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이 소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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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직 가설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는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과 소비생활 만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수준과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이 소비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1,012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 14.0과 Amos 6.0을 이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과 인구통계적인 특성에 따른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과 소비생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 sheffe test를 실시하였으며 경제수준과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이 소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특성과 경제수준에 따라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연령이 많고 교육년수가 길며 객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자기조절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생활 만족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3.96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소비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인 경제수준을 높게 지각 할수록 소비생활
만족도는 낮아지며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을 잘 할수록 소비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인간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비생
활에 주도권으로 가지며 어떠한 소비상황에서라도 적절히 자신의 의지대로 자율적이며 융통성을 가
지고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소비생활 만족도, 충동억제, 만족지연, 자기확신, 자기관리

Ⅰ. 문제제기

비자도 시장도 객관적, 주관적 합리성을 충족
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일반화된
결과들로 인해 이러한 연구들은 소비자의 구

최근까지도 소비에 관한 연구의 주된 관점은
경제학적 시각에서 시작되어 이론을 검증하고

체적인 삶의 지향점을 찾아내고 있지 못한 것
이 사실이다.

영향력 있는 변수를 찾는 데에 몰입하고 있으

따라서 이러한 연구경향에서 벗어나고자 최

며, 이러한 연구 경향에는 소비자는 매우 합리

근 소비자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시도로 소비

적 존재일 뿐 아니라 시장 또한 객관적 합리

에 대한 자기결정성 또는 자율성, 그리고 소비

성을 갖추고 있음이 전제되고 있다. 그러나 소

에 대한 자기조절 등과 같이 시장환경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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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체성 확보를 위한 연구들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만족이란 오랜시간 동안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먼저 김기옥외(2006)의 연구에서는 Deci와

수세기에 걸쳐 인간의 만족에 대해 고민해 오

Ryan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 만족은 해결

Theory: SDT)을 토대로 구매동기가 자율성

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아리스토텔

혹은 자기결정적 기능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

레스는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을 갖는

라 조절되며 그 조절의 수준에 따라 내재적

인간의 속성에 대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유형화될 수 있다고 보

고 쓴 바 있다. 실제로 사회과학자들은 과소비

고 체계적으로 구매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척

사회에서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는 개인

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남수정(2006)은 소비자

들이 갈수록 더 많은 소비를 하는데도 만족감

가 보다 주체적으로 소비의 모든 과정을 합리

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Alan

적으로 조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

T. U., 1991, 구자건 역, 1994).

로 측정할 수 있는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척

위에서 살펴본 최근의 연구(권혜진외, 2006;

도(Consumption self-regulation scale)를 개발

김기옥외, 2006; 남수정, 2006; 박명희, 2006)

하였는데, 여기에서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은

에서는 이러한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소비패턴이나 의사결정

인간의 만족은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가치에

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소비생활에 대

부합하고 더불어 욕구 및 의식을 통제하는 방

해 계획을 세워 점검하며 스스로 구매욕구를

법에 의한 소비생활에서 찾고 있다. 이와 비슷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하게 Csikszentmihalyi(2000)의 연구에서도 결

와 비슷하게 권혜진외(2006)의 연구에서도 자

국 인간의 궁극적 만족과 행복은 소비에 대한

율성을 소비자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개인의 가치관과 통제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

유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바람직

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만족

한 선택의 관건을 결국 소비자 개개인이 자기

과 행복은 소비 그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 스

소비의 목적과 가치를 어떻게 주관하는 것인

스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진정한 만족에

가로 보고 있다.

