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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소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다.오늘날 소비선택의 거의 모든 상황은 단일 가치보다는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가치체계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

치들 간의 계와 요도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가치 충돌과 내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Burroughs& Rindfleisch,2002).소비의사결정 과정에서

의 갈등은 소비자만족을 해하고 소비선택의 일 성을 보장할 수 없다

는 에서 부정 으로 여겨지는 한편(Schröder& McEachern,2004),소

비자의 능동 사고를 진시키고 갈등조정 단계를 거쳐 질 으로 더 우

수한 안의 선택에 기여하는 순기능 한 갖는다는 에서 큰 요성을

지닌다(Schweiger,1986).다원화된 사회에서 가치 충돌로 인한 갈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하게 리하고 해결함으로

써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천 윤,2005).하지만 소비선

택에 있어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가치의 충돌이나 내 갈등을 다룬 연구

는 매우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소비의 맥락에서 가치 충돌과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분

야로는 유통산업을 들 수 있다.유통은 역동 으로 변화하고 발 하는

산업분야의 하나로 소비자가 하는 시장의 큰 틀을 결정하고 소비자와

맞닿아 구매의사결정에 직 인 향을 미친다.따라서 유통분야에서의

소비자 갈등을 이해하는 것은 궁극 으로 소비생활의 만족과 안정을 높

이는데 있어 매우 요하다(Schröder& McEachern,2004).

이에 본 연구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 쟁 에 있어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가치 충돌과 내 갈등 양상을 다각 ,심층 으로 탐색하고자

한다.궁극 으로 본 연구는 유통에 있어서 소비자의 가치 충돌과 내

갈등에 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에의 본바탕을 제공하는데 그 목 을 둔다.이를 해 유통환경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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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큰 흐름인 세계화, 형화,정보화의 추세에서 가치 충돌로 인해 소

비자가 선택의 딜 마를 겪을 수 있는 소비 상을 선정하여 세 개의 독

립된 연구를 수행하 다.이때 가치 충돌의 차원은 Schwartz의 보편

가치 이론(universalvaluetheory)에 토 를 두고,내 갈등은 Lewin의

장 이론(fieldtheory)에 근거함으로써 세 가지 소비 상을 동일한 분석

틀로 근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논문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은 온라인 해외직 구매를 주제로 유통의 세계화에 따른 개

방과 보수의 가치,자기증진과 자기 월 가치 간 충돌을 다루었다.해외

직 구매를 통해 국경 없는 소비시 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의 내 체

계에서 충돌하는 가치 항목들을 악하고,가치 충돌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는 내 갈등의 구체 양상을 탐색하 다.이를 해 국내 IT/구매 분

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을 자료원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 근거이

론을 용한 질 분석을 시행하 다.

첫째,텍스트 군집 분석을 통해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 가치를

도출하 다.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근 반응은 경제성,편의성,

새로움,참여,다양성,유희성,성취의 7가지 정방향의 가치로 범주화되었

고,회피 반응은 불편성,기능 불확실성,경제 불확실성,어려움,불

안 성,비합리성의 6가지 역방향의 가치로 범주화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해외직 구매 수용을 진하는 요인과 해하는 요인이 무엇인

지 보여 다.

둘째,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근-회피 반응의 연결 구조를

악하 다.소비자들은 경제 가치로 인해 해외직 구매에 강하게 끌

리나 불확실성 험,불편성,어려움,자민족에 한 우려 등으로 인해

해외직 구매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새로움,유희성,참여,

성취 등의 가치는 경제성과 역방향의 가치 간 충돌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 다.이를 통해 해외직 구매에 있어서 자기증진 가치와 보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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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보수 가치와 개방 가치의 단계 충돌 양상이 확인되었다.

셋째,근거이론을 용한 질 분석을 통해 해외직 구매에 한 소

비자 내 갈등 모형을 도출하 다.소비자는 갈등 상황에 타 과 충,

자기합리화의 략으로 응함으로써 해외직 구매를 수용하고,도피와

항,해외 쇼핑몰의 문제를 국내업체에게 돌리는 투사의 략을 채택함

으로써 갈등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 다.소비자의 내 갈등은 이 의

해외직 구매 경험,사회심리 변수,배송서비스 품질,해외쇼핑몰의 명

성과 신뢰도,제조사의 사후서비스 정책 등에 의해 재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해외직 구매에 있어 소비자 내 갈등의 결과는 세 가지로 나

타났다.갈등이 정 으로 해소된 경우 소비자는 정서 인 만족감을 얻

고 행동을 강화하 으며,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거나 심화된 경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거래를 포기하거나 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

비자는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 국내 시장 환

경 유통산업의 변화와 개선을 구하기도 하 다.

<연구 2>는 형마트 SSM 규제를 주제로 유통의 형화에 따른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 간 충돌을 다루었다.유통의 변화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에서 정책 개입이

소비자로 하여 어떠한 가치 충돌과 내 갈등을 겪게 하는가에 을

맞추었다.이를 해 인간의 주 성에 한 통합 근 방법인 Q방법론

을 용하여 규제에 한 소비자 인식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갈등에의

응방식을 탐색하 다.

첫째,문헌고찰과 심층면 을 통해 수집된 진술문들을 통합과 분류의

과정을 통해 Q표본으로 선정한 후,Q분류 결과의 요인분석을 통해 형

마트 SSM 규제에 한 소비자의 4가지 인식유형을 도출하 다.‘자

유주의자’는 자율경쟁을 통한 효율극 화가 시장의 순리라고 주장하며

형유통업체 규제에 강하게 항했고,‘상생추구자’는 사회 가치를 인



-iv-

식하고 규제에 조하는 자세를 보 다.‘님비(NIMBY)주의자’는 시민으

로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나 소비자로서는 자유와 효율을 추구했으

며,‘자기은폐자’는 사회 으로 바람직한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도덕의식

으로 인해 사 이득을 추구하는 자신의 본성을 은폐하고자 하 다.이

러한 결과는 상충 가치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을 보여 다.

둘째,소비자 유형별로 갈등에 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자유

주의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의 충돌로 인해

내 갈등을 겪고 있었고 사회 가치를 의도 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

다.‘상생추구자’는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내 갈등이 유

발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님비주의자’와 ‘자기은폐

자’는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가 내면에 공존함으로 인해 가치 충돌

을 겪고 있었다.이러한 가치 충돌 상황에서 ‘님비주의자’는 갈등으로부

터 도피하고자 하며,‘자기은폐자’는 갈등에 몰입되어 집착과 퇴보,죄책

감 등의 반응을 보 다.

셋째,소비자 유형 간에 일치하는 항목을 살펴본 결과,모든 유형에서

형유통업체 규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며,소비선택의 자유와 이

익 극 화를 정 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형유통업체 규

제를 폐지하는 것에 해서는 모든 유형이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3>은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주제로 유통의 정보화에 따른

성장 가치와 자기보호 가치 간의 충돌을 다루었다.개인정보 활용의

근 요인으로서의 개인화 혜택과 회피 요인으로서의 라이버시 험에

한 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이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에 한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세 변수 간의

계가 소비자 신뢰에 따라 조 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에 한 소비자 만족에 정 인 직 효과를 가지며,동시에 내 갈등을



-v-

매개로 하는 부 인 간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상에 한 높은 여와 이불리(利不利)를 포 하는 통합 인 사고가

궁극 으로 상에 한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한 소비자 만족을 극 화하기 해서는 내 갈등을 효과 으로 리하고

해소하는 것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신뢰에 따른 다 집단 분석결과 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의

계에서 신뢰의 조 효과가 확인되었다.신뢰가 높은 집단에서는 양면가

치태도와 내 갈등의 부 계가 유의하게 완화되었다. 한 신뢰가 낮

은 집단에서는 내 갈등과 소비자 만족의 부 계가 나타난 반면,신

뢰가 높은 집단에서는 두 변인 간 계가 유의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

는 신뢰가 내 갈등의 유발을 완화하고,내 갈등이 소비자 만족에 미치

는 부정 효과 한 완화하는 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 다.

<연구 3>은 상충 가치의 공존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이론

으로 탐색하고,주요 변수들의 계를 모형검증을 통해 일반화했다는

에서 본 논문에 완결성을 부여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유통환경 변화는 소비에 있어서 가치 간 계를 변화시킴으로

써 가치 충돌과 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연구 1>의 결과,유

통의 세계화를 통해 소비자들은 다양성의 가치를 실 하고,새로움,유희

성,참여와 성취 가치를 새롭게 지각하게 되었다.하지만 동시에 불확실

성,불안 성,어려움 자기 국가에 한 고려 등 보수 가치는 더욱

강화되었고,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치 간 충돌은 소비자의 내

갈등으로 이어졌다.<연구 2>에서는 유통이 차 형화,집 화되는

상의 부작용을 막기 한 정부의 정책 개입이 소비자에게 경제 행

자이자 사회시민으로서의 이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

비자는 소비자와 시민의 역할에 내재된 가치 충돌로 인해 내 갈등을 겪

었다.<연구 3>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성장과 자기보호의 역설



-vi-

인 가치가 한 사람의 내면에 공존할 수 있으며,이때 소비자 만족이

높아지는 동시에 내 갈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통환경은 끊

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가치 항목들의 상

계의 역동성에 해 지속 으로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소비 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양면 인 시각이 필요하며 의사

결정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내 갈등의 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본

연구의 결과 소비 상 자체에도 정 인 면과 부정 인 면이 있고,동

일한 상이라도 그것을 정 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부정

으로 회피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소비자들의 극 ,

타 , 는 회피 갈등 응은 곧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가에 향

을 미쳤다.따라서 소비자의 내 갈등은 궁극 으로 소비자 만족 연구에

있어서 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그러한 차원에

서 내 갈등에 한 연구의 확장이 요구된다.

셋째,가치의 충돌은 좋고 나쁨으로 단되지 않는 하나의 상이며,

문제는 가치 충돌이 내 갈등으로 이어질 때 발생한다.따라서 가치 충

돌 상황에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 갈등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는 마 으로 볼 때 변화하는 소비자와

시장을 겨냥한 한층 진화된 시장세분화 타기 략의 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에서 소논문별로 실무 함의를 도출하고 이를

각 장의 소결에 기술하 다.

넷째,유통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개입이 이

루어지는데,이때 정책 당사자인 소비자가 상에 내재된 가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연구 1>에서 많은 소비자들은 정부 정책

의 방향성이 시장의 개방인지 아니면 내수시장의 보호인지 혼란스러워하

고 있었고 이에 내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 다.<연구 2>에서 도

출된 소비자유형 ‘자유주의자’와 ‘자기은폐자’는 형유통업체 규제의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하고 규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비 이었다.소비

자 갈등을 이기 해서는 정책에 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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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 정책입안자는 소비자 가치의 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와의

효과 인 커뮤니 이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기존의 보편 가치에 한 논의를 넘어서 소비의 맥락에 특

정될 수 있는 소비자 가치체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본 연구는 구체

인 소비 상에 Schwartz의 가치체계를 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에

서 요하게 지각되는 가치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연구 1>에서는 경

제성,편의성,성능․성과가 자기증진 가치에,새로움,도 과 모험,유

희성이 개방 가치에,거래에 있어서의 안 ,확실성 추구가 보수 가

치에,자민족주의가 자기 월 가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

구 2>에서는 자유,권리,효율이 개인 가치에,상생과 공정함이 사회

가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연구 3>에서는 라이버시가 자기

보호 가치에,개인화와 련된 효율성이나 소비능력 함양이 성장 가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결과는 Schwartz의 이론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소비의 맥락에 합한 소비자 가치체계의 이론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한 소비자 가치의 체계

화가 이루어진다면 가치가 소비자의 태도,행동,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신뢰성 있게 측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 가치의 계와 상 요도에 주목하여 차 복

잡해지는 소비자 내면의 특성을 반 한 가치체계의 이론화,지표화의 단

를 마련했다는 ,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는 갈등 이

론을 소비의 맥락에 용하여 소비자가 겪는 내 갈등을 체계 으로 탐

색했다는 ,그리고 거시 인 유통환경 변화를 소비자 에서 근함

으로써 소비자와 유통에 한 연구 역을 확장한다는 에서 학문 의

의를 지닌다.더불어 유통 쟁 의 맥락에 따라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

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을 보여

주는 실증자료를 제공한다는 에서 실무 ,정책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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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논의를 심화 발 시켜 상품이나 소비자 특성에 따라서 가

치의 배열,소비자가 갈등에 응 는 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가치 충돌과 내 갈등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갈등을

경험하는 과정,그리고 갈등의 결과에 한 차 근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 인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가치 충돌,소비자 갈등,유통환경 변화,해외직 구매, 형마트

SSM 규제,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텍스트 마이닝,Q방법론

학 번:2009-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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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문제 제기

소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화,복

잡화되고 있다.소비선택에 있어서 경제성,편의성과 같은 이성 측면

못지않게 감성 가치의 요성이 높아지고(Westbrook& Oliver,1991),

소유로서의 가치와 함께 경험으로서의 가치가 시되고(Holbrook,2006),

개인 ·자유주의 가치와 더불어 사회 ·공동체 가치의 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심 ,2009).가치는 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

요도에 따라 서열화 되며,다양한 가치들은 서로 양립하기도 하지

만 특정의 것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좌

우한다(Hofstede,1980;Schwartz,1994).특히 통과 새로움,효율과 공

평,개방과 보수 등 가치체계에서 서로 립하는 가치 간 계를 고려하

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가치 충돌로 인한 내 긴장상태로서의 갈등을 경

험할 수 있다(Burroughs& Rindfleisch,2002).오늘날 소비선택의 거의

모든 상황은 다수의 가치들이 복합 으로 공존하는 가치체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양한 소비맥락에서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된

다.

근 갈등이론에서는 갈등이 으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갈등을 야기하는 립 상을 악하고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나아가 갈등의 속성을 괴 인 것에서

창조 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Augsburger,1992).소비자가 의

사결정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할 경우 소비자 만족에 부정 인 향을 끼

칠 뿐만 아니라 소비선택의 일 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에서

부정 으로 여겨진다(Schröder& McEachern,2004).다른 한편으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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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의사결정자로 하여 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능동

사고를 진시키고 갈등조정의 단계를 거쳐 질 으로 더 우수한 안의

선택에 기여하는 순기능 한 갖는다(Amason& Schweiger,1994).다

원화된 사회에서 가치 충돌로 인한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

문에 이를 하게 리하고 해결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

이 요하다(천 윤,2005).

