사은품의 평균은 각 6.28

과 4.32로서 유의한 차이(F=59.876, p<.001)를 보였다.

물질적-정서적 도움에서도 손편지의 평균(6.12)이 사은

품의 평균(3.30)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F=101.836, p<

.001)를 보였다. 이로서 손편지의 정서적 보상 성격이 사

은품보다 유의하게 강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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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편지와 사은품에 따른 감동과 만족의 차이

ANOVA 검증결과, 응답자들은 사은품보다 손편지에

더 감동(F=12.591, p<.01)하였으며, 손편지를 받았을 때

제품에 대한 만족도 더 높은 경향(F=9.032, p<.01)을 보

였다(Table 1). 즉 온라인 쇼핑몰에서 배송 시 사은품을

제공할 때보다 손편지를 제공할 때 소비자가 더 감동하

고 제품 만족도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서적 보

상이나 서비스의 영향이 물질적 보상이나 서비스보다

더 크다는 기존 연구결과(Lee ＆ Ha, 2007) 및 쾌락적

보상의 영향이 실용적 보상의 영향보다 크다는 연구결

과(Kim et al., 2012)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의 패션양말 사은품 외에 일반화 해석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한편 재구매의도에 대한 손편지와 사은품의 영

향은 차이가 없었다(F=1.466).

손편지와 사은품의 구매 후 보상에 의한 감동과 만족

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보면

<Table 2>, 보상의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 만족

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감동의 영향은 유의하였

다(β=.471, p<.001). 즉 온라인 쇼핑몰의 재구매의도에

중요한 것은 제품 만족보다 감동임을 시사한다.

이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후 보상 그 자체는 재구

매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Kang, 2005) 사은

품보다는 손편지가 소비자의 감동과 만족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며, 차례로 감동이 만족보다 재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적 보상의

영향이 물질적 그것보다 크다는 기존 연구결과(Kim et

al., 2012; Lee & Ha, 2007)를 지지하는 동시에 만족보다

감동의 충성도/재구매의도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연구

(Barnes et al., 2011; Bartl et al., 2013; Hicks et al., 2005;

Rust & Oliver, 2000)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품 품질에 따라 감동과 만족, 나아가 재구

매의도는 다를 수 있다. 손편지가 사은품보다 감동과 만

족을 더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배송받은 제품의 품질이

기대보다 낮을 때도 여전히 효과가 있을까? 온라인 쇼핑

의 핵심 기능은 제품이다. 제품 품질이 낮을 때 보상에

의한 감동과 만족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즉 제품 품질

이 고려될 때 손편지와 사은품의 영향은 감소될 것이며,

따라서 손편지와 사은품이 감동,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연구 2는 제품 품질의 영향을 고

려하여 설계되었다.

IV. 연구 2

1. 연구문제

첫째, 손편지와 사은품의 보상은 어떤 의미인가?

둘째, 손편지와 사은품에 의한 감동과 만족은 제품

품질에 따라 다른가?

셋째, 구매 후 보상(손편지와 사은품)과 제품 품질에

따른 감동과 만족은 재구매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가?

2. 연구방법

1) 시나리오와 측정

보상(정서적-손편지, 물질적-사은품)과 제품 품질(고,

Table 1. Delight and satisfaction by post-purchase rewards

N (%) Delight Satisfaction

Hand-written letter 57 (50.0%) 3.85 (0.542)
a

3.65 (0.648)

Free gift 57 (50.0%) 3.49 (0.531)
a

3.25 (0.780)

F 12.591** 9.032**

**p<.01

a: Standard deviation

Table 2. Effects of post-purchase rewards, delight, and satisfaction on repurchase intention

Independents β t R
2

F

Repurchase

intention

Rewards .055 0.630***

Delight .471 4.027*** .256 12.630***

Satisfaction .068 0.59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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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4집단 분석을 위한 4종류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손편지와 사은품은 연구 1과 동일하며, 제품 품질에 대

한 내용만 추가되었다(고품질-‘바지는 주문 당시 화면

에서 보던 것보다 더 좋아보였고 실제 품질도 좋았습니

다’; 저품질-‘화면에서 보던 것과 달리 안 좋아보였고,

실제 품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감동 3문항과 만족 2문

항은 연구 1과 동일하며, 신뢰도는 .926과 .987을 보였

다. 재구매의도 2문항(이 쇼핑몰을 다시 이용할 것 같다;

앞으로도 이 쇼핑몰에서 구매할 것 같다)의 신뢰도는

.943을 보였다.