대해 냉철히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안분지족

이러한 연구의 근저에는 인간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安分知足)할 수 있는 자기조절적 삶의 주체
가 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존재론적 행복에

그러나 이와 같은 일관된 연구들의 성과에도

기여하는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조절적인 소비가 소비

가지고 자신의 소비생활에 주도권으로 가지며

생활 만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객관적

어떠한 소비상황에서라도 적절히 자신의 의지

인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대부분의

대로 자율적이며 융통성을 가지고 소비생활을

연구들이 이론적인 접근이나 질적인 연구방법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

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자기조절과 소비생활

다. 결국 오랜 기간동안 소비자학에서 관심을

만족의 관계를 유추(Csikszentmihalyi, 2000;

가지고 있던 인간의 만족이 소비를 통해 충족

박명희, 2005; 권혜진․이기춘, 2006)하거나 이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의문을

러한 개념을 체계화하고 척도를 개발(김기옥․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현정․남수정, 2006; 남수정, 2006)하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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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에 대한 검증을 확인한 바 있다(고정자, 2005;

연구에서는 아직 가설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

민수홍, 2005; Chapple, 2005; Costello et al.,

는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과 소비생활만족의

2006; Shiri et al., 2000; Tittle et al., 2004;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

Vazsonyi et al., 2001).

는 이제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소비의 자기

교육학에서는 자기조절이론을 학습방법에 도

조절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입하여 일반적으로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소비생활만족에 대한 새로운 접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은

근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목적지
향적인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고
안된 개념이다. 연구자들은 효과적인 학습이

Ⅱ. 이론적 배경

외적 환경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학습자 스
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
진다고 보고 효과적인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

2.1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로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지를 탐구하고자 하
였다(Shunk&Zimmerman, 1994;, Pintrich et

자기조절(self-regulation)에 대한 개념은 사

al., 1993).

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 인간행동과 관련된

마지막으로 소비자학에서의 자기조절에 대한

행동과학분야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관

연구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기조

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자기조절에 대

절의 구성요인인 만족지연, 충동성, 자기관리

한 각 학문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심리학에서는 자기조절을 인간발달에서

먼저 Hoch와 Loewenstein(1991)의 연구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하나의 능력으로 간주

는 자기조절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즉각적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조절 능력을 획득하

인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만족지연(delay of

기 위한 부모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기

gratification)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욕구와 자

조절능력이 높은 유아의 경우 성공적인 사회

제력의 관계로 이해했다면, Piron(1991)의 경

화 및 성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Broson,

우는 자기조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2000; Brownell et al., 1997; Kopp, 1982; Perry,

않지만 자기조절의 중요한 구성요인 중 하나

2001).

인 충동성의 개념을 심층적인 분석하고 있음

사회학에서는 주로 범죄와 비행의 원인으로

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의 자기조절 모

자기조절 능력 상실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가

형(SEMDM)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와 비행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각광받

여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기조절능력

고 있는 것은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으로 간주하고 있어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하

“low self-control theory"이다. 낮은 자기조절

기 위한 자기관리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론에서는 대체로 자기조절력이 범죄행위 및

(Byrness, 1998).

범죄유사행위의 주요한 예측인자로 간주하고

결국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학문적 특

있으며 다양한 대상들로부터 자기조절의 효과

수한 상황에 의해서 자기조절에 대한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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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강조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결국 소비에 대

에서는 인간발달의 중요기제로, 사회학에서는

한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자기통제(self-

범죄와의 관련성을, 교육학에서는 학습전략 중

control)와 자기점검(self-monitoring)을 포괄하

하나로 자기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는 상위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기조절

실정이다. 따라서 각 학문분야에서 제시한 자

은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소비욕구를 조절하

기조절의 구성요인을 통합하여 소비자학에서

고 자신의 소비생활에 주도권을 가지며 어떠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하면

한 소비상황에서라도 적절히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자율적이며 융통성을 가지고 소비생활을 하는

들은 각각 충동성, 만족지연, 그리고 자기확신,

능력으로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의 구성요인을

자기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포함한다. 자기통제는 소비자의 목표를 위해

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내․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에 대한 요구를

<표 1> 자기조절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학자

학문
분야

자기통제
(self-control)
충동억제
(impulse
control)

만족지연
(delay of
gratification)

자기확신
(selfreliance)

자기관리
(selfmanagement)

●

●

●

●

Sethi et al.(2000)

●

●

신민희(1998)

●

●

●

●

Kendall & Wilcox(1979)
Mischel & Mischel(1983)

●

Kanfer & Gaelic (1991)

●

Kokanska et al.(1996,1997)