소비의 맥락에서 가치 충돌과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분

야로는 유통산업을 들 수 있다.유통은 소비자와 맞닿아 있어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통에 있어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가치 충돌과 갈등을 이해하는 것은 궁극 으로 소비생활의 만

족과 안정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요하다(Schröder& McEachern,

2004).특히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통로(gate-keeper)로서 소비

자가 하는 시장의 큰 틀이 유통에 의해 결정되고,시장에 한 소비자

의 반응을 유통이 가장 먼 감지한다.따라서 소비자는 유통채 을 선

택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한 일상

인 유통채 선택행동은 소비 습 을 형성함으로써 소비자가 하나의 채

에 고착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유통에서의 갈등 경험은 소비자 선택의

지속성에 요한 향을 미친다(함병은,2005).유통채 선택이 가계뿐

만 아니라 집단 으로 시장의 복지수 에 큰 향을 미친다는 에서도

유통에 있어서 소비자의 가치와 갈등에 한 정교한 이해가 요구된다.

유통환경의 변화 새로운 소비패턴의 등장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비자의 내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

체 이고 합리 으로 소비가치를 극 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해서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립과 충돌 그리고 갈등조정의 에서 새

롭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이는 구체 인 소비 상에서 소비자가 실제

로 경험하는 가치 충돌과 내 갈등을 심층 으로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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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목 의의

본 연구의 목 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 쟁 에 있어서 소비

자가 경험하는 가치의 충돌과 내 갈등의 양상을 심층 으로 탐색하는

것이다.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본 연구는 세 개의 독립된 연

구를 수행하 다.세 개의 연구주제는 ‘가치 충돌과 소비자 내 갈등‘이

라는 큰 주제 아래,유통환경 변화의 큰 흐름에서 상충하는 가치로 인해

소비선택에 있어 딜 마가 발생하는 사례들로 선정하 다.

본 연구가 세 개의 소논문 형태를 채택한 것은 소매유통업태의 특성

에 기인한다.유통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성,진화하며 소

멸한다(McNair,1958). 시 에도 많은 유통업태가 시장에 등장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각각의 업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 응하기 해 빠른 주기로 형태와 략의 변화를 꾀한다(임

균․안 호․김상용,2010).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유통에서 갈

등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은 굉장히 많고 다양하다.하지만 업태에 따라

갈등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의 큰 그림을 하나의

주제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갈등이

태동하고 심화되고 해결되는 체 인 양상을 한 시 을 기 으로 는

특정 유통업태를 상으로 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이에 큰 주제를

공유하는 각기 다른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하나의 논문으로 구성함으

로써 소비자 내 갈등의 다각 인 측면을 분석,고찰하고자 하 다.

첫 번째 연구는 유통의 세계화에 따른 개방과 보수의 가치,자기증진

과 자기 월 가치 간 충돌을 다룬다. 차 증가하는 온라인 해외직 구

매에 한 소비자의 근-회피 반응을 범주화,구조화하고 갈등이 개

되는 구체 인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가치 충돌로 인해 소비자가 경험하

는 내 갈등의 양상을 탐색하 다.

두 번째 연구는 유통의 형화에 따른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 간

충돌을 다룬다.유통이 기업으로 집 되는 상의 부작용을 막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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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있는 형마트 SSM 규제정책에 있어서 충돌하는 가치에

한 소비자의 주 인식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갈등에의 응방식을

탐색하 다.

세 번째 연구는 유통의 정보화에 따른 성장 가치와 자기보호 가치 간

충돌을 다룬다.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얻는 개인화 혜택과,그 혜택을 얻기 해 감수해야 하는 라이버시

험의 상충 계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

도와 내 갈등,그리고 소비자 만족의 계를 분석하 다.

궁극 으로 본 논문은 소비자의 가치체계에서 서로 다른 지 에 치

하는 가치들이 유사한 강도로 치할 경우 가치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

는 것을 제로 하여,가치 충돌 상황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내 갈등

의 양상과 그 결과를 악함으로써 유통에 있어서 소비자 내 갈등에

한 이해를 높이고,소비자 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에의 본

바탕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소비선택에 있어서 한 사람 안에 내재된 다양한 가

치와 가치의 체계를 힘의 유인성(valence) 에서 탐색한다는 에서

학문 의의가 있다. 통경제학에서는 재화의 효용가치에 주목하여 특

정한 지불용의에서 가격이 최소화될수록 최 의 소비자 가치가 창출된다

고 본다(이 구,2013).하지만 단 하나의 소비선택에서도 복수의 가치들

이 복잡한 양상으로 발 될 수 있다는 은 소비자 만족을 이끄는 다

양한 요인들을 이해하도록 도우며,이는 기존 경제학 패러다임을 보완

하여 소비자 가치를 분석하는 다차원의 분석틀을 제공한다.이는 오늘날

차 복잡해지는 소비자 내면의 특성을 반 한 가치체계의 이론화,지표

화의 단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본 연구는 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는 갈등 이론

을 소비맥락에 용하여 소비선택에 있어서 소비자가 겪는 내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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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한다는 에서도 학문 의의가 있다.최근 윤리 소비 정보시

스템분야에서 소비자 갈등에 한 탐색 연구가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이를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연구는 제한 이다.따라서 갈등 이론을

토 로 세 가지 소비 쟁 을 고찰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 내 갈등에

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셋째,본 연구는 거시 인 유통환경의 변화를 소비자 에서 근

함으로써 소비자와 유통에 한 연구 역을 확장한다는 에서도 학문

의의가 있다.지 까지 유통분야에서 소비자연구는 소비자집단별 차

이에 주목하여 다양한 소비자 집단의 특성과 요구를 반 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 으나 여기에서 나아가 본 연구는 유통에 있어서 한 소비자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힌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본 논문을 구성하는 세 가지 연구는 각각 다양한 실무 ,정책

의의를 갖는다.해외직 구매 증가 추세에 응하려는 국내 온라인

사업자,국내 시장의 포화로 인해 로벌 진출을 계획하거나 기업 규

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 친화 경 을 시행하려는 형유통업체,소

비자 지향 경 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소 유통업체,개인화된 서

비스를 활용하려는 각종 사업자 등에게 마 커뮤니 이션 략 마

련에 있어서 실효 인 시사 을 제공한다. 한 정책 으로도 소비자정

책의 효과 인 실행을 해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정교하게 이해하

고 내 갈등을 하게 리하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을 보여

주는 실증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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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이론 배경

1.가치와 가치체계

1)가치의 개념과 가치체계 연구의 흐름

가치는 매우 추상 인 개념으로 학문분야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개념

화된다.다양한 연구자들의 가치에 한 정의를 종합해볼 때 가치의 개

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하나는 규범으로서의 가치로 개인

의 좋고 싫음에 계없이 ‘바람직하다’고 승인하고 실 해야 마땅한 것이

며,다른 하나는 가치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 는 그 상의

성질로 보는 것이다(정 도,2012).일반 으로 지각된 가치라는 용어는

가치를 상의 성질로 보는 을 취한다.

한편,소비자 가치는 인간의 가치 특히 소비에 련된 것을 의미

한다.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방향의 가치의 정의에 기 하여 소비자 가

치는 ‘안선택에 있어서 소비자의 행동과 단을 이끄는 요하고 지속

인 신념’으로 정의되기도 하며(Woodruff,1997),가격,성능,편의 등과

같이 ‘소비과정에서 형성되고 지각되는 결과물’로 이해되기도 한다

(Holbrook,1994;Carpenter,Moore& Fairhurst,2005).Schwartz(1992)

는 가치에 한 이상의 두 가지 을 통합하여 가치를 ‘인간의 삶을

이끄는 원리로서 인간의 욕구가 실세계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변형되

어 인간에 의해 지각되는 그 어떤 것’으로 정의하 다.Schwartz는 가치

가 상의 요한 정도 상황에 따른 목표의 변화에 의해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본 논문은 Schwartz의 연구 에 따라 가치

를 바라본다.

가치의 근본 특성 하나는 그것이 계(hierarchy)를 갖는다는

이다.개인이나 집단 혹은 문화권의 차원에서 보다 강하게 자극하는 가

치가 다른 가치보다 앞서서 혹은 다른 가치를 물리치며 태도와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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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이 되는 우월 가치가 된다(Rokeach,1973).가치는 요성에 따라

가 되고 서열화되어 수많은 가치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가치의 우

선순 는 가치체계를 이룬다.한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시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의 가치를 고립시킨 상태에서 다른 가치의 요성을 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비교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치체계

는 갈등 해결과 의사결정의 요한 도구가 된다(Kamakura& Novak,

1992;김흥규,1998에서 재인용).

가치체계를 바라보는 은 연구자마다 다양하다.주요 이론들을 고

찰해볼 때 가치체계 연구의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번째 흐름은 가치체계에 한 기 연구로 가치가 계에 따라 서

열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표 연구로는 Rokeach(1973)의 가치목

록(RVS;RokeachValueSurvey)을 들 수 있다.Rokeach는 상호보완

인 계의 궁극 가치와 수단 가치 각각 18개를 채택함으로써 가치체

계의 이론 토 를 구축하 다.Rokeach의 가치체계 이론은 가치 항목

들이 요도에 따라 계를 가지며, 계에 따라 하나의 축 에 나열된

다고 본다.Kahle,Beatty& Homer(1986)은 가치가 바람직한 상태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RVS의 궁극 가치 목록을 축소하여 자아방향,성

취,즐거움,성숙,안 이라는 5개 역의 가치목록(LOV:List Of

Values)을 도출하고 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

Sheth,Newman& Gross(1991)의 소비자 가치 이론 한 가치를 병

렬 체계로 근했다고 볼 수 있다.이들은 경제학,사회학,심리학,경

학 등에서 취 하는 가치들을 통합하여 소비와 련된 가치만을 추출

하고 이것을 기능 가치(functionalvalue),사회 가치(socialvalue),

감성 가치(emotionalvalue),진귀 가치(epistemicvale),상황 가치

(conditionalvalue)의 다섯 가지 소비자 가치로 분류하 다.많은 실증연

구에서 소비자 가치가 소비자의 선택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 졌다.

특히 가치 항목들이 서로 독립 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하며,특정 가치를 극 화하기 해 다른 가치가 희생되기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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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Hofstede의 문화 가치 모형

등 상호 계를 맺고 있음이 나타나 병렬 으로 제시된 가치체계를 다차

원 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선희,1999;이지윤,2011).

두 번째 흐름은 가치가 상호배타 인 양극의 체계를 이룬다고 본 것

이다.Hofstede(1980)의 문화 가치 모형과 Holbrook(1999)의 소비자 가

치 분류가 여기에 해당된다.

Hofstede(1980)는 가치가 양극의 다섯 가지 차원에 따라 체계를 이룬

다고 보았다.<그림 1-1>의 문화 가치 모형은 국가 는 문화 집단

간의 가치 차이를 다루지만 개인의 가치체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

게 용될 수 있다.가치요인 첫 번째는 권력거리(PowerDistance)이

다.권력거리가 낮은 문화권에서는 기회의 평등과 독립심이 강조되며 권

가 역방향의 가치가 되지만,권력거리가 높은 문화권에서는 사회 지

가 강조되고 권 가 정방향의 가치가 된다.두 번째는 개인주의-집단

주의(Individualism vs.Collectivism)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다양성과 모험을 시하는 반면,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에의 융화,

사회 가치를 시한다.세 번째는 남성성-여성성(Masculinity vs.

Feminity)으로 남성 문화권에서는 경쟁을 통한 성취와 성공이 시되

는 반면,여성 문화권에서는 타인에 한 배려와 삶의 질이 보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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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외재 (Extrinsic) 내재 (Intrinsic)

자기지향

(Self-oriented)

능동

(Active)
효율성(Efficiency) 즐거움(Play)

반응

(Reactive)
우수성(Excellence) 아름다움(Aesthetics)

타인지향

(Other-oriented)

능동

(Active)
지 (Status) 윤리(Ethics)

반응

(Reactive)
존경(Esteem) 성(Spirituality)

<표 1-1>Holbrook의 가치 분류

된다.네 번째는 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Avoidance)이다.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은 문화권은 모호함에 불안을 느끼고 갈등과 경쟁을

으로 여기는 반면,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문화권은 신도입에

극 이며 갈등과 경쟁에 해 비교 자유롭다.마지막은 장기지향성-단

기지향성(Long-term Orientationvs.Short-term Orientation)으로 장기

지향 인 문화권은 인내와 약을 추구하는 반면 단기지향 인 문화권은

축보다 소비를 시하는 등 실지향 인 특성이 있다.

한편,소비자 가치는 일반 으로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로 분류

된다.실용 가치는 이성 이고 합리 인 사고의 결과로 얻는 효율

편익을,쾌락 가치는 소비를 통해 경험하는 즐거움,흥분 등의 주

감정을 의미하는데 많은 연구에서 두 가치가 상호배타 이라고 가정한다

(Noble,Griffith& Weinberger,2005).