또한 손편지와 사은품에 대한 이전 경험과 온라인 구

매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보상에 대한 이전 경험 1문항, 7점 척도(경험이 전혀 없

다~경험이 매우 많다)와 온라인 구매경험 1문항, 5점 척

도(전혀 구매하지 않는다~매우 자주 구매한다)를 추가

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손편지와 사은품의 의미를 살펴

보기 위해 금전적 가치를 기입하게 하였으며, 가치, 매력

도의 각 1문항을 7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물질적/경제적/

실용적 및 정서적/비경제적/쾌락적 혜택을 측정하기 위

해 5문항을 각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 자료수집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양수업 중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총 208부(고품질-손편지 53부, 저품질-손편지 51부;

고품질-사은품 52부; 저품질-사은품 52부)의 설문지를 회

수하였다. 응답자의 52.9%(110명)가 남학생이었으며, 1학

년(83명, 40.1%)과 2학년(67명, 32.4%)이 많았다. 바지의

가격에 대해 73.0%가 2~4만 원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온

라인 쇼핑 횟수는 2~3개월에 1회 이하가 33.5%(69명)로

가장 많았으며, 월 2~3회가 30.5%(62명), 월 1회 27.2%

(56명), 주 1회 이상 9.2%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4집단

간 성별(χ
2
=.83, p>.05), 학년(χ

2
=8.10, p>.05), 준거 바지

가격(F=2.57, p>.05), 온라인 쇼핑 횟수(χ
2
=6.56, p>.05)

등에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과

1) 조작 검증

상황 조작 검증을 위해 손편지(사은품)를 보았다고 가

정하는지 질문한 결과, 손편지의 경우 97.12%(101명),

사은품의 경우 99.04%(103명)가 예로 응답하였고,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가정하는지 질문한 결과, 손편지의

경우 93.27%(97명), 사은품의 경우 94.23%(98명)가 예로

응답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바지를 구입 후 예상치 않

게 배송과 함께 손편지나 사은품을 받은 상황의 조작이

성공적임을 확인하였다. 배송받은 제품 품질에 대해 ‘매

우 좋다~매우 좋지 않다’의 5점으로 질문한 결과, 고품

질(평균 4.05) 대 저품질(평균 2.15)의 차이가 유의하여

(F=442.439, p<.001) 제품 품질의 조작도 성공적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2) 손편지와 사은품의 의미와 가치

손편지와 사은품은 정서적 대 물질적 보상을 대표하

는 것으로서, 실제 경제적/물질적/실용적 및 정서적/심리

적 혜택에서 차이가 있었다. 손편지가 사은품에 비해 정

서적 도움(평균 5.01 대 4.17, F=13.062, p<.001)과 기분

좋음(평균 5.64 대 5.12, F=5.365, p<.05)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은품은 실용성(평균 4.62 대

4.13, F=3.913, p<.05), 물질적 도움(평균 4.53 대 2.98,

F=43.374, p<.001), 경제적 혜택(평균 4.12 대 2.61, F=

46.283, p<.001)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즉 손편지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반면 사은품은 물질적, 경제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 정도일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사은품의 경우 98.1%가 응답했으나 손편지의 경