●

Brownell et al. (1997)
Fang & Cox(1999)

●
심리학

●

강기숙․이경님(2001)

●

이정란․양옥승(2003)
Gottfredson & Hirschi(1990)

●
●

Rver et al. (1999)

●
사회학

●

●

Zimmerman & Martinez-Pons(1986)

●

Weinstein et al.(1987)

●

Miller et al.(1993)

교육학

Garcia & Apintrich(1994)

●
●

●

Betliner & Calfee(1996)

●

Hoch & Loewenstein(1991)
Piron(1991)

●
소비자학

●

Byrness(1998)
<출처> 남수정(2006),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척도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7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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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이 소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

내면화된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욕구를 억제

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생활 만족에 대

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반면, 자기점검

한 체계적인 개념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고

은 소비자 스스로 계획하고 평가하면서 자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 행위를 소비환경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하

소비자학에서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삶의 질

고 융통적으로 점검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에 영향을 주는 요인 또는 삶의 질을 구성하

있다(남수정, 2006).

는 하위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결국 소비자학에서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의

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질 또

개념은 단순히 구매에 대한 욕구를 통제한다

한 통념상의 의미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

는 충동억제의 개념이나 검약과 절약을 강조

반적으로 수용되는 정의 또한 명확하지 않은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실정이다. Andrew(1974)에 의하면, 삶의 질은

소비패턴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개인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에

가지고 소비생활에 대해 계획을 세워 점검하

대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며, 김상균(1996)

며 스스로의 구매욕구를 통제 할 수 있는 능

은 “사회적 조건 및 제도와 사회 구성원간에

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조절력을 통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 소비자는 지속적이며 자연발생적으로 나타

써, 개인의 삶을 가치있고 윤기있게 만들어 주

나게 되는 소비에 대한 요구를 스스로 조절하

는 총량으로서의 만족감이기 때문에 인간의

여 외적조건들에 의해 압도되지 않고 각자 삶

행위와 사고가 작용하는 모든 영역에 관련되

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게 된다.

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현대 소비사회는 과거 산업사회의 생산방식

질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람직한 삶, 또는 만

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족스로운 삶을 영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포

욕망을 리드하고 창조하며 더 나아가서 소비

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학문의 특정

자의 욕구를 찾아내서 빨리 적응해가는 기술

범주에 포함되기 보다는 가정학, 심리학, 사회

개발과 생산시스템을 만드는 시대로 변모해

학, 정신의학 등 다학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

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스스로 삶에서

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공통

주체가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품에 예속되

점을 찾아보면 개인의 삶의 질은 외적인(객관

는 경향이 빈번해 지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적) 실체와 그에 대한 내적(주관적)인식에 의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에서 발생되는 보상

해 평가된다는 것이다(Dissat & Deller, 2000).

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소비의 보상을 스스로

객관적인 요소는 주어진 문화집단 내에서의

조절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계획

고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조건에 의해 표현되

하고 조정하여 소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며, 주관적 요소는 ‘개인의 생활이 함축적이거

무엇보다도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을 통한 자기

나 명백한 내적 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식하는

조절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도’로써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자립감,
성취감, 문화적 풍요로움, 안전, 스트레스, 불만

2.2 소비생활 만족도

감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및 인지상태를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Evans, 1994). 결국, 삶의

현대인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세계에서 소

질은 자기 삶을 인지적, 정서적으로 평가하고

비와 관련된 활동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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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은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과 안녕감, 행복

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지

감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소비생활의 영역이 확

구체적으로 소비자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

대됨에 따라 소비생활의 개념과 일상생활의

비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살펴

개념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보면 정영숙(1999)은 노인을 대상으로 소비생

있다.