Holbrook(1999)은 여기에서 나아가 가치의 양면 특성에 주목하고

세 가지 차원에 기 하여 소비자 가치를 분류하 다<표 1-1>.첫째로

가치의 목 과 수단이 무엇인가에 따라 외재 가치와 내재 가치로 구

분하 고,둘째로 가치의 기 가 자신 혹은 타인인지에 따라 자기지향

가치와 타인지향 가치로 구분했으며,셋째로 소비행동의 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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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능동 가치와 반응 가치로 구분하 다.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소

비자 가치는 효율성,우수성,즐거움,아름다움,지 ,존경,윤리, 성의

여덟 가지로 분류되었다.그는 양극의 가치들이 개개인의 가치체계에서

우선순 가 결정되어 효율성보다는 즐거움을,즐거움보다는 윤리의 가치

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치체계에 한 세 번째 연구의 흐름은 모든 가치 항목들이 서로

하게 연 되어 유기 체계를 이룬다는 것이다.이러한 은

Schwartz(1992;1994;2004)의 연구가 표 이다.Schwartz가 제안한

보편 가치 이론에서 가치들은 여타의 가치체계 가치목록과 달리 서

로 긴 히 연 되는 단일 구조를 이룬다.그는 가치가 립성과 유사성

에 따른 체계를 이루며 이러한 방식으로 가치를 하나의 구조로 체계화하

는 것이 곧 가치이론을 발 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 가치의 체계

화는 가치가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신뢰성 있게 측하고 해석

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 다(Schwartz& Boehnke,2004).본 연구는

Schwartz의 이론에서 립하는 가치를 구분하는 세 가지 원리를 본 연

구가 가치 충돌 상을 바라보는 분석틀로 삼았다.이에 Schwartz의 보

편 가치 이론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Schwartz의 보편 가치 이론

Schwartz(1992)는 가치에 한 기존의 발견들을 통합 검증하는 것

을 통해 보편 가치구조에 한 이론을 제안하 다.Schwartz는

Rokeach의 가치 연구를 추가,보완하여 표 가치 항목을 측정하는

가치질문지(SchwartzValueSurvey:SVS)를 만들고,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차원척도법의 일종인 유사성구조분석(Smallest Space

Analysis:SSA)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단순한 1차원 근방식을 다차

원 인 분석방법으로 환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그의 이론은 가치 측

정 분석 수 을 문화 차원에서 개인 차원으로 바꾸었으며,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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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권에 용될 수 있는 보편 가치 항목과 구조를 실증 으로 확

인함으로써 가치이론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다(Stern,Dietz,

Abel,Guagnano& Kalof,1999).

지난 20여 년 동안 Schwartz의 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 규모 가치연구가 시도되었다.70개 이상의 국가에서 Schwartz의

가치질문지를 활용한 국가별 가치구조가 도출되었고,이를 비교되고 다

시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 10가지 가치 항목과 가치 간의 립 양립

계를 보여주는 원형 가치구조가 확립되었다(Schwartz,1994;Schwartz

& Sagiv,1995;Schwartz,Melech,Lehmann,Burgess,Harris &

Owens,2001;Schwartz& Boehnke,2004).2012년에는 기존 이론의 설

명력과 측력을 향상시키기 해 가치 항목을 19개로 확장하고 가치를

조직화하는 원리를 기 두 개에서 세 개로 확 한 개정된 이론이 제안

되었다(<그림 1-2> 참조).모형에 포함되는 가치 항목들의 의미는 <표

1-2>에 제시하 다.개정된 이론은 10개 국가를 상으로 한 경험 연

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Schwartz,Cieciuch,Vecchione,Davidov,

Fischer,Beierlein& Konty,2012),국내 학생 소비자를 상으로 한

최정원,이 호(2014)의 연구에서도 가치의 순 에 따른 원형 구조 배열

상 가치구조의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Schwartz의 보편 가치

이론은 경험 결과들을 통합하며 지속 으로 발 에 있다(Cieciuch,

Schwartz& Vecchione,2013).

Schwartz이론의 요한 특징은 인간의 보편 욕구에 기 한 19개

가치 항목들이 세 가지 원리에 따라 하나의 원형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

이다.첫 번째 원리는 가치들 간의 직 인 양립가능성(compatibility)과

갈등(conflict)이다.19개 가치들은 변화에 호의 이며 능동 인 성향을

가리키는 ‘변화에 한 개방(OpennesstoChange)’과 기존의 것을 보존

하고 유지하려는 ‘보수(Conservation)’의 차원과 개인의 권력과 성취를

지향하는 ‘자기증진(Self-Enhancement)’과 자신보다는 인류의 복지와 행

복을 요하게 여기는 ‘자기 월(Self-Transcendence)’의 차원에 따라 범



-12-

<그림 1-2>Schwartz의 개정된 보편 가치 모형

출처:Schwartzetal.(2012)p.669
1)

주화된다.즉 변화에 한 개방 보수의 차원에 의하면 자율

(Self-direction)과 자극(Stimulation)으로 표 되는 가치들은 순응

(Conformity), 통(Tradition),그리고 안 (Security)의 가치들과 립된

다. 한 자기증진 자기 월의 차원에 따르면,성취(Achievement),권

력(Power),쾌락(Hedonism)의 가치들은 박애(Benevolence),보편주의

(Universalism)가치들과 조를 이룬다.이때 쾌락,겸손((Humility),체

면(Face)의 가치는 근 한 두 차원의 특징을 모두 포함한다.1)

두 번째 원리는 가치가 제공하는 이익이 개인 인 것인가 사회 인

것인가에 한 것으로 ‘개인 (PersonalFocus)’과 ‘사회 (Social

Focus)’으로 구분된다.개인 가치에는 변화에의 개방 가치와 자기증

진 가치 그리고 개인의 안 (Security-personal)이 포함되며,사회

1)원문 모형은 <부록 1>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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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개념

자율-사고(Self-direction-thought)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 함양에의 자유

자율-행동(Self-direction-action) 자신의 행동 결정에의 자유

자극(Stimulation) 흥분,새로움,변화에의 도

쾌락(Hedonism) 본인을 한 즐거움과 감각 인 만족

성취(Achievement) 사회 기 에 따른 개인 성공

권력-지배(Power-dominance)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힘

권력-자원(Power-resources) 개인 사회 자원을 통제하는 힘

체면(Face) 체면의 유지 모욕을 피하는 안정감

안 -개인 (Security-personal) 개인 환경 내에서의 안 과 안정

안 -사회 (Security-social) 폭넓은 사회 차원에서의 안 과 안정

통(Tradition) 문화,가정,종교 통의 유지와 보존

순응-규칙(Conformity-rules) 사회 규칙,규범,의무에 한 순응

순응- 인 (Conformity-interpersonal)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충동 자제

겸손(Humility) 자신이 미미하다는 인식

보편-자연(Universalism-nature)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이해와 인식

보편- 심(Universalism-concern) 평등,평화,정의,보호 등에 한 헌신

보편- 용(Universalism-tolerance) 다른 사람들에 한 이해와 수용

박애-돌 (Benevolence-caring) 가까운 사람들의 복지 향상에의 헌신

박애-신뢰(Benevolence-dependability) 충성심,책임감을 통해 얻는 신뢰

출처:Schwartzetal.,(2012)p.669

<표 1-2>Schwartz이론의 19가지 가치 개념

가치에는 자기 월 가치와 보수 가치들이 포함된다.이 두 상 가치

는 이익의 에서 서로 립되는 계이다.

셋째는 가치와 불안의 계에 한 것으로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성장 가치(Growth:Anxiety-Free)’와 ‘불안을 회피하는 자기보호 가치

(Self-Protection:Anxiety-Avoidance)’로 구분된다.성장 가치에는 변화

에의 개방 가치와 자기 월 가치 그리고 성취가 포함되며,자기보호 가

치에는 보수 가치와 자기증진 가치 권력이 포함된다.이 차원은

가치와 불안의 긴 한 련성에 주목하며 불안이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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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가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피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서로 립

되는 계가 된다.

이처럼 모형 내에서 인 한 가치들은 내재하는 동기의 유사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서로 반 방향에 치한 가치들은 동기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양립하기 어렵고 함께 추구될 때 심리 ,사회 갈등을 일으킨

다(Schwartzetal.,2012). 컨 자극과 순응은 가치체계에서 반 방향

에 치하는데 이는 자극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규칙이나 규범에 순

응하려는 성향이 낮으며,만약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경우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내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이

와 같이 립과 양립에 주목한 Schwartz의 이론은 가치들 간의 계가

역동 양상을 띤다고 가정한다.

Schwartz의 보편 가치 이론은 가치의 범문화 기 을 제시한다는

에서 의의를 가지나 몇 가지 비 도 제기된다.가치 항목들의 상호 배

열 계 거리 계가 여러 문화권 간은 물론 한 문화권이나 국가 내에

서도 사회 계층 간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치구조의 보편성을 지

향한다는 것이 상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지 이다(조남

국,1994). 한 이 이론이 다양한 실증조사에서 매우 높은 타당도를 보

인다고 해도 이는 서양 이라는 에서 제한 이라는 비 도 있다.

김연신․최한나(2009)는 Schwartz의 이론이 융통성 있게 발 하기 해

서는 다양한 문화권과 국가들의 가치구조를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

을 찾아내는 분석틀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개방향이라고 주장하

다.본 연구 한 이와 같은 에서 Schwartz이론의 세부 인 가치

항목이나 배열순서보다는 립하는 가치를 구분하는 세 가지 원리에 주

목하 다.이에 따라 논문을 구성하는 세 개의 연구주제별로 개방과 보

수 자기증진과 자기 월 가치(2장),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3

장),성장 가치와 자기보호 가치(4장)를 서로 립하는 계로 보고 소비

자의 내 체계에서 두 가치 간 충돌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내

갈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에 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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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갈등 이론

1)갈등의 개념

갈등은 연구자의 시각, 상, 용분야에 따라 근법이 다르고 여러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갈등의 어원을 살펴보면 어 단어인 ‘conflict'는 ‘서로 충돌

하는 상태’라는 뜻을 가진다.한편,갈등(葛藤)은 칡덩굴과 등나무덩굴이

‘서로 복잡하게 뒤엉킨 상태’를 뜻한다. 어의 어원은 갈등의 결과보다

는 과정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한자의 어원은 서로 복잡하게 뒤

엉켜서 해결이 어려워진 갈등의 결과에 을 맞춘다.이러한 갈등 용

어의 모호함은 서로 다른 연구의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 되기도 한

다(장동운,1993).

갈등은 이것이 심리 갈등인가 사회 갈등인가, 한 개인 내 갈등,

개인 간 갈등,조직 간 갈등인가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개념화된다(박호숙,2006).심리학 에서 갈등은 ‘개

인의 내면에서 상반된 두 개 이상의 욕구,가치,목표 등이 충돌하는

상 는 두 개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는 심리 상태’로 정

의된다(Craig,Martinez& Kane,2005).개인이 직면하는 내 갈등은 좌

갈등,역할갈등,목표갈등으로 나뉘는데 이 목표갈등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들 사이에서 쉽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을

의미한다.목표갈등은 갈등이 완 히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목표

를 포기하거나 수정하거나 지연시키거나 혹은 어떤 목표도 완 히 획득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응된다(박호숙,2006).본 연

구는 소비자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상반된 소비 욕구 간의 갈등을 다루기

때문에 심리학에서의 갈등 이론으로만 논의를 한정하며 이하에서는 이를

내 갈등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16-

2)내 갈등 이론

내 갈등은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에 기원을 둔다.Freud에 따르면

인간의 내 체계에서 하나의 목표가 다른 측면의 목표와 충돌할 때 갈등

이 일어나며, 부분의 내 갈등은 원자아가 즉각 만족에 한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그는 외 으로 동기가 차단되면 ‘좌 ’을 경

험하고 내 으로 동기가 차단되면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장유

진,1998). 한 인 환경에서 어떠한 처체제가 도를 넘게 되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에서 갈등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으로

부터 생된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장동운,1993).

내 갈등에 한 체계 이론의 개는 Lewin(1935)의 장 이론(field

theory)을 토 로 이루어졌다.Lewin은 인간의 심리에는 목표가 되는 것

에 끌려가거나 반발하는 성질의 힘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유인성

(valence)이라고 지칭하 다.유인성은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의

방향에 따라 두 종류로 나 어지는데 하나는 상에 근하려는 정방향

의 유인성(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상에서 멀어지려는 역방향의 유

인성(avoidance)이다.심리 욕구나 목표가 존재할 때 서로 다른 방향으

로 작용하는 힘의 립에 의한 갈등이 발생하는데,유인성의 배치 계

에 따라 ‘근- 근 갈등’,‘회피-회피 갈등’,‘근-회피 갈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Lewin,1935;홍 형,2008재인용).

근- 근 갈등은 등가의 정 인 두 개의 목표가 동시에 실 될 수

없는 상호배타 인 성질을 가진 경우 두 개의 안 어느 하나를 선택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겪는 갈등이다.이 때 선택이 지연되지만 어느 하나

가 다른 목표보다 조 이라도 더 매력 일 경우 갈등이 쉽게 해결되는

특성이 있다.이와 반 로 회피-회피 갈등은 부정 인 두 개의 목표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할 때 겪는 갈등이다.이때 개인은 선택을

기피하거나 부 응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마지막으로 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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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하나의 목표가 정 인 속성과 부정 인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겪는 갈등이다. 부분의 상황이나 조건들

에는 좋은 과 나쁜 이 공존하기 때문에 근-회피 갈등은 가장 일

반 인 갈등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근-회피 갈등은 단순히 도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긴장 상태가 비교 오래 지속되며 그 과

정에서 불안감이 나타할 수 있다.한편 근과 회피의 유인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상을 가리켜 양면 (ambivalent)이라고 하며,개인의 내 체

계에서 하나의 상에 해 서로 반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유인성이

공존하는 상태를 양면가치태도(ambivalence)라고 한다(장동운,1993;박

호숙,2006).

Elliot& Thrash(2002)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Lewin이 제안한 근

동기와 회피 동기에 의한 갈등이 인간의 욕구와 행동에 한 심리학의

이론들에 지 한 향을 미쳤다고 설명하 다.특히 Miller(1944)의 근

-회피 갈등 모형은 설득력 높은 갈등 이론으로 꼽힌다.그의 모형에 따

르면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정 목표에 근하려는 욕망과 그러한 목

표를 회피하려는 욕망이 모두 강해지는데,회피하려는 경향이 근하려

는 경향보다 더 빨리 강하게 증가한다.따라서 <그림 1-3>과 같이 근

-회피의 갈등에서 사람들은 회피선과 근선이 교차하는 갈등 (양면가

치태도의 최고 )에 도달하기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근하지만 그 이후

부터는 목표에 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일단 멈춰서 되돌아왔다가

다시 근한다.Miller는 의사결정을 할 때까지 혹은 상황이 변화될 때까

지 갈등이 지속된다고 보았다(Miller,1944;장동운,1993재인용).