우 91.3%가 응답하였다. 즉 손편지는 금전적 가치로 환

산하기가 더 어려움을 시사한다. 사은품의 경우 500원

에서 1만 원까지 다양하였으나, 1천 원이 가장 많아 37.3%,

2천 원이 20.6%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반 정도가 1~

2천 원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손편지의 경우 0원에

서 4만 8천 원까지 다양하였으며, 가장 많은 응답은 2천

원 14.7%, 0원 13.7%, 1천 원과 3천 원, 5천 원이 각 11.6%

로 나타나 사은품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가치로 인식하

고 있었다. 즉 소비자에 따라 가치가 달리 인식될 수 있

으므로 손편지의 가치를 인정하는 소비자에게는 사은

품보다 높은 경제적 및 정서적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금전적 가치의 차이는 유의하여(F=12.536, p<.001) 손

편지의 금전적 가치(4,575원)가 사은품의 금전적 가치

(1,666원)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실용성, 경제적 및 물질

적 도움에서 손편지보다는 사은품에서 높은 응답을 보

였는데, 이는 물리적 제품이 손편지보다 더 실용적이며

경제적, 물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손편지가 더 높아 결국 쾌락적, 정

서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실용적 가치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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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손편지와 사은품의 가치와 매력성에 대한 응

답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손편지가 사은품보다

더 가치있고(평균 4.89 대 4.14, F=11.939, p<.01), 매력

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5.01 대 4.49, F=

5.674, p<.05).

4) 손편지, 사은품과 제품 품질이 감동과 만족에 미치

는 영향

두 가지 보상 유형과 제품 품질이 감동과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을 보기 위해 성별, 온라인 구매경험, 이전 보상

경험을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 보이는 것처럼 성별, 온라인 구매경험, 이

전 보상 경험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제품 품질과

보상의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고, 제품 품질의 주효

과만 관찰되었다. 즉 제품 품질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

보다 감동과 만족이 높은 반면 손편지와 사은품의 보상

은 감동과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이는 결국 소비자의 감동과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온라인 쇼핑의 핵심 기능인 제품의 품

질인 것을 의미한다.

5)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재구매의도

온라인 쇼핑몰의 재구매의도에 결정적인 요인을 살펴

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손편지와 사은품의 보상, 제

품 품질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감동과 만

족이 직접 영향을 미치며, 감동보다는 만족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는 연구 1에서 만족보다

는 감동이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 결과와는 상반되는

Table 3. Interactions of post-purchase rewards and product quality

Dependent Independents SS df MS F

Delight

Model 67.51 6 11.25 14.149***

Gender .01 1 .01 .008

Online shopping experience .03 1 .03 .040

Previous rewards experience .05 1 .05 .060

Rewards (A) .68 1 .68 .854

Product quality (B) 64.40 1 64.40 80.975***

A*B 1.52 1 1.52 1.908

Error 159.85 201 .80

Satisfaction

Model 236.00 6 39.33 74.751***

Gender .55 1 .55 1.051

Online shopping experience .05 1 .05 .093

Previous rewards experience .03 1 .03 .054

Rewards (A) .62 1 .62 1.177

Product quality (B) 234.40 1 234.40 445.465***

A*B .00 1 .00 .000

Error 105.76 201 .53

***p<.001

Table 4. Differences by post-purchase rewards and product quality

Rewards and product quality

FHand letter-high quality

(N=53)

Hand letter-low quality

(N=51)

Free gift-high quality

(N=52)

Free gift-low quality

(N=52)

Delight 3.67 (0.764)
a

2.73 (1.056)
b

3.71 (0.752)
a

2.42 (0.940)
b

028.624***

Satisfaction 4.14 (0.575)
a

2.02 (0.842)
b

4.03 (0.667)
a

1.90 (0.780)
b

150.431***

***p<.001

a, b: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 and b by Dunca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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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제품의 품질은 쾌락적, 정서적 요소라기보다 실

용적, 인지적 요소로서 이는 감동보다는 만족과 보다 관

련될 것이다. 따라서 핵심 기능인 제품 품질이 고려될 때

감동보다는 만족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이는 감동보다 만족이 재구매, 충성도에 더 중요하