활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구체적으로 김기옥(2006)의 연구에서는 소비

으로써 소비생활 만족도가 삶의 질을 형성하

생활을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와 서

는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영숙

비스를 이용하여 영위하는 일상생활을 의미하

(1999)은 소비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로 소비생

며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 정보를 탐색하는 행

활 이외에 경제적 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

위, 광고의 영향을 받는 행위, 다른 사람의 소

비생활 만족도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교통

비로부터 영향을 받는 행위 등 재화와 서비스

통신, 여가생활, 건강관리 이상의 6개의 영역에

와 연관되어 영위되는 모든 일상생활로 간주

대한 주관적 만족도이며 이밖에 경제적 자원

하고 있다. 결국 소비생활과 일상생활을 구별

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 자산, 저축, 소비, 노후

할 수 없는 이유는 소비자사회(the consumer

대책 이상 5개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

society)의 도래로 일상생활 구석구석에서 소

주하고 있다.

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고 현대인의

이와 비슷하게 김영신(2005)의 연구에서도

일상생활은 시장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는 주요한 생활활동이고 재화나 서비스를

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하기

다(Lee, 2000; Goodwin, Ackerman, & Kiron,

때문에 소비생활 만족도는 한 개인의 생활만

1997).

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비생활에

고 있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개의 하위영역

대한 연구는 소비생활이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을 통해 소비생활을 측정했던 정영숙(1999)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는 협의의 관점에서 소

연구와는 다르게 소비생활을 현재상태(what

비생활과 일상생활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is)로 간주하여 소비생활수준과 소비생활방식

수 있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

에 대한 2가지 문항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광의의

측정하고 있다.

소비생활의 개념을 받아들여 소비에 대한 자

허경옥(2004)의 경우 소비생활은 소비자 자

기조절의 영향력이 의․식․주 및 경제상황

신의 개인적 특성은 물론, 소비자 개인을 둘러

등에 관련된 협의의 소비생활에 한정된 것이

싼 사회․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마

아니라 소비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

케팅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받는다고 간주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비
생활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
리성이 소비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단일항목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소비
생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소비생활 만족이 삶의 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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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였으며 주관적인 경제수준의 경우 응답

Ⅲ. 연구설계

자가 자신의 경제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하하, 하상, 중하, 중상, 상하, 상
3.1 연구문제

상 모두 6구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3.2.2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이란 소비자 스스로 자
신의 소비욕구를 조절하고 자신의 소비생활에

과 같다.

주도권을 가지며 어떠한 소비상황에서라도 적
연구문제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소비에

절히 자신의 의지대로 자율적이며 융통성을

대한 자기조절 및 소비생활 만

가지고 소비생활을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

족도는 어떠한가?

다. 본 연구에서는 남수정(2006)의 연구에서 개

연구문제 2: 경제수준과 소비에 대한 자기조

발된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척도(Consumption

절이 소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Self-Regulation Scale)에서 20문항을 추출하여

영향력은 어떠한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점수
가 높을수록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을 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3.2 조사도구
3.2.1 경제수준

3.2.3 소비생활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경제수준을 객관적

소비생활 만족도는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

경제수준과 주관적 경제수준으로 나누어 측정

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Deiner, Emmons,

하였다. 구체적으로 객관적 경제수준의 경우

Larsen, & Griffin(1985)이 개발한 the satisfaction

월평균 소득과 총자산 각각을 하위 20% 까지

with life scale(SWLS)를 이용하여 7점 리커

해당하는 집단에 1점, 40%까지 해당하는 집단

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

에 2점, 60%까지 해당하는 집단에 3점, 80%까

수록 소비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

지 해당하는 집단에 4점, 100%까지 해당하는

였다.

집단에 5점으로 처리하여 두 항목을 합산하여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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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3 자료분석방법

(n=1,012)
변인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 14.0과 Amos
6.0을 이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성별

과 인구통계적인 특성에 따른 소비에 대한 자
기조절과 소비생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 sheffe test를 실시하였으며

학력

경제수준과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이 소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
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

Ⅳ. 연구결과
4.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직업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21일
부터 2006년 6월 27일까지 1주 간격의 testretest를 거친 후, 2006년 6월 30일부터 2006년
7월 6일까지 전문 인터넷 리서치 회사인 inr
(www.inr.co.kr)을 통해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7일간의 본조사 기간 동안 총 1,961명이 응답
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750명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검증데이터시스템을 통
한 중복응답 및 응답 로드타임을 적용하여 199
명을 추가로 제외한 후 최종 1,012명의 응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4.2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과 소비생활 만족
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평균(S.D.)/빈도(%)