이후 다양한 실증연구에서 심리 갈등이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보편 으로 나타나는 상임이 밝 졌다.Glasser(1998)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욕구, 는 같은 욕구의 두 가지 측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내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았고,Eagly& Chaiken(1993)은 상

에 한 선호의 구조는 한쪽에 치우친 극단의 입장뿐만 아니라 반 의

가치와 입장도 동시에 포함한다고 주장하 다.Cacioppo,Gard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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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Miller의 근-회피 갈등 모형

출처:Miller(1944),p.434.

Berntson(1997),Thompson,Zanna& Griffin(1995)의 연구에서는 립되

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때 정과 부정의 태도를 동시에 갖게 되며 인

간은 그 정도에 따라 외부 인 정보를 차별 으로 인식하여 상에 한

평가를 정 으로 강화하거나 부정 으로 상쇄시킨다는 것이 밝 졌다.

3)내 갈등의 기능

개인의 내 갈등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존재한다.동시에 달성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선택하는 추론의 과정에서 복잡성

수 이 증가하는 것은 부분의 의사결정자에게 있어서 매우 어렵고 달

갑지 않은 일이다.상충하는 가치 모두에 요성을 부과하는 사람은 두

가치 사이에서 타 을 찾기 한 기 을 세워야 할 심리 압박을 크

게 느끼기 때문이다(구자숙․민경환,2001).소비자의 양면가치태도를 개

념화한 Otnes,Lowrey& Shrum(1997)은 소비자가 경험하는 갈등이 소

비자 행동의 매제가 되기도 하고 억제제가 되기도 한다고 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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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의사결정에 이르는 시간을 지연시킨

다고 설명하 다. 한 개인의 내 갈등은 태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

(attitude-behaviorgap)를 야기하는 요인으로도 보고되고 있다(Carrigan

& Attalla,2001;Chambers,Schlenker& Collisson,2013).이와 같은 선

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갈등이 소비자 행동에 부 향을 미치고 의사결

정의 일 성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갈등을 정 으로 보는 시각은 갈등 자체가 자연 이고 불가

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mason &

Schweiger(1994)는 갈등이 의사결정자로 하여 안을 평가하고 선택

하는 과정에서 능동 사고를 진시키고 갈등조정의 단계를 거쳐 질

으로 더 우수한 안의 선택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하 다.

한 Hartman(1994)은 갈등이 의사결정자의 결단과 행 를 구하며 가

치의 모순이 발견될 때 인간은 그것을 타 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갈등

조차도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4)내 갈등의 결과

내 갈등의 결과는 개인이 갈등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개별 인 반응

과 최종 인 결과로 구분해볼 수 있다.갈등에 한 개인의 응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개인의 성향이나 외부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내용 내 갈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

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Costello& Zalkind,1963;천 윤,2005재인용

p.197-205).

내 갈등에의 첫 번째 응방식은 도피이다.이는 갈등을 유발하는

상으로부터 심리 는 물리 으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둘째는 반

항으로 갈등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갈등 상황에 맞서고 항하는 것

을 말한다.셋째는 합리화이다.자신이 모순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이나 신념을 받아들인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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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Festinger(1957)의 인지부조화 이론(cognitivedissonancetheory)

이 여기에 용될 수 있는데 개인은 포기되는 가치보다 충족되는 가치가

좋다고 합리화하고 선택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며 그

에 반하는 어떠한 증거나 주장도 극 으로 거부하기도 한다.따라서

합리화는 곧 포기되는 가치에 한 선택 무시(selectiveignoring)로 나

타나기도 한다.넷째는 집착이다.이는 어떤 일에 마음이 쏠려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인은 상반된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 응 반응을 지속 으로 고집하기도 한다.다섯

째는 투사이다.이는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돌림으로써 갈등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제3의 상에 책임을 돌리거나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이 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여섯째는

퇴보이다.이는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개인이 이제까지의 상태보다 더

못한 이 의 응수 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도피는 갈등으로 인

해 의사결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퇴보는 의사결정 여부

와 상 없이 갈등 상황에 직면한 자체가 개인에게 부정 향을 미치는

것이다.이는 죄책감이나 좌 감,자아학 등으로 나타난다.일곱째는

반동형성으로 충족될 수 없는 욕구가 억압되는 신에 그 반 의 태도나

행동 방식이 표 되는 것을 말한다.Costello& Zalkind(1963)는 내 갈

등에 한 이러한 반응들로 인해 개인의 시간과 활동의 제약이 발생하므

로 갈등이 하게 리되고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갈등의 최종 결과는 곧 갈등이 해소되었는지 여부와 직결되며 이는

갈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리되었는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장동운,

1993).내 갈등의 리는 다음의 몇 가지 략을 통해 이루어진다.첫째

는 직면이다.직면은 정 인 자아감을 가지고 갈등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 을 찾는 것이다.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특정 의사결정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악

함으로써 목표 충족을 한 합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둘째는 타

이다.타 은 갈등에 직 으로 처하는 가장 흔하고 효과 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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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개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수용하고 처음

원했던 것보다 더 거나 부차 인 것에도 만족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

이다.타 의 략으로 갈등에 처할 경우 개인은 어느 정도의 이득과

손실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셋째는 회피이다.이는 갈등을 직 으로

해결하지 않고 뒤로 미루거나 피하는 것이다.갈등으로 인한 긴장 상태

를 겪기보다는 차라리 갈등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이 략의 문제 은 갈등이 그 로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이다.다만 혜택과 험을 비교했을 때 험이 더 크다면 회피

는 합리 인 갈등 리 략이 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넷째는 환경변화

를 시도하는 것이다.이는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자체를 해결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극 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가격은 렴하나 안 이

우려되는 상의 안 성을 강화하거나,새롭지만 불안한 상의 불확실

성을 해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상에 내재한 충돌 요인을 없애는 것

이다.이 방식은 실 가능성이 낮다는 제한 이 있으나 갈등을 가장 확

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Schacter,Gilbert& Wegner,2009;윤

가 외,2012).

5)소비자 내 갈등

갈등 이론은 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나 소비를 통해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소비선택의 맥락에도 용해볼 수 있다.가치의 충

돌로 인해 소비자가 경험하는 내 갈등을 다룬 몇 가지 선행연구들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Rook(1987)은 충동구매에 한 연구를 통해 쾌락 인 가치를 추구하

는 것과 실 인 경제여건에 한 지각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며 이는

소비자의 내 갈등을 유발한다고 밝힘으로써 가치의 충돌이 소비자의 갈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윤리 소비에 한 Schröder&

McEachern(2004)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윤리 소비선택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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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나 편의와 같은 실용 가치와 이타 ,사회 가치 간의 충돌을

경험하며,이로 인해 갈등이 높아질수록 죄책감을 느끼거나 특정한 정보

를 회피하고 자기의 선택을 의도 으로 합리화시키는 등의 반응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Luomala,Laaksonen& Leipämaa(2004)의 실

증연구에서는 식품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새로움과 통,건강과 탐닉,

기술과 자연,자기와 타인 등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Barcellos,Teixeira& Venturini(2014)는 Schwartz의 보편

가치 이론을 용하여 라질 학생 소비자들의 가치지향성과 사회

문제에 심을 가지고 항하는 정치 소비 상을 조사하 다. 체의

30% 가량이 공평성과 이타성의 자기 월 가치를 높게 지각하는 ‘정치

소비자’로 구분되었는데 정치 소비자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실제

구매행동 간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구매에

있어서 내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측하 다.

3.유통환경 변화와 가치 충돌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하며 소비자와 직 으로 맞닿

아있기 때문에 유통에 있어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가치의 충돌과 갈등

즉,가치갈등(valueconflict)을 이해하는 것은 소비생활의 만족과 안정을

높이는데 매우 요하다(Schröder& McEachern,2004).특히 유통은 경

제 ․사회 ․기술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가장 역동 으로 변

화하고 발 하는 산업분야의 하나이다(한국경제연구원,2010).유통은 거

시 인 사회 트 드 변화와 소비 자 욕구 소비패턴의 변화와 하

게 련되기 때문에 변화의 동인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볼 수 있

는데 공통 으로 제시되는 유통환경 변화의 메가트 드로는 세계화,

형화․집 화, 정보화․개인화를 꼽을 수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하나 융경 연구소,2008;한국경제연구원,2010).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소비자는 다양한 가치 충돌과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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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의 세계화는 소비에 있어서 국경,시간,장소 등의 각종 경계를

무 뜨리며 소비의 장을 폭 확장시키고 있다.세계화로 기업 간 경쟁

이 발됨에 따라 소비자는 다양한 효용을 얻을 수 있으나 동시에 거래

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험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따라서 소비자는 유

통의 세계화 흐름에서 개방과 보수,세계주의와 자민족주의 등 다양한

가치 간 충돌을 경험할 수 있다(Wrigley& Lowe,2010).유통이 기업

주로 집 되는 형화 상은 규모와 범 의 경제를 실 함으로써 경

제 효율을 높이는 정 측면이 있으나 지역경제의 침체와 세자

업자의 몰락을 야기한다는 에서 사회 논란이 되고 있다.유통의

형화에 따른 부작용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한 소비선택에 있어서 개

인 가치뿐만 아니라 공평과 상생의 사회 가치를 고려할 것을 요구받

고 있으며(천혜정,2013),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치 사이에서 소비자는

가치 충돌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정보화의 향은 더욱 크다.정보기술

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계없이 개개인의 취향과 심을 반 한 개인

화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졌다.하지만 동시에 방 인 개인정보의

수집, 장,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라이버시 안 에 한

험은 높아지고 있다(Xu,Luo,Carroll& Rosson,2011).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성장하려는 가치와 자기를 보호하려는 가

치 사이에서의 선택은 소비자를 딜 마에 빠지게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이론 배경과 상에 한 이해를 토 로 유통환

경이 세계화, 형화,정보화되는 변화 추세에서 소비자 내면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유인성을 갖는 가치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가치 충

돌로 인해 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소비자의 내 갈등

의 결과는 갈등에의 응방식과 갈등 리 략에 따라 정 ,부정

측면이 모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을 논문 체를 아우르는 이론

제로 한다.이때 가치 충돌의 차원은 Schwartz의 보편 가치 이론

에 토 를 두고,내 갈등은 Lewin의 장 이론에 근거함으로써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세 가지 소비 상을 동일한 분석틀로 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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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유통환경의 주요 변화 추세와 그 변화의 흐름에서 소비자

가 경험하는 가치 충돌과 내 갈등에 한 세 개의 독립 인 연구를 진

행하고 이를 하나의 논문으로 구성하 다.본 논문의 장별 구성은 다음

과 같다.

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 체에서 다루는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의

목 과 의의를 밝혔다. 한 세 개의 연구에 포 으로 용되는 이론

배경을 고찰하고 논문의 구성에 해 간략히 서술하 다.

2장은 <연구 1>로서 온라인 해외직 구매를 주제로 유통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개방과 보수의 가치,자기증진과 자기 월 가치 간의 충돌

을 다루었다.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온라인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을 범주화하고, 근-회피 반응

소비자 가치의 립구조를 분석하고,가치 충돌로 인해 소비자가 경험하

는 내 갈등의 차 양상을 질 으로 분석하 다.

3장은 <연구 2>로서 형마트 SSM 규제정책을 주제로 유통의

형화 추세에 따른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의 충돌을 다루었다.

인간의 주 성 연구에 유용한 Q방법론을 용하여 형마트 SSM 규

제에 한 소비자의 주 인식을 탐색하고 이를 해석하여 소비자를 유

형화하 다.그리고 유형별로 가치 충돌의 특성 갈등에의 응방식을

악하고 모든 유형 간 보편 으로 공유되는 인식을 탐색하 다.

4장은 <연구 3>으로서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주제로 유통의 정

보화 추세에 따른 성장 가치와 자기보호 가치의 충돌을 다루었다.개인

정보 활용의 근 요인으로서의 개인화 혜택과 회피 요인으로서의 라

이버시 험에 주목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한 소비자의 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그리고 소비자 만족의 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

고,내 갈등의 매개효과 신뢰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25-

<그림 1-4>논문의 개요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를 통

합 으로 고찰하여 총체 결론과 제언을 도출하 다.

본 논문의 개요를 정리하면 <그림 1-4>와 같다.

2)3)4)

2)Schwartzetal.(2012)의 모형에서 Opennesstochangevs.Conservation,

Self-Enhancementvs.Self-Transcendence에 해당함

3)Schwartzetal.(2012)의 모형에서 PersonalFocusvs.SocialFocus에 해당함

4)Schwartzetal.(2012)의 모형에서 Growthvs.Self-Protection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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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소비자 내 갈등 양상:

온라인 해외직 구매에 한 근-회피 반응의

범주 구조와 소비자 내 갈등 양상

제 1 문제 제기

최근 몇 년 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운 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이른바 ‘해외직구족’의 성장세가 거세다. 세청에

따르면 해외직 구매 거래 규모가 2014년 1조 5천억 원을 돌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청,2015),온라인쇼핑 경험자를 상으로 실시한 조사

에서도 체 응답자 4명 1명꼴인 24.3%가 해외직 구매를 경험한

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일상화되었다( 한상공회의소,2013).2013년 미

국의 ‘블랙 라이데이’세일 1주일간 한국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액이 국내 백화 한 개 포의 1년 매출에 이를 정도로 소비의 집

도 한 놀랍다(디지털타임스,2014년 7월 4일).ICT의 비약 인 발 과

생산‧소비의 세계화로 국경,장소,연령,채 ,시장,시간의 경계가 허물

어지는 ‘탈경계화(Beyond)'시 에 이러한 직구 열풍은 더욱 강해질 것

으로 망되고 있다(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2014).

해외직 구매는 소비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여기에는 정

인 면과 부정 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가장 큰 정 변화는 선택할

수 있는 안의 증가이다.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수가 기하

수 으로 늘고 구입할 수 있는 채 의 수도 폭 확장되고 있다(박명

희․조소연,2012).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이 발됨으로써 소비자는

렴한 가격,높은 편의성 등 다양한 효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SNS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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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소비자들의 극 인 정보공유도 증하고 있

다.해외직 구매 방법, 세율 계산,할인정보,환불경험 등 다양한 정보

들이 공유되고 되며 해외직 구매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이는 소비

자의 불확실성 험을 낮추는 동시에 기업에 한 소비자의 항력을 높

이는 효과도 있다. 한 소비시장이 세계의 역으로 확장되면서 공

정무역 상품구매와 같이 개발국가의 복지와 발 을 고려하는 윤리

소비가 확 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만족을 것으로 망

되고 있다(Wrigley& Lowe,2010).