다는 Kim et al.(2015)과 Loureiro et al.(2014)의 연구결

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보상을 재구매의도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영

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β=.081, p>.05, R
2
=.002) 품질의

재구매의도에 대한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β=

.751, p<.001, R
2
=.561) 감동과 만족을 고려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Table 5> 유의하지 않은 것은 품질과 재구매

의도에서 감동과 만족의 매개 효과를 시사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리테일에서 감동의 효과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후 보상으로 자주 이

용되고 있는 손편지와 사은품이 감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 두 유형의 보상의 가치를 고찰하였으며, 온

라인 쇼핑의 핵심 기능인 제품 품질에 따라 보상의 영향

에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동시에 재구매의도에 가

장 중요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정서적 보상을 의미하는 손편지가 물질

적 보상을 의미하는 사은품보다 감동과 제품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보다는 감동이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기존 연

구결과(Bartl et al., 2013; Kim et al., 2012; Lee & Ha,

2007)와 동일한 맥락이다. 한편 사은품의 물질적 혜택,

손편지의 정서적 혜택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할

경우 손편지에서 보다 높은 금전적 가치를 보였다. 즉 소

비자들이 지각하는 손편지의 가치와 매력성은 사은품의

그것보다 높으며, 이 경우 가치는 금전적 가치를 내포하

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손편지와 사은품의 감동 및 만족에 대한 효과는 제품

품질이 고려될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

품질 제품의 경우 일관되게 감동과 만족이 저품질 제품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쇼핑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은품이나 손편지 등의 보상이 아니라 제품 품질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Wang(2011)이 지적한 것처럼

핵심 기능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가 서비스는 의

미가 없는 것이다. 즉 핵심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

함을 시사한다. 제품 품질이 고려될 때 감동보다는 제품

만족이 재구매의도에 더 영향을 미친 결과 또한 핵심 기

능이 고려될 때 감동보다 만족이 더 기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Loureiro et al.(2014)의 연구처럼 온라인 쇼핑

몰에서 저가의 바지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제품 품질이

라는 핵심적이고 인지적 요소가 고려될 때는 감동보다

만족이 재구매의도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손편지와 사은품은 온라인 쇼핑몰의 보상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 결국 그 목적은 재구매와 구전, 나아가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한 로열티 프로그

램은 결국 마케팅 비용만 증가시켜 비효율적이 될 가능

성이 있으며, 따라서 로열티 프로그램의 효과는 보상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달려있지만(Meyer-Waarden et al.,

2013) 보상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보다 제품 품질과 같은

핵심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손

편지와 사은품의 의미와 효과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으며, 이러한 보상보다는 제품 품질의 핵심 기능

이 소비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상품(2~4만 원대

의 바지)을 활용, 저가의 양말 사은품을 자극물로 이용

하였다. 대학생이 아닌 소비자의 고가 상품 구매상황에

서는 손편지와 양말 사은품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따

라서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과 다양한 특성의 소비자, 가

Table 5. Determinants of repurchase intention

Dependent Independents β t R
2

F

Repurchase

intention

Rewards .038 01.179***

.789 188.561***
Product quality .079 01.372***

Delight .137 0 3.198***

Satisfaction .723  11.176***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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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다른 사은품의 영향을 고찰한다면 보다 유용할 것

이다. 또한 사은품 그 자체도 쾌락적/정서적 사은품과 실

용적 사은품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정서적

보상을 대표하는 손편지와의 차이도 보다 면밀히 고찰

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핵심 기능으로 제품 품

질을 이용하였으나 배송과 같은 다른 핵심 기능의 영향

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온라인 쇼핑의 핵심

기능으로 제품과 배송 외 무엇이 포함될지 고려하여 그

영향을 고찰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

상, 품질의 감동과 만족, 나아가 재구매의도에 대한 구

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한다면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를 이

해하는데 보다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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