주관적
경제적
수준

남

466(46.0)명

녀

546(54.0)명

중졸이하

6(.6)명

고졸이하

150(14.8)명

대졸이하

272(71.8)명

대학원이상

129(12.7)명

20대

467(46.1)명

30대

399(39.4)명

40대

115(11.4)명

50대이상

31(3.1)명

전문직

105(10.4)명

사무직

356(35.2)명

기술직

82(8.1)명

판매/서비스

48(4.7)명

농/임/수산업

1(.1)명

자영업

64(.6.3)명

주부

125(12.4)명

학생

152(15.0)명

기타

56(5.5)명

무직

23(2.3)명

하하

2(.2)명

하상

18(1.8)명

중하

232(22.9)명

중상

524(51.8)명

상하

175(17.3)명

상상

61(6.0)명

월평균 소득액

327.48(182.57)만원

총 자산액

19184.39(32241.90)만원

먼저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동시에 실시하
였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은 아이겐값이 1이상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과 소비생활 만족도의

인 요인을 추출하도록 주성분분석(principle

타당성과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component method)을 실시하고, 직교회전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표 4>

(varimax)방식에 의해 회전시킨 결과 소비에

와 같다.

대한 자기조절은 충동억제, 만족지연, 자기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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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구성 및 평균값
탐색적
요인분석

변인

요인 아이겐
t경로계수
부하량
값
value

마음에 들면 일단 물건부터 사고 본다

.883

1.00

-

때때로 내가 산 물건이 쓸모없다고 느껴진다.

.873

0.839

18.125

1.219

25.076

1.271

25.594

.754

1.202

23.150

.694

0.961

20.00

.806

1.00

-

나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물건을 산다.
충동
1) 특별한 계획 없이 기분 나는 대로 물건을 산다
억제
자
사람들이 나에게 충동적이고 말 할 때가 있다.
기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재미있거나 흥미로워서 물
통
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제
나는 구매하는 것보다 저축하는 것이 더 즐겁다
만족
지연

자기
확신

자
기
감
독
자기
관리

확인적 요인분석

.826
.756

미래를 위해 현재의 구매를 포기할 수 있다.

.750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

.724

정기적으로 저축 한다

3.905

0.986

18.641

1.081

19.371

.547

1.047

17.904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있을 경우 끝까지 완성하는
편이다

.776

1.00

-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다.

.746

0.831

20.972

모든 부분이 확실할 때 의사결정을 내린다

.727

0.978

22.990

내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 결과에 자신이 있다.

.713

1.025

24.950

내가 한번 결정한 일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고 확신한다.

.709

1.012

24.258

구매해야 할 물건이 있을 경우 계획을 세워 구입
하는 편이다

.784

1.00

-

일을 착수하기 전에 계획을 세운다

.760

0.991

25.941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
동 한다

.707

0.953

21.959

나는 돈을 쓰는 데에 나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651

1.026

25.356

나는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편이다

.591

0.976

24.498

2
X (164)=857.405

3.387

3.150

2.545

신뢰도 평균
계수 (S.D.)

.723

4.52
(.86)

.784

4.40
(1.06)

.862

4.40
(.95)

.873

4.45
(1.03)

GFI=0.918 AGFI=0.895 CFI=0.934 RMR=0.079

1) 충동억제의 6개의 문항은 모두 reverse operation 되었음

신, 자기관리로 분류되어 모두 4개의 요인으로
유목화 되었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
과를 근거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부합지수를 살펴보면 GFI=0.918,

첫 번째 요인인 충동억제는 모두 6개의 문항

AGFI=0.895, CFI=0.934, RMR=0.079으로 비

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문항은 소비자들이

교적 측정모델의 적합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얼마나 충동구매를 하는가를 측정한 후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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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충동억제를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뢰도는 .915로 높게 나타났다.