하지만 해외직 구매는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서의 험 한 내포한

다.배송기간이 상 으로 길고, 세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품이나 환불이 어렵고,무엇보다 국내법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발생시 처가 어렵다는 단 이 있다(한국소비자원,2014). 한 소

비자들의 온라인 해외직 구매가 확산되거나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다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경우 국내 소매시장이 잠식될 우

려도 있다 소비자는 돌아서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국내 경

제의 불안정은 장기 으로 소비자 후생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수많은 안들로 인해 가치 단이 어려워지거나 새롭게 지각되는

가치와 기존의 소비가치가 충돌할 경우 소비자는 내 불일치로 인한 혼

란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Huffman,Ratneshwar& Mick,2000).

해외직 구매는 새로운 소비 형태이자 소비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화 시 에 소비자가 더 큰 시장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더 큰 만족을

얻기 해서는 먼 소비자들이 해외직 구매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

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구체 반응들을 근-회피 갈등의 분석

틀을 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가치 차원에서 소비자 반응을 범주화,구조

화하고 가치 충돌로 인해 소비자가 경험하는 내 갈등의 양상을 탐색하

고자 한다.이를 해 소비자들의 해외직 구매에 한 정보공유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 을 자료원으로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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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질 분석을 수행

하 다.

국외에서는 국경을 월한 소비(Cross-BorderShopping)로서 해외직

구매에 한 연구가 다각 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해외직 구매가 하나의 소비트 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학술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반응과 소비자가 겪는 내 갈등의 양상을 밝히는 탐색 연구

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제 2 이론 배경

1.유통의 세계화와 가치 충돌

세계는 경제를 심으로 한 세계화의 조류로 어들었다.세계화란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의 과정까지도 국제화되는 추세를 말

하며 이로 인해 소비 시장 역시 세계의 차원에서 일체화되고 있다(신

종,2000).세계화의 효과에 한 논의는 분분하다.세계화가 경제,사회,

정치 역에 걸쳐 정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세

계화의 심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첫 번째 쟁 은 세계화와 민주주의에 한 논의이다.세계화가 민주

주의 수 을 높이는데 정 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과 세계화가 오히려

민주주의 수 을 낮춘다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다. 자의 입장에

서는 세계화가 진행되어 시장이 개방될수록 시장의 이해 계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해 안정 인 사회․경제체제를 요구할 것이며 이 과

정에서 민주주의에 한 욕구가 커지게 된다고 주장한다(Fischer,2003).

한 세계화가 진행되면 주변 국가들과의 이 늘면서 사회․경제

규범의 공정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민주주의 수 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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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황 성,2003).반면 후자의 입장에서는 세계화가 진행되면 국

가의 역할이 축소됨으로써 정부가 개인을 한 정책을 설계하기보다는

국가에 투자하는 거 자본을 한 정책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수 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주장한다.즉,시장이 개방될수록 패자에게 보

상해주기 한 복지정책의 설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소비의 맥락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유통이 세

계화되는 추세에서 다양한 국가와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

자는 국내의 상 으로 불합리한 유통 행 시장구조를 인지하고 이

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한 시장의 확장으로 기업 간에 국

가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화폐투표권이 강화되고,이는 기업

이 가졌던 힘의 상당부분이 소비자에게로 이동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

다.하지만 세계화의 변화를 겪으며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소비자

는 각종 불확실성의 험에 노출될 수 있다.국가마다 경쟁정책이나 소

비자정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불

안을 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세계화를 통한 시장의 강화,국가

의 약화는 소비자민주주의를 외연 으로 확산시킨다고 볼 수 있으나 변

화에의 철 한 비가 없다면 민주주의가 오히려 역 되는 상도 나타

날 수 있다.

다른 쟁 은 세계화가 가져오는 성장에 한 상반된 입장이다.세

계화는 일반 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여겨진다(Fischer,2003).그

런데 경제성장이라는 과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한 경

쟁 사회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보다 손쉽게

모든 것을 가져가 불평등이 래되기 쉽다(장성호,2005).세계화는 모든

국가에게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해 국가 내

불평등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다(황인재,2013).즉,세계화는 성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로

벌 시장 체의 부가 증 될 것이라는 에서는 정 으로 평가되나,

국가 간 부의 편 을 심화시킨다는 에서 비 으로 바라볼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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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화와 경제성장에 한 논란은 국경을 월해서 이루어지는 해외

직 구매에 한 연구에서도 제기되는 부분이다.Kanbur& Keen(1993)

의 부분평형모델(Thepartialequilibrium model)에 따르면 세계화는

지구 차원의 경제 균등 상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견되는데,이는

국경 간 거래를 통해 선진국 소비자의 잉여 자본이 상 으로 소비재의

가격이 낮은 개발국의 시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반면 고 경제학

에서는 해외직 구매를 통한 국가 간 자본의 진입과 진출을 힘의 문

제로 보고 경제 힘이 우월한 국가가 상 으로 힘이 은 국가의 매

매의 기회를 착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Arrowsmith& Marginson,

2006).

이러한 격차는 자본뿐만 아니라 정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온라인

을 통한 해외직 구매에서 물리 경험을 통한 정보탐색은 불가능하다.

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천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언어 장벽이 매우

높다.이 게 제한 인 정보환경에서 소비자들은 랜드나 이미지 등에

더욱 의존하게 될 수 있다.결과 으로 정보제한성은 소비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세계화의 순기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화의 효과에 한 상반된 논의에는 경제 효율성과 불확실성의

험,세계주의와 자민족주의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가치 간의 충돌이

내재한다.하지만 지 까지 이러한 논의는 주로 거시 인 사회 ,경제

,정치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상 으로 소비자 측면에서의 논의

는 부족했다.세계화는 국가 단 의 개별 시장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

고 이것의 실체 인 양상은 일상소비생활에서부터 나타나는 바,세계화

의 추세에서 시장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비자의 경험과 반응을 미시 으

로 이해하는 것은 세계화의 향을 악하고 략 으로 응하는데 있

어 매우 기 이며 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31-

<그림 2-1>해외직 구매의 3가지 유형

출처:한국소비자원(2014)해외직구 이용실태 개선방안,p.3.

2.온라인 해외직 구매

1)해외직 구매 황

기존에 국내 소비자가 해외물품을 구입하기 해서는 수입품의 매

에 있어 배타 특권을 보유한 국내 총 매 리 을 통하는 것이 부분

이었다.이처럼 국내로 수입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해외 방문 기회를 이

용하여 해외물품을 구매하던 과거와 달리,인터넷 서비스와 자상거래

시스템이 발달한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언제,어디서든 시간과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Gomezelal.,2014).

온라인 해외직 구매(이하에서는 해외직 구매로 지칭함)는 해외에서

매하는 상품을 국내 소비자가 직 는 행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것

을 표 하는 말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그림 2-1>.소비자가

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직 제품을 구매

하고 이를 국내로 직 달받는 형태를 ‘해외직 배송’,해외 배송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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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해외직 구매 규모 추이

출처: 세청(2015년)보도자료

지를 거쳐 다시 국내 주소로 배송 받는 형태를 ‘해외배송 행’,해외직

구매의 구매 차,언어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가 구매 행사이트

를 이용하여 해외제품을 구매하고 배송 받는 형태를 ‘해외구매 행’이라

고 한다(한국소비자원,2014).한국소비자원(2014)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직 구매의 세 가지 유형 ,소비자들은 직 배송(44%)을 가장 많이 이

용하며,다음으로 구매 행(28.1%),배송 행(27.9%)순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해외직 구매의 임말인 ‘해외직구’가 일반명사가 되어버릴 정도로

리 알려지며 해외직 구매 총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청

(2015)자료에 따르면,해외직 구매 규모는 2009년 2,422건,1,709억 원

에서 2014년에는 1,553만 건,1조 5449억 원으로 매년 사상 최 규모를

기록하며 증하고 있다(<그림 2-2>참조).

해외직 구매로 구입되는 품목과 거래 상 국가도 차 다양해지고

있다(<그림 2-3>참조).한국소비자원(2014)의 ‘해외직구 이용 실태조사’

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가 해외에서 가장 많이 구입한 품목은 의류와 신

발류(63.4%)이며,건강보조식품(27.7%),가방·지갑·잡화(26.7%),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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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해외직 구매 구입품목 상국가

출처:한국소비자원(2014), 세청(2015)

(16.8%),IT·가 (12.9%),유·아동용품(11.5%)순으로 나타났다. 한

한상공회의소(2013)의 조사에 의하면 주요 구입 품목으로는 의류(41.5%)

를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구두,악세서리 등 패션잡화(40.8%),건강식

품(34.5%),유아용품․의류(29.3%),가방․지갑(28%),화장품(26.8%),식

품(14%), 자제품(11%)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기존에 의류,건강식

품 등 긴 배송 차에 크게 구애받지 않던 품목 주에서 이제는 부피가

큰 자제품과 커피, 콜릿 등의 기호식품,해외 랜드 유아용품까지

확 되는 모습이다.특히 1,000달러 과 고가물품의 비 이 상 으로

크게 증가했는데,TV의 경우 2010년 해외직 구매 규모가 57건,5만9천

달러 수 이었던 것에서 2014년에는 약 3만1천 건,3천9백만 달러로

증하 다( 세청,2015).

해외직 구매 거래국가도 다양화되어 2010년 19개 던 거래국가 수는

2014년에 38개국으로 증가하 다.미국이 차지하는 비 은 2010년 81.6%

에서 2014년에는 73.5%로 다소 어들고 국(10.9%),독일(5.4%),홍콩

(3.7%)등에서의 거래는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청,2015).한국소

비자원(2014)의 조사에서도 미국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일본(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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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3.2%),독일(2.3%), 국(2.2%)등 다양한 국가를 상으로 해외직

구매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 으로 국내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온라인 쇼핑몰은

미국의 ‘아마존’(55.9%),‘이베이’(38.2%),‘아이허 ’(36.8%)순이고,해외

배송업체는 ‘몰테일’(36.2%)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해외구매 행 업체는

‘옥션이베이’(31.3%),‘지마켓이베이’(26.7%),‘즈 드’(24.9%),‘엔조이뉴

욕’(22.8%)순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2014).

2)해외직 구매 확산배경

해외직 구매는 시장의 주체이자 이해 계자인 소비자,유통업체,정

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으며,최근 해외직 구매가 증하게 된 배

경은 소비트 드,유통환경의 변화,정부 정책의 흐름이 맞물렸기 때문이

다.

소비자 측면에서 해외직 구매가 증가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합리

소비트 드 가구매 패턴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다수의 소비자

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해졌다.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다 렴한 가

격으로 소비할 알고 유명 랜드 제품을 병행수입과 해외직 구매를

통해 보다 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다(강 구․이혜림,2014). 한

체감내수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며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는 과거보다 훨

씬 높아지고 있다.이는 국내 유통업체의 수입물품 매가격이 해외직

구매나 병행수입을 통한 가격보다 히 높다는 에 소비자들이 주목

하게 만들었다(신 증권 산업리포트,2014). 한 출산 시 에 아이에

게만은 친환경 이고 좋은 물건을 사주되 합리 인 소비를 하고자 하는

은 엄마들의 유아용품 해외직 구매도 증하는 추세이다(디지털타임

스,2014년 7월 30일).

두 번째 원인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로 인해 해외직 구매의 문턱

이 낮아졌기 때문이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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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인 정보의 공유는 해외직 구매에 한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

다(강 구․이혜림,2014).해외직 구매 요령을 안내하는 가이드북이 발

간되고 각종 강연회가 열릴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외직

구 방법, 세율 계산, 손 시 처요령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소

비자들의 불확실성을 여주고 있다.

유통업계의 변화도 해외직 구매를 가속화하 다.가장 근본 인 원

인은 문 배송 행업체가 등장한 것이다.과거에는 해외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해외온라인쇼핑 랫폼이 존재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구매를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국내로의 배송이 제

한 인 경우가 많았고 배송 차가 길 수 밖에 없어 손의 험에 노출

되었으며 변심,불량품 등으로 환불 차를 밟는 데에도 불편이 매우 컸

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몰테일,아무,맘스와 같은 문 인 배송

행업체가 등장하며 ‘해외인터넷쇼핑몰→배송 행업체 물류센터→국내

소비자‘로 연결되는 구매 체인이 형성되었다(강 구․이혜림,2014).

두 번째로 해외인터넷쇼핑몰의 결제 차가 간소화되고,쉽고 간단한

구매방식이 제공됨에 따라 해외직 구매는 더욱 증가하 다.직 한국

어를 지원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번역 서비스를 통해 언어장벽이 완화된

도 해외직 구매가 확 된 원인이 되었다(KB 융지주 경 연구소,

2014).

정부 한 해외직 구매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정부는 해외

직 구매 증으로 인한 외화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기본 인

입장은 해외직 구매를 활성화하여 국내 독과 수입구조를 완화하고

자 한다(매일경제,2015년 1월 9일).이를 해 2014년 해외직구 통

차를 간소화하고 면세혜택이 부여되는 목록통 물품을 확 하 다.

한 정부는 소비자 피해 보호를 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외직구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고 인터넷 통 포털을 통해 물품 반품 시 손쉽게 세

환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앙일보,2014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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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 소비시장의 개방도가 낮다는 도 해외직 구매 증의 근

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소비 개방도가 낮은 경우 내수시장의 제품

다양성이 부족하여 국내외 가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강

구․이혜림,2014).국내 소비자로서는 외국제품에 한 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이러한 상이 해외직 구매의 배경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

다.