주로 소비행위에 초점을 맞춘 문항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밖에 순간적인 기분이나 충동

4.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소비에 대한 자

구매 후 겪게 되는 갈등 등을 측정하는 문항

기조절 및 소비생활 만족도

들로 구성된다. 두 번째 요인인 만족지연은 모
두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좀 더 좋은 보상

인구통계적인 특성에 따른 소비에 대한 자기

을 위해 행동을 지연시키고 내면화된 규칙을

조절과 소비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5>와

엄격히 지키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같다.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 세 번째 요

구체적으로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에 영향을

인인 자기확신은 모두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미치는 요인은 학력과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

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

다. 학력의 경우 중졸이하의 집단의 사례수가

지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신념을 얼마나 소비

6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학력이 높아질수

행동에 반영할 수 있는냐의 정도를 측정하는

록 평균값이 높아진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연

문항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는 모

령에 따른 결과에서도 연령이 낮은 집단 보다

두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는 연령이 높은 집단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소비에 대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

나타나 고학력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에

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된다.

대한 자지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요인 1인 충

소비생활 만족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동억제가 .723, 요인 2인 만족지연이 .784, 요인

연령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력

3인 자기확신이 .862, 요인 4인 자기관리가

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생활 만족

.873으로 비교적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소비생활 만족도의 신뢰도를 살
4.4 경제수준과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에 따

펴보면 <표 4>와 같다. 소비생활 만족도는

른 소비생활 만족도

Dei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이
개발한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
의 5가지 항목을 소비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4.4.1 변수의 상관분석과 다중공선성 분석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균 소비

경제수준과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에 따른 소

생활 만족도는 3.96으로 나타났으며 척도의 신

비생활 만족도의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표 4> 소비생활 만족도 구성 및 평균
문항
내 소비생활은 대체로 내가 희망하던 이상(ideal)에 근접한다.

4.02(1.25)

내 소비생활 조건은 아주 훌륭하다.

3.87(1.30)

내 소비생활에 만족한다.

3.97(1.37)

나는 지금까지 내 소비생활을 통해 원하던 중요한 것들을 가졌다.

4.08(1.32)

다시 생을 산다면, 내 소비생활을 거의 바꾸지 않을 것이다.

3.88(1.5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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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1.16)

신뢰도
계수

.915

<표 5>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및 소비생활 만족도
1)

변인

성별

학력

1)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소비생활 만족도

남

4.55(1.02)

4.12(1.12)

녀

4.36(1.03)

3.82(1.18)

t-test

2.87

4.04

중졸 이하

4.93(.88)

ab

4.26(.56)

abc

고졸 이하

4.21(1.10)

a

3.59(1.15)

a

대졸 이하

4.44(1.02)

a

3.96(1.18)

b

대학원 이상

4.76(.91)

b

4.36(.99)

c

F값

7.044***

10.488***

20대

4.31(1.06)

a

3.88(1.18)

30대

4.51(1.01)

b

4.00(1.17)

40대

4.73(.97)

b

4.09(1.14)

50대 이상

4.63(.76)

ab

4.13(.85)

연령

F값

6.452***

1.585

* p.05, **p.001, ***p.001, 1) sheffe test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표 6>과 같다.

염려했던 객관적인 경제수준과 주관적인 경제

분석결과 객관적인 경제수준과 주관적인 경

수준의 상관계수는 .129로 염려할 수준은 아닌

제수준의 상관계수는 .129, 객관적인 경제수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주관적인 경제수준과

과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의 상관계수는 .078,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간의 상관계수는 .428로

주관적인 경제수준과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의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의

상관계수는 .428로 나타났으며 모두 .001 수준

심됨으로 추가적으로 다중공선성 분석을 실시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경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수준과 주관적 경제수준은 응답자의 경제수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독립변수들 간

을 주관적인 인지측면과 객관적인 자료로 산

의 완전히 또는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상관관계가 있을 것

경우에 발생된다. 즉 독립변수 계수의 분산이

으로 예상되었지만 소비자들은 자신의 경제수

엄청나게 커져 각 독립변수의 계수를 검증하

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때 객관적인 자료에

거나 해석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는

의해 산정하기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

것이다(채서일, 1997). 만약, 다중공선성이 있

<표 6> 변수의 상관관계
객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객관적 경제수준

1

주관적 경제수준

.129***

1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078***

.428***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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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변수의 다중 공선성 분석결과
문항수

허용오차(Tolerance)

분산 팽창요인(VIF)

객관적 경제수준

2

.808

1.238

주관적 경제수준

1

.817

1.225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6

.983

1.018

으면 종속변수의 변화가 어떤 독립변수에 의

였다. 구조모델과 측정모델을 동시에 추정하는

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결과

1단계분석방법은 연구모형이 강한 이론적 합

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리성, 탄탄한 구조화, 그리고 측정 신뢰성이

허용오차값(Tolerance)이 0.1이하이거나 분산

매우 높은 경우일 때 가장 이상적인 접근방법

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의

이다(조선배, 1996).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

값이 10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

한 연구모형은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과 소비

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채서일, 1997). 본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론적으로 견고하

연구에서 사용한 3개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

지 않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델의 2단계 분

성을 확인한 결과 허용오차값은 .80이상으로

석을 선택하였다.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요인 지수는 1.23 이하로

<그림 1>은 각 변수들의 구성변수(construct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희

variable)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각 구성변인들

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은 요인분석의 구분에 따라 본 연구에 적용되
었다. 측정모델은 각 구성변수의 개념과 신뢰

4.4.2 경제수준과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및

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

소비생활 만족도의 경로분석 결과

는 신뢰성분석, 타당성분석, 다중공선성 분석

본 연구는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측정모델

등을 통해 측정변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

(measurement model)을 추정한 후 구조모델

증하였다. 본 연구는 4개의 변수로 구성된 연

(structural model)을 추정하는 구조방정식 모

구모형을 Amos 6.0을 통해 경로분석을 하였으

델의 2단계 분석(two-stage analysis)을 실시하

며 두 개 이상의 문항들을 포함한 구성변수들

→p.05, ⇢p!.05

<그림 1> 경제수준과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에 따른 소비생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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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 문항을 합산한 후 평균값 산출하여 사

측정된 객관적 경제수준은 소비생활 만족도에

용하였다.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분석된 모형에 대한 각 접합도 지수들을 살
2

경제수준을 평가한 주관적 경제수준에 의해서

펴보면 X 는 159.31, GFI는 0.923로 분석되었

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소비

다. 그 밖의 AGFI는 0.827, RMR은 0.038,

생활 만족도는 소득과 자산의 객관적인 수치

NFI.는 0.711로 나타나 적합도 수준이 높지는

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어떻게 평가하

않지만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느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세분적인 결과는 <표 8>과 같이 소비에 대한

그러나 소비생활 만족도는 이러한 경제적 수

자기조절의 경우 객관적 경제수준의 경로계수

준 보다는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에 의해 크게

가 0.066, 주관적 경제수준의 경로계수가 0.023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궁극적인 소비자

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객관적 경제수준의 경

의 만족과 행복은 소비 그 자체가 아니라 소

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에 대한 조절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최근

그러나 객관적 경제수준의 경로계수는 0.066으

연구(Csikszentmihalyi, 2000; 권혜진외, 2006;

로 매우 낮아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했다고 보

김기옥외, 2006; 남수정, 2006; 박명희, 2006)

기 어렵다. 소비생활만족의 결과를 살펴보면

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경제수준의 경로계수가 0.035, 주관적
경제수준의 경로계수가 0.154로 나타났으며 이
중 주관적 경제수준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Ⅴ. 결론 및 제언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에 대한 자
기조절에 대한 소비생활 만족도의 경로계수는
0.893으로 상당히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본 연구는 아직 가설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소비생활

는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과 소비생활 만족도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경제수준과 주관적 경

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

제수준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객관적 경제수

수준과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이 소비생활 만

준이 0.059, 주관적 경제수준이 0.020으로 나타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

났다.