한편,A.T.Kearney(2013)가 온라인 유통의 로벌 지수를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일본,미국, 국에 이어 세계 5 로 시장

매력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벌 지수가 높은 상 30개 국

가 에서 우리나라는 'DigitalDNA Markets'에 속하는데 이 그룹은 소

비자의 온라인 쇼핑역량이 높으며,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성장 잠

재력은 상 으로 낮다는 특징이 있다.내수시장 규모가 작아서 체

인 소비력은 낮으나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역량은 높다는 우리나라의

특성은 해외직 구매가 지속 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국내

내수시장의 작은 규모와 높은 진입 장벽은 그동안 해외기업이 국내에 진

출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왔다.하지만 해외직 구매를 통해서 온라인 역

량이 높은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해외기업의 물품도 직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내수시장의 규모로 인한 제약은 사라지게 된

다.그동안 소비 개방도가 낮아서 수입사나 유통사가 독 과이윤을

렸을 공산이 컸다면 해외직 구매는 그 과이윤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3.해외직 구매와 소비자 갈등에 한 연구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 구매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유통채 이

자 쇼핑 방식이다. 한 소비자가 기존 시장의 경계를 넘어 로벌 시장

과 만나는 통로가 된다.하지만 아무리 신 이고 소비자의 니즈와 부

합되는 것이라 해도 소비자가 새로운 구매방식을 수용하는 데는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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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생길 수 있다.2000년 반 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구매방식의

소비자 수용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제성과 효율성, 신성과

오락성의 가치가 소비자들이 자상거래에 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

고,반면 안정과 안 ,상호작용성 등의 보수 가치가 소비자들이 자

상거래를 회피하게 만드는 역방향의 가치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Donthu& Garcia,1999;양효식,2002).

해외직 구매에 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근-회피 갈등

(approach-avoidanceconflict)의 경향이 나타난다. 한상공회의소(2013)

가 1,650명의 해외직 구매 경험자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

비자들이 해외직 구매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동일상품보다

싼 가격’(67%)이며,이어 ‘국내에 없는 랜드 구매’(37.8%),‘다양한 상

품 종류’(35%),‘우수한 품질’(20.3%)순으로 나타났다.이성호(2014)는

해외직 구매 이용의 소비자 동기를 경제 가치와 쇼핑의 즐거움으로

분석하여 쇼핑의 즐거움이 해외직 구매에 한 태도에 가장 큰 향을

다고 밝혔다. 한 김은진․박재진․박정연(2014)의 연구에서는 유용

성과 즐거움, 신성이 해외직 구매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후속 연구에서 김은진․박재진․박정연(2015)는 Q방법론

을 용하여 해외직 구매 이용에 한 소비자 유형을 4가지로 도출하

는데,해외직 구매 이용자들은 렴하게 명품을 구입하려는 ‘알뜰 명품

족’,희소한 제품 구입을 즐기는 ‘쇼퍼홀릭형’,가격에 민감한 ‘가격민감

형’,희소한 제품 소유에 심이 많은 ‘우월감 추구형’으로 구분되었다.

한 시장조사 문기 엠 인(2014)의 소비자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 응답자의 53.2%가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하

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해외직 구매가 소비

자에게 경제성,유용성 외에도 즐거움이나 신성,우월감과 같은 새로운

가치들을 제공하며,소비에 있어 일종의 기술과 노하우로 여겨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해외직 구매에 한 다양한 회피 요인들도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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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2014)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해외직 구매를 하며

제품의 불량과 손,배송지연과 오배송,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경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비자와 매자의 물리 거리가 멀다

는 이유도 있겠으나 해외직 구매가 아직 시장에 안정 으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미비와 배송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유복희․채명수(2015)는 해외직 구매 유경험자와 무경

험자의 차이를 기술수용모델과 온라인쇼핑 수용모델의 변수를 용하여

비교한 결과 유행추구성향,지각된 불안감,인터넷 이용 경험이 해외직

구매 수용에 부정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 다.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해외직 구매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이에 부정 인 것이 아니라 단지 경

험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했다는 에서 결과를 제한 으로 이해할 필요

가 있겠다. 한 이지용․황진숙(2015)은 해외직 구매의 특성으로 상표

과시 쇼핑성향과 할인지향 쇼핑성향을 꼽고 두 가지 쇼핑성향이 결제와

배송에 한 험지각을 거칠 때 해외직 구매를 이용할 의도가 낮아진

다는 것을 밝혔다.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불안감이나 험지각과 해외직 구매 과정에서 실제로 겪는 문

제 상황이 소비자로 하여 해외직 구매를 꺼리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이를 통해 해외직 구매에 한 근 요인과 회피 요인 사이에

서 소비자가 갈등을 겪을 수 있음을 측할 수 있다.

한편,소비자의 해외쇼핑몰 이용 경험과 국내쇼핑몰 이용 경험을 비

교한 박명희․조소연(2012)의 연구에서는 해외쇼핑몰 이용 시의 정보탐

색시간과 구매결정소요시간이 국내인터넷쇼핑몰 이용 시보다 많은 반면,

정보탐색사이트 수는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엠 인(2014)의 조사에

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쇼핑몰이 아마존(73%),이베이(55%)로 집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해외직 구매 시 높아지는 소비

자의 불안과 험 수 이 랜드에의 의존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

며 해외직 구매가 과연 진정한 소비의 세계화,시장의 확 를 통해 소

비자 가치를 증진시키는가 아니면 다국 기업을 통한 ‘소수’의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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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에 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에서는 해외직 구매5)에 한 연구가 1930년 부터 활발하게 이

루어졌으며,소비자들이 경제 목 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상은 학문 , 정책 으로 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Agarwal,

Chomsisengphet,Ho& Qian,2013).Gorden& Nielsen(2001)은 해외직

구매가 소비자들이 개방된 세계시장에 극 으로 참여하는 하나의 방

법이며 이를 통해 상 으로 높은 자국의 세 부과 정책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특히 인터넷을 통한 자상거래가 확산되고 교통의

발달로 운송비용이 신 으로 감소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 구

매에 한 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Goolsbee,2000).

해외직 구매에 한 국외 연구에서는 해외직 구매의 장 과 단 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상품 가격보다 세 의 차이에 이 맞춰진

다는 이 특징 이다.Agarwaletal.,(2013)의 조사에서는 해외직 구

매의 원인이 되는 가격효과와 세 효과가 소비자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소비자들이 경제 혜택을 얻기 해

다양한 험을 감수하고 불안에 맞선다고 설명하 다.Lee(2011)는 소비

자가 해외직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비용-편익 분석을 한다고

보았다.조사결과,소비자들은 가격,세 ,운송비용 등을 포함한 총 경제

인 잉여가치와 운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간비용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해외직 구매에 있어서 경제성

의 추구와 쇼핑 편의성의 추구가 서로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해외직 구매에 한 기존 문헌에서 주목하는 것은 세계화를 이끄는

5) 국외 문헌에서는 국경을 월한 소비라는 의미로 크로스보더 쇼핑

(Cross-BorderShopping) 는 크로스보더 거래(Cross-BorderTrading)라는 용어가

일반 으로 사용된다.2010년 이후로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 구매가 확산되며 이를

오 라인 구매와 구분하기 해 크로스보더 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40-

자유주의와 그 척 에 있는 자민족주의의 충돌이다.Dmitrovic &

Vida(2007)는 온라인 해외직 구매를 주로 하는 소비자를 외부 소비자

(out-shopper)로, 자국에서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를 내부 소비자

(in-shopper)로 지칭하고 소비자조사를 통해 각 집단의 특징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의 자민족주의 성향이 강할수록,로컬구매에

한 가치지각이 높을수록,자국 상품에 한 품질지각이 높을수록 내부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Piron(2002)은 자국 상품

의 가격지각 수 과 해외상품의 품질지각 수 이 높을수록 해외직 구매

를 할 의향이 높아지고,반 로 자민족주의가 높을수록 해외직 구매를

할 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서로

립하는 세계주의와 자민족주의 사회심리 변수들이 소비자의 해외

직 구매 수용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다.

한편,Gomez,Martens& Turlea(2014)는 27개 EU국가를 상으로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여 통 오 라인 해외직 구매와 온라인 해외직

구매를 비교하고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 다.첫째,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에서는 정보비용이 감소되어 온라인 해외직 구매에 있어서

지리 거리의 요성이 격하게 감소되었고,이는 소비자가 해외직

구매에 참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둘째,정보비용이 감소된

반면 언어 차이에 따른 거래비용은 크게 증가되었다.소비자들이 언어

문제를 겪는 것으로 인해 해외직 구매에 참여하는 것을 고민하고 주

하게 되므로,이를 해결하는 것이 해외직 구매 확산에의 기 략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 다.셋째,온라인 해외직 구매와 오 라인 해외직

구매 간에 자국소비편 상(homebias)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즉,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 시장이 확장되고 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가 진되었으나 소비자들은 여 히 자국에서 구매하려는 경향

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소비자의 해외직 구매는 경제

성과 편의성,상품의 다양성,자민족주의와 세계주의,불안과 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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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은

각각 어떻게 범주화되는가?

[연구문제 2]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근-회피 반응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

[연구문제 3]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 내 갈등 모형은 어떠한가?

비용 등 다양한 가치가 얽힌 복잡한 가치체계를 내포하며,이는 소비자

로 하여 해외직 구매에 근하게 만들거나 회피하게 만드는 힘의 충

돌과 이로 인한 내 긴장상태로서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제 3 연구문제 연구방법

1.연구문제

본 연구는 유통환경의 세계화 추세로 국경을 월하여 시장이 확장됨

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직 구매 상에 주목하고,

근-회피 갈등의 분석틀을 용하여 해외직 구매에 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가치 간 충돌과 소비자 내 갈등의 양상을 탐

색하고자 한다.구체 으로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 반응을 범주화,

구조화하고 소비자가 경험하는 내 갈등의 구체 맥락을 탐색하는 것을

연구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온라인 커뮤니티 을 자료원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인

텍스트 군집 분석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고,가치의 충돌과

이로 인한 소비자의 내 갈등,갈등에의 응과 결과 등을 맥락 으로

이해하기 해 정성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고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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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을 자료원으로 활용하여 텍스트 마

이닝 기법인 텍스트 군집 분석을 통해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근-회피 반응을 범주화하고,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근과 회피가 복합

으로 나타나는 텍스트의 키워드를 구조 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 다.

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 로 가치 충돌이 나타나는 텍

스트들을 근거이론을 기 로 정성 으로 분석하여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 내 갈등의 모형을 도출하 다.이하에서는 텍스트 마이닝과 네

트워크 분석 방법에 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규모

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는 정보 기술이

다(Fan,Wallace,Rich& Zhang,2006).텍스트 마이닝은 데이터 마이닝

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데이터 마이닝이 계형 데이터베이스나 XML과

같은 구조화된 데이터들만을 처리할 수 있는 반면,텍스트 마이닝은 텍

스트 문서,이메일,HTML과 같은 비구조 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는 에서 차이가 있다.텍스트 마이닝을 한 분석 방법에는 텍스트 분

류(classification), 텍스트 군집화(clustering), 정보 추출(information

extraction),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등이 있다(Fanetal.,2006).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은 일종의

텍스트 문서로서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 과정은 <그림 2-4>와 같다.비구조화된 형태의 문서

들이 수집되면 처리 과정을 거쳐서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된다. 처리 과정에서는 형태소 등 최소 의미단 로 분해(parsing)하고,

복 텍스트를 처리하고,오류를 교정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데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한 요한 단계이다. 처리를 거친 데이터

는 정보의 추출,요약,범주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 분석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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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텍스트 마이닝 과정

출처:김근형,오성열(2009),p.275

며,텍스트 분석 결과는 시각화되거나 유용한 정보 는 지식의 형태로

도출될 수 있다(김근형․오성열,2009).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에 나타난 주요 개념을 추출하는 것은 물론

다른 개념들과의 계를 악하고 이를 시각화하는데 유용하다는 에서

큰 장 이 있다(Paranyushkin,2011). 한 텍스트 마이닝은 통 내용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다. 통 내용분석은 연구자가 만든 임의

의 분석항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일정 범 를 벗어나는 부분에 해

서는 분석이 불가능하며,코더에 의존하여 외 타당성이 보장되기 어렵

고, 용량의 자료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텍스트 마이닝은

계량 분석을 통해 이러한 통 내용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해주며,정량 방법과 정성 방법을 보완 으로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주요 개념 간의 계를 계량 으로

확인하고 정성 분석방법을 통해 텍스트의 맥락과 명백히 드러나지 않

은 의미를 악하는 것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김근형․오성열,2009).

텍스트 마이닝은 뉴스 매체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론 분석이나(Pollak,

Coesemans,Daelemans& Lavra,2013),학술논문의 연구 흐름 분석(배

규용․박주 ․김정선․이 섭,2013),트 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분석

(배정환․손지은․송민,2013),온라인 리뷰를 통한 고객유형 분석(김근

형․오성열,2009)등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하나인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4-

있는 개체의 속성이 아니라 개체 간의 계를 분석 상으로 하여 개체

간의 연결 집단의 연결구조의 특징을 악하는 작업이다(Turner,

2001;이윤호,2011재인용).네트워크 분석은 사람이나 조직의 사회

계 는 행 자에 의해 인식되는 사회 계를 악하는데 주로 용되

었으며 이에 사회연결망 분석(SNA:SocialNetworkAnalysis)이라고도

불린다.그 지만 네트워크 분석은 그 본질상 계가 형성되는 모든 곳

에 방법 으로 용할 수 있으며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 개념들의

연결망을 추출하는 것을 통해 텍스트의 구조 의미를 더 잘 악할 수

있다(Carley,1997;박치성․정지원,201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지칭하는 용어는 의미(semantic)네트워크

(Monge& Contractor,2003),단어 네트워크(Danowski,1993),개념 네

트워크(Popping,2000)등 학자마다 다르게 불린다.이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용어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의미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의 배

열과 구조 특성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악한다는 목 은 같지만 노

드들 간의 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의 차이가 있다.텍스

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노드들 간에 연결되어 있는 패턴이 분석 상인

반면,의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텍스트에서 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분

석 상이 된다. 자에서는 노드들을 립 상태로 악하지만,후자에

서는 노드를 곧 의미로 보고 하나의 개념이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

질 수 있으므로 텍스트에 숨어있는 맥락까지 고려하여 계를 측정한다

는 특징이 있다(박치성․정지원,2013).본 연구에서는 내재된 의미가 아

닌 텍스트에 직 으로 드러난 의미만을 다룬다는 에서 텍스트 네트

워크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3.자료수집 분석

1)분석 상 선정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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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들의 의견공유 구매 행

동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경험과 인식

에 한 생생한 정보를 악하기 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을 네트워

크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 다.온라인 커뮤니티는 소비자가 직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경험에 기 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작성되며,댓

을 통해 게재된 에 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다.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는 멀티채 환경에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천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주도 정보원천으로

분류되며 특히 20 ,30 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정보 원천이다(이진

명․나종연,2012).