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소득과 자산으로

첫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소비에 대한

<표 8> 각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분석 결과
변수들 간의 관계

경로계수

S.E.

t-test

객관적 경제수준→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0.066

0.025

2.606**

주관적 경제수준→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0.023

0.038

0.611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소비생활 만족도

0.893

0.042

객관적 경제수준→소비생활 만족도

0.035

0.034

1.031

주관적 경제수준→소비생활 만족도

0.154

0.051

3.035**

21.236***

2

적합도

X =159.31 GFI=0.923
AGFI= 0.827 RMR=0.038, NFI=0.71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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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과 소비생활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으

의 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많고 교육년

을 통해 소비생활 만족도는 극대화된다는 사

수가 길수록 자기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

실 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소비생활 만족도가

인간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비생활에 주도권을

둘째, 소비생활 만족도는 주관적 경제수준과

가지며 어떠한 소비상황에서라도 적절히 자신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의 의지대로 자율적이며 융통성을 가지고 소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의 영향력이 주관적 경제수준의 영향력 보다

(Csikszentmihalyi, 2000; 권혜진․이기춘, 2006;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옥외, 2006; 남수정, 2006; 박명희, 2005;)

소비자들의 소비수준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인 소득과 자산으로 측

결국 궁극적 만족과 행복은 객관적인 수치보

정된 객관적 경제수준은 소비생활 만족도에

다는 자신의 소비생활을 어떻게 인지하며 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소비자 스스

스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진정한 만족에

로 자신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

대해 냉철히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조절적

하도록 한 주관적 경제수준은 소비생활 만족

삶의 주체가 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얼마나 소유

있다.

하고 소비할 수 있는냐 보다는 자신의 소비수

현대인은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 소비에 대

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실질적으로 소비생

한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지만 그만큼

활 만족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복해지지는 못했다(John de Graaf et al.

이러한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한 영향력은 앞

2001, 박웅희 역, 2002). 상품의 새로움과 소유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간의 만족은 얼마나

의 즐거움은 시간과 함께 마모되므로 소비는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어떠한 소비도

소비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소비수준

무한한 소비자의 욕망을 완전하게 충족시켜주

을 형성함으로써 스스로가 자신의 소비수준에

지는 못하며 결국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비자

만족할수록 소비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

는 “소외된 군중‘에 불과할 뿐이다(권혜진 외,

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보

2006). 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

인다.

지만 개인 행위자의 실천적인 힘을 고려해 본

그러나 주관적 경제수준의 경로계수가 .154

다면 개별 소비자의 자기조절적 소비는 대단

에 머무르고 있어 소비생활 만족도를 설명하

히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끊임없는 소

기에 한계가 있다면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의

비에 대한 갈망은 상품에 예속되는 경향을 가

경우는 경로계수가 .89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져오지만 자기조절적인 소비는 스스로 신뢰하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자신

고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욕망에 대한

의 소비생활에 안분지족하는 생활보다는 소비

합당성을 고려하게 되고 그에 부합하는 소비

에서 발생되는 보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

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소비자의

떻게 소비의 보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소비욕망 및 소비물 선택에 과도한 영향력을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조정하여 삶

행사하는 현대 소비사회의 구조적인 요소들로

14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이 소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를 비판적으

다양한 연구대상과 다양한 문화권을 대상으로

로 평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을 의

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한다(권혜진 외, 2006).

<논문접수일: 2007. 1. 2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적인 단계에 있는

<게재확정일: 2007. 6. 18>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력과 소비생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자기조절력이 소비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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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onsumption Self-Regulation on
Satisfaction of Consumption Life
Su-Jung Na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consumption self-regulation on satisfaction of consumption
life. For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012 consumer using questionnaires and responses
were analyzed by SPSS 14,0 and Amos 6.0. Data were analyzed by ANOVA, t-test, sheffe test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nsumption self-regulation consisted of impulse control, gratification delay, self-reliance,
and self-management. With respect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influencing factors on
consumption self-regulation, were age and school year
Second, the means of the satisfaction of consumption life was 3.96. when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consumption self-regulation were high, the satisfaction of consumption life was high.
Key words: Consumption Self-Regulation, Satisfaction of Consumption Life, Sbjective economic
status, Objective 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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