분석 상으로는 C온라인 커뮤니티를 선정하 다.C커뮤니티는 방문자

수 기 으로 국내 5 ,IT/구매 분야 국내 2 규모의 표 온라인 커

뮤니티이다.IT/구매 분야 국내 1 규모의 커뮤니티가 비교 짧은 다

량의 정보들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특징이 있는데 반해 C커뮤니티는 단

순 정보뿐만 아니라 회원 간 의견의 공유가 활발하고 구매후기가 비교

길고 상세하게 기술된다는 특징이 있다.본 연구가 소비자의 경험과 반

응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한다는 에서 C커뮤니티가 가장 합한 분석

상이라고 단하 다.

자료를 수집하기 해 방 한 웹페이지를 조직 ,자동화된 방법으로

탐색하고 수집하는 웹 크롤러(web crawler) 로그램을 이용하 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해외구매’,‘해외직구’라는

키워드가 제목이나 본문에 포함된 체 의 번호,닉네임,URL,조

회 수,게시일,본문 ,댓 등을 수집하 다.자료 수집은 2015년 1월 1

일에서 14일까지 2주에 걸쳐 이루어졌다.이를 통해 총 2,003개,월평균

111개의 해외직 구매 련 소비자 게시 을 수집하 다.24,459개의 댓

도 수집되었으나 단순한 호응이나 문답형태의 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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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분석 차

2)분석과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2-5>와 같다.

첫 번째 단계로 자료를 정제하 다. 체 2,003개 자료에서 단순한 가

격 정보,기사 링크 등 개인의 경험이나 주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들은 제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743개의 분석 상 텍스트를 선정하

다.다음으로 의 문법 오류를 교정하 다.온라인 커뮤니티의 에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인터넷 은어,반어법으로 표

된 문장,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문법 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 다

수 포함되어 있다.본 연구에서는 형태소 수 에서의 분석을 시행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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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문장을 형태소 수 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문법 오류가 있는 경우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이에 분석의 오류를 막기 해 한

2010 로그램의 맞춤법 교정기와 연구자의 검토를 통해 체 텍스트의

문법 오류를 교정하 다.

둘째,문장을 형태소 의미단 에 따라 분해하 다.형태소 분석은

서울 학교 IDS(IntelligentDataSystems)연구소에서 개발한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KKMA)’를 이용하 다.형태소 분석 결과 문장 내 모든

단어가 명사,동사,형용사,조사 등의 형태소 단 로 분해되었다.일반

으로 텍스트 분석에서는 명사나 동사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본 연구는 명사와 동사 는 형용사가 결합된 형태,즉 ‘무엇이 어떠하

다’는 것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인 형태소만으로

는 방법론 한계가 있었다.황이규․이 ․이용석(2000)은 한국어가

교착어의 특성상 형태론 인 모호성을 갖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 결과가

부분 자립성이 없는 기능형태소이고,따라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

기 해서는 문장 내에서 하나의 기능 역할이나 구문 역할을 수행하

는 결합된 어 단 형태소가 매우 효과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KKMA의 구문분석을 이용하 다.구문분석은 <표 2-1>과 같이 텍스트

에서 연결된 형태소들을 통합하여 추출하는데, 상을 설명하는 주어와

표 을 설명하는 동사와 형용사,부정어를 나타내는 표 의 확장과 부사

로 구분하여 제시한다.본 연구는 구문분석 결과로부터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 반응을 추출하고 하나의 형태소만으로도 독립 으로 의미를

갖는 동사,형용사를 통합하여 의미 단 (meaningunit)키워드를 선정

하 다.이는 기계 으로 쪼개진 상태가 아니라 한 주제에 한 의미

악이 가능하게 언 한 부분은 하나의 분석단 로 간주할 수 있다는

Ratner(2002)의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한 텍스트 마이닝을 용한 선

행연구에서 텍스트를 형태소 단 로 분류하고 구문에 따라 병합한 후 핵

심 인 어 을 추출한 분석방법을 참조한 것이다(황이규 외,2000;오진

․차정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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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호 코드 상 식 현 현확

10602592 4 2시간 글 　 링하다 　

10602592 20 　 마 지르다 　

10602592 10 착하다 　

10602592 2 해  직 참 다 　

10602592 5 　 착하다 　

10602592 3 것 무지 신기하다 　

10602592 7 난 무지 높다 　

10602592 8 한 　 지원되다 　

10602592 11 해  직 맨날 하다 　

33853365 23 해  직 　 처 다 　

33853365 21 체 절 쓰다 말다

33853365 6 문제 　 생기다 　

33853365 7 진행상황 　 리다 　

33853365 6 화가 너무 나다 　

33853365 1 테 　 최 다 　

33853365 9 제 리다 상황 다 　

33853365 18 것 정말 너무 후회되다 　

33853365 17 1등 　 체 다 　

6740220 5 해 매 　 저렴하다 　

6740220 4 한 비싸다 　

6740220 15 비 　 생각하다 하다

6740220 11 피 무게 　 적 하다 　

6740220 8 뉴저지 　 하다 　

6740220 27 직 　 조심하다 　

6740220 7 　 프다 　

6740220 3 생각 하다 　

6740220 2 해  매 역시 다 다

6740220 6 타거  　 포기하다 　

<표 2-1>구문분석 결과 시

다음 단계로 의미가 복되는 키워드는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텍

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용한 자연

어 상태의 텍스트가 의미 손실 없이 분석단 로 축약되는 것이 요하

다.본 연구에서는 구문분석 결과에서 동사의 표 들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 단어를 묶어나감으로써 요한 단어들이 키

워드에서 락되지 않도록 하 다. 컨 품목,사이즈,디자인 등이 다



-49-

양하다고 표 된 어 은 모두 ‘넓은선택의폭’이라는 키워드로 일원화하

고,직구가 핫하다,열풍이다,뜬다, 세다 등의 키워드는 ‘유행하다’로

일원화하 다.키워드들이 포 하는 단어의 범주에 한 이해를 돕기

해 구문분석 결과로부터 ‘해외직구싸다’라는 키워드가 포 하는 자연어의

범주를 <부록 2>에 제시하 다.

셋째,텍스트의 체 경향을 악하고 분석 상을 선정하기 해

형태소 의미단 키워드의 출 빈도를 계산하 다.이를 통해 10회

이상 출 한 85개의 의미단 키워드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본 연

구는 소비자의 근 반응과 회피 반응 간의 충돌과 갈등을 탐색하는 것

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 상 키워드를 각각 근-회피 분석틀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한 키워드에는 상에 한 인지 이

고 사실 인 반응과 그 결과로서의 감정 이고 평가 인 반응이 혼재되

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키워드를 층 으로 악하는 것이 요

구되었다.이에 85개 키워드를 근 반응x회피 반응, 상에 한 반응x

결과 반응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이를 해 소비자학 학원생 3인이

코딩에 참여하 다.코딩결과,연구자간 신뢰도는 88.4%로 양호한 수

으로 나타났다.불일치한 내용에 해서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원 합

의된 코딩결과를 확정함으로써 자료의 주 해석 오류를 이고자 하

다.

넷째,소비자 반응을 범주화하여 체 텍스트의 하 차원으로서의

소비자 가치를 도출하기 해 Ucinet6 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트 군

집 분석을 수행하 다(Borgatti,Everett,& Freeman,2002).군집추출

방법으로는 체 상을 독립 인 각각의 개별군집에서 시작하여 개체의

유사성(similarity)값을 이용하여 유사성이 높은 개체들을 묶어나가는

계층 군집 분석 방법(Johnson'sHierarchicalClustering)을 이용하

다.이 방식은 주어진 자료의 내부구조에 한 사 정보 없이 의미 있는

자료구조를 탐색 으로 찾아내는데 유용한 방식이다.군집 개수 결정이

쉽지 않고 찾아진 군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악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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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단 도 있으나 유사성(거리)만 정의되면 텍스트를 비롯한 모든 종

류의 자료에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Borgattietal.,2002).본 연

구는 거리측정 방식으로 한 군집의 개체와 다른 군집 개체들의 각 거리

평균을 계산하는 평균연결(WTD-averagedistancebetweenallpairs)

방식을 채택하 다.이는 군집에 포함된 모든 키워드들의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의 군집 수가 추출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Newman,2004).군집 분석 결과는 덴드로그램으로 제시하 다.

다섯째,소비자 반응에서 해외직 구매에 한 가치 충돌 구조를

악하기 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다.이 과정에서는 한국어

내용분석 로그램인 KrKwic4가 이용되었다(박한우․Leydesdorff,

2004).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이 복합 으로 나타나는 290개의 텍스트를

Krwords에 입력하여 키워드의 출 빈도를 산출한 후,이 상 40개

키워드를 네트워크 분석에 포함할 최종 키워드로 선정하 다.그리고

Krtitle 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된 키워드간의 한 내 동시출 빈도

를 산출하고 (단어)x(단어)공출 빈도행렬 매트릭스를 도출하 다.

키워드들이 동시에 출 하는 계를 기 으로 연결망을 구성하 기 때문

에 단어 사이의 방향성은 존재하지 않으며,단어 사이의 연결횟수는 단

어 간의 연결 강도를 보여 다.

여섯째,텍스트 마이닝의 마지막 단계로 네트워크 분석 소 트웨어인

Ucinet6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의 주요 지수를 산출하고 NetDraw2

를 이용하여 시각화하 다.본 연구는 의미단 키워드를 텍스트 네트워

크의 개별 인 노드(node)로 정의하며,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의 한 본

문 에서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의 노드가 동시에 출 하는 것을 노드

간 련성인 링크(link)로 정의한다.본 연구에서 구조화하는 네트워크는

290개 텍스트에서의 개별 인 근-회피 갈등이 겹쳐져서 축 된 모습

을 나타내며,이는 곧 한 개인이 아닌 집단 수 의 네트워크를 의미한

다고 하겠다.구체 인 네트워크 지수로는 네트워크 내에서 체 단어들

이 연결된 정도를 의미하는 도(density)와 Freeman(1979)의 심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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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정리와 측정 방법을 토 로 계량화한 지표인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 심성(betweencentrality)을 살펴보았다. 한 두 노

드 간 공출 빈도수에 의해 결정되는 연결강도(tiestrength)에 따라 네

트워크 링크의 두께를 시각화하 다.

일곱째,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토 로 가치 충돌로 인해 소비자가 경

험하는 내 갈등과 갈등에의 응방식,갈등의 결과 등을 맥락 으로 탐

색하기 해 정성분석을 수행하 다.이때 질 정보인 텍스트 속의 단

어나 문장의 함의를 악하고 분류하는 질 내용분석법의 지침을 따랐

다.먼 근-회피 반응이 복합 으로 나타나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

석에서 발견된 주요 가치 항목의 충돌이 나타나는 들을 추렸다.그리

고 자료를 반복 으로 읽은 후 개별 단어와 구를 코딩했다.다음으로 의

미 있는 묶음을 그룹화하고 정리했다(Hsieh& Shannon,2005).자료의

코딩은 근거이론(Corbin& Strauss,1990)의 3가지 분석방법 1단계인

개방코딩과 2단계인 축코딩을 참조하 다.이를 통해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 내 갈등 모형을 제안하고 갈등에의 응,갈등의 재 요

인과 결과를 심으로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 갈등의 심층 이해

를 시도하 다.

제 4 연구결과

1.텍스트 빈도분석 텍스트 분류

1)빈도분석 결과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 반응의 반 경향을 알아보기 해 텍

스트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먼 본 연구의 분석 상인 온라인 커뮤니

티 게시 수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6>과 같다.블랙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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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월별 게시 수 추이

데이 세일기간인 2013년 11월부터 이 증하 고,2014년에는 해외직

구에 한 언론 보도가 활발해지며 연 비교 고르게 많은 수의 들

이 게시되고 있었다.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체 텍스트를 명사,동사,형용사,부사,

수사,조사 등 각 품사별 형태소단 에 따라 분해하 으며,출 빈도 순

으로 상 50개의 명사 동사와 형용사를 빈도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형태소 빈도를 악하기 해

한 텍스트 안에서 여러 번 나타난 경우도 복으로 계산되었다.

상 빈도 명사들을 살펴보면 ‘해외’,‘직구’‘배송 행지’,‘세’,‘블랙

라이데이’,‘달러’등 해외직 구매 특유의 단어들과 ‘한국’,‘미국’,‘일

본’등 국가명의 출 빈도가 높다는 이 에 띈다. 한 ‘아마존’,‘이베

이’,‘몰테일’등의 업체명과 ‘처음’,‘오늘’,‘요즘’등의 시 을 나타내는

단어의 빈도도 상 에 치하 다.온라인 쇼핑에 한 소비자 반응을

분석한 이동일․이혜 (2012)의 연구에서 ‘제품’,‘가격’,‘쇼핑’,‘구입’등

의 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을 고려해보면 일반 인 온라인 쇼핑

과 해외직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사와 형용사를 빈도분석한 결과,‘사다’,‘지르다’,‘해보다’등 구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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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동사/형용사

키워드 N 키워드 N 키워드 N 키워드 N

해외 1038 업체 54 하다 970 다르다 35

구매 799 메일 53 같다 330 늦다 35

직구 479 몰테일 52 있다 328 찾다 32

배송 277 택배 51 없다 311 들어오다 28

국내 255 옷 50 사다 241 알아보다 27

가격 241 TV 50 오다 222 입다 27

한국 216 소비자 49 받다 161 쉽다 25

결제 185 이베이 49 싸다 155 편하다 23

주문 166 일본 49 알다 148 귀찮다 21

아마존 164 요즘 48 좋다 123 빠지다 19

미국 149 사이즈 47 지르다 118 무섭다 18

카드 148 수입 47 모르다 96 같다 17

배송 행지 129 시작 47 비싸다 95 괜찮다 16

처음 93 시장 47 기다리다 85 넘어가다 16

구입 91 신발 47 팔다 75 느끼다 16

세 89 고민 45 걸리다 69 빠르다 16

배송비 87 문제 45 해보다 65 나쁘다 15

오늘 83 가능 43 만들다 55 잊다 15

사이트 80 차이 43 늘다 48 풀리다 15

도착 76 삼성 42 생기다 47 가지다 14

달러 70 쇼핑몰 42 맞다 43 잡다 14

취소 69 시간 42 넘다 39 놓다 13

블랙 라이데이 67 아이 42 어렵다 37 배우다 13

돈 66 화 42 힘들다 37 낫다 12

필요 63 호구 42 막다 35 믿다 12

<표 2-2>형태소단 키워드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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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단어와 ‘오다’,‘받다’,‘기다리다’,‘늦다’,‘빠르다’등 배송과 련

된 단어,‘알다’,‘모르다’,‘어렵다’,‘힘들다’,‘쉽다’,‘편하다’등 구매과정

의 난이도와 편의성에 련된 단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 품사별 형태소단 의 빈도분석을 통해 해외직 구매와 련하여

사용되는 단어의 경향을 악할 수는 있으나 각 단어들을 통해 무엇을

달하려고 하는지,즉 상과 그에 한 반응을 연결하여 명확하게

악하기는 어려웠다.이에 다음 단계로 구문분석을 통해 추출된 결합된

형태소들과 독립 으로 의미를 갖는 동사 형용사를 통합하여 의미단

키워드를 선정하 다.

<표 2-3>은 10회 이상 출 한 총 85개의 의미단 키워드의 빈도분

석 결과이다. 체 키워드는 일차 으로 근-회피 분석틀에 따라 해외

직 구매에 정 인 ‘근 반응’과 부정 인 ‘회피 반응’으로 구분하 으

며,이차 으로 객 이고 인지 인 성질의 ‘상에 한 반응’과 주

이고 감정 인 성질의 ‘결과 반응’으로 구분하 다.이는 키워드를

특성과 층 에 따라 분류하여 코딩한 것으로 소비자학 학원생 3인의

코딩 결과를 비교하여 신뢰도를 검하고 확정한 결과이다. 한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의 키워드들을 빈도수에 따라 크기를 조정하여 단어구

름으로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2-7>과 같다.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해외직 구매에 하여 어떠한

정 ,부정 반응을 보이는지 악할 수 있는데 상에 한 근 반응

에서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해외상품싸다’,‘국내상품비싸다’,‘핫딜 로

모션’,‘상품이국내에없다’순이었고,이에 한 결과로 ‘설 다’,‘좋다’,‘국

내시장환경비 ’,‘재미있다’순의 반응이 나타났다.반면 상에 한 회

피 반응에서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해외배송느리다’,‘어렵다’,‘사후서비

스문제’,‘과소비하다’순이었고,이에 하여 소비자는 ‘걱정되다’,‘직구할

지고민하다’,‘후회하다’,‘불안하다’순의 결과 반응을 보 다.이를 통

해 소비자들이 해외직 구매에 근하려는 동기는 경제성과 다양성,그

리고 오락 인 측면이 강한 반면 해외직 구매를 회피하려는 동기는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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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반응 회피 반응

상에 한 반응 결과 반응 상에 한 반응 결과 반응

키워드 N 키워드 N 키워드 N 키워드 N

해외상품싸다 185설 다 45해외배송느리다 91걱정되다 50

국내상품비싸다 58좋다 40어렵다 44직구할지고민하다 42

핫딜 로모션 41국내시장환경비 29사후서비스문제 40후회하다 41

상품이국내에없다 35재미있다 28과소비하다 38불안하다 38

편하다 33더많이할것이다 26총비용은싸지않다 38지치다 34

도 하다 31직구니까감수하다 26 세부가세문제 37짜증나다 32

유행하다 30직구할수밖에없다 24충동구매하다 33슬 다 27

간단한결제 27자신감을얻다 23배송비문제 31화나다 26

넓은선택의폭 27맛들이다 22국내경제악 향 30 독우려 24

로벌소비시 24국내물가인하기 17번거롭다 30골치아 다 23

해외배송빠르다 23기쁘다 17불량 손문제 30아쉽다 22

동참하다 20신기하다 17언어문제 24손해보다 20

쉽다 18직구족부럽다 17직구할 모르다 19실수하다 20

국내유통폭리 17소비자를호구로보다 16상태추 불가 18실망하다 18

메리트있다 15기 되다 15카드보안문제 17황당하다 17

가격차이가크다 14직구가답이다 14반품환불문제 16안타깝다 15

성공하다 14다행스럽다 13품질사이즈문제 16조심하다 15

사후서비스가능 12거래국가확장 12취소 련문제 15답답하다 14

신나다 12실패하다 14긴장되다 13

국내시장에 항 10결제문제 13당황하다 12

세계여행 10배송 행업체문제 12참다 11

통 문제 11포기하다 11

환율문제 11

오배송문제 10

<표 2-3>의미단 키워드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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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배송과 구매과정의 어려움,사후서비스에 한 우려가 표 임을 알

수 있다.

이 듯 기술 분석만으로도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주요 반

응들을 악할 수 있지만 단순히 출 빈도수만으로 체 텍스트에서의

요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김용학,2011). 한 빈도분석으로는

상에 한 상이한 반응들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 계와

의미의 순환 구조를 악하기가 불가능하다.특히 본 연구에서 목 으로

하는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의 연결 구조를 악하기 해서는 키워드의

‘속성’보다는 키워드 간의 ‘계’에 주목하는 것이 요구된다.따라서 텍스

트 마이닝을 통한 텍스트의 계량 범주화와 네트워크 분석이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합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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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출 빈도에 따른 근-회피 반응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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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 텍스트의 구조 개 텍스트 분류

앞서 도출한 85개 키워드를 심으로 체 텍스트의 구조를 개 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2-8>과 같다.이는 근 반응과 회피 반응 코딩값에

따라 네트워크의 이아웃을 설정한 것이다.<그림 2-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 텍스트는 크게 근 반응들의 응집,회피 반응들의 응집,그리

고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이 촘촘하게 연결된 구조를 보인다.본 연구는

응집된 근 반응들과 회피 반응들을 각각 범주화하여 상 차원의 가치

를 도출함으로써 연구문제 1을 해결하고,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이 공존

하는 텍스트의 네트워크를 구조화하여 연구문제 2를 해결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체 734개 텍스트를 3개 집단으로 분류하 다.첫 번째는 85

개의 의미단 키워드 근 반응 키워드만 출 한 ‘근 반응 집단’으

로 총 214개의 텍스트가 해당하 다.두 번째는 회피 반응 키워드만 출

한 ‘회피 반응 집단’으로 총 230개의 텍스트가 해당하 다.세 번째는

근 반응 키워드와 회피 반응 키워드가 모두 출 한 ‘근-회피 반응

집단’,즉 충돌이 발생하는 집단으로 총 290개의 텍스트가 해당하 다.

이 게 분류된 텍스트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근 반응 집단’과 ‘회피 반응 집단’을 상으로는 텍스트 군집 분석이,‘

근-회피 반응 집단’을 상으로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 용되었는데

이처럼 텍스트 그룹을 나 어 분석한 이유는 연구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해서이다. 체 734개 텍스트를 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시행할 경우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가치 항목들을 근과 회피의

틀에 따라 범주화하는 것도, 근과 회피 반응의 연결 구조를 악하는

것도 모호해진다.연구목 에 따라 특정 속성의 텍스트를 추출하여 그에

합한 분석 기법을 용하는 것은 텍스트 마이닝에서 매우 요한 요소

이다(Feldman& Sanger,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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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체 텍스트의 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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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텍스트 군집 분석 결과

1) 근 반응 텍스트 범주화와 가치 도출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근 반응을 범주화하기 해 계층

군집 분석 방법을 이용하 다.군집방식은 평균결합법을 채택하여 키워

드 간 거리를 기 으로 유사한 상을 계층 으로 군집화하 다.이는

함께 출 하는 단어들이 긴 하게 연결되며,유사단어의 응집구조를 통

해 체 텍스트의 의미를 범주화할 수 있다는 텍스트 마이닝의 제에

근거한다(Fanetal.,2006).

근 반응 텍스트를 군집 분석한 결과 새로움,참여,다양성,유희성,

경제성,편의성,성취의 7가지 가치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그림 2-9>의

덴드로그램으로 제시하 다.

해외직 구매에 한 근 반응에서 도출된 가장 핵심 인 가치는

‘경제성’(39.0%)으로 나타났다.이는 새로운 유통채 을 선택하는데 있어

서 가장 큰 변화의 동인이 렴한 가격이라는 을 보여 다.특히 가장

먼 결합되어 응집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키워드가 ‘해외상품싸다’와

‘국내상품비싸다’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이는 해외쇼핑몰의 가격이

렴하다는 정 인 평가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국내유통업체의 가격이

상 으로 비싼 것에 한 부정 반응으로 강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보

여 다.소비자는 국내유통업체가 ‘폭리’를 취하며,소비자를 ‘호구’로 본

다는 을 비 하고 있었고 이러한 가격 차이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

을 보 다. 한 해외직 구매를 통해 국내 시장에 ‘항’하고자 하며,국

내 시장의 ‘물가 인하’를 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과 인 한 가치로 ‘유희성’(9.8%)이 도출되었다.소비자들은 해

외직 구매를 좋아하고 이에 기뻐하는 반응을 보 는데,특히 블랙 라

이데이 세일이나 아마존의 핫딜과 같은 격 인 로모션을 경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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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근 반응 군집 분석 결과와 가치 도출



-62-

쇼핑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합된 것은 ‘편의성’(14.5%)과 ‘성취’(8.0%)이다.소비자는

해외직 구매 시 결제가 간단하고 편해서 쉽다고 느끼며,해외배송이 빠

르다는 을 신기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외직 구매에 도

해서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차 거래국가를 확 해나

가는 모습을 보 다.

키워드 간 거리로 볼 때 새로움(9.5%)과 참여(9.5%)의 가치는 앞의

가치들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들은 해외직 구매를 하며

설 고 신나고 기 된다는 감정을 표 했는데 이는 해외직 구매가 구체

인 맥락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소비자에게 새로움의 가

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다.해외배송 기간이 국내배송에 비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을 ‘미학’이며 ‘즐겁다’고 표 하며 상품이

재 있는 치 는 배송 인 상태를 ‘비행기를 탔다’,‘태평양 건 다’,

‘세계여행 이다’등으로 표 하기도 했다.

한 소비자들은 해외직 구매가 ‘세’로 증하며 소비트 드를 형

성하고 있다는 을 인식하고,이에 동참하고 서로 정보를 나 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특히 블랙 라이데이는 많은 텍스트에서 ‘참여’,

‘참가’로 표 되었다.소비자들은 직구하는 사람이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

기도 하고 직구에 참여함으로써 재미와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회피 반응 텍스트 범주화와 가치 도출

근 반응을 범주화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층 군집 분석을 통

해 회피 반응을 범주화하 다.분석결과 비합리성,불안 성,불편성,기

능 불확실성,경제 불확실성,어려움의 6가지 역방향 가치가 도출되

었고,이를 <그림 2-10>의 덴드로그램으로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는

가치를 바람직한 이상향이 아닌 소비자가 추구하는 행 패턴 는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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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물로 보기 때문에 특정의 것을 회피하려는 성향으로서의 역방향의 가

치도 큰 틀에서 가치의 차원에 포함하 다.이는 최아 (2014)의 연구에

서 정방향의 가치를 효용으로,역방향의 가치를 비용 는 비효용으로

논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해외직 구매에 한 회피 반응은 가치 항목들이 하나씩 계층 으로

묶여서 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가장 먼 묶인 것은 ‘경제

불확실성’(18.3%)과 ‘어려움’(14.0%)이다.경제 불확실성은 배송비나

세,부가세가 상보다 높게 부과되어 총 구매비용이 기 보다 싸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지각되었다.소비자들은 사 에

측하기 어려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와 인 한 가치인 어려움은 해외직 구매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

기 때문에 걱정하고 실수하게 되는 상황에서 지각되었다.

다음으로 인 한 가치는 ‘기능 불확실성’(20.9%)이다.많은 소비자들

이 오배송문제,반품환불문제,언어문제,사후서비스문제,불량 손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소비자들은 상품이 불량일수도,환불이 안 될 수도,환

불을 하려면 배송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주문 후에 취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에 항의하며 골치 아 고 슬 다는 반응을 보 는데 이는 소비

자들이 해외직 구매를 회피하게 되는 주요 역방향의 가치로 작용했다.

다음은 단순 빈도로만 봤을 때 가장 많이 언 되었던 ‘불편성’(34.7%)

이다.불편성은 해외배송이 느려서 지칠 때,상태추 이 안돼서 답답할

때,배송 행업체 문제로 인해 화가 나거나 취소가 안돼서 짜증이 날 때

등이 폭넓게 포함되었다. 반 으로 국내 쇼핑몰에 비해서 배송 서

비스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이 역방향 가치로 지각되었다.

다음의 ‘불안 성’(8.1%)은 카드보안과 결제문제로 인해 당황하고 불

안해하는 상황에서 지각되었고,마지막인 ‘비합리성’(4.0%)은 충동구매와

과소비의 상황에서 나타났다.소비자들은 해외직 구매를 하며 자기 자

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비합리 으로 독구매를 하게 된다는 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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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회피 반응 군집 분석 결과와 가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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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으며,이를 다른 가치 항목들과 독립되게 지각하고

있었다.

3.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다음으로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 반응의 충돌 구조를 악하기

해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이 모두 출 한 텍스트를 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네트워크 분석에 포함한 키워드는 총 290개의 근-

회피 반응 텍스트에서 10회 이상 출 한 상 40개 키워드로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그 이상의 노드가 연결되면 시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박

한우․이연옥(2009)의 연구를 참조하여 결정하 다.본 연구는 립된

성질의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이 복합 으로 나타날 때 내 인 긴장과

가치 충돌이 발생한다고 보았다.이에 근-회피 반응의 네트워크 분석

을 시행한 후,각 노드들을 텍스트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치 항목

들로 치환하여 어떠한 가치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소비자 반응의 네트워크를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2-11>과 같다.그

래 이아웃은 SpringEmbedding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노드 간 거리

(distance)와 노드 사이의 항값(repulsion)을 기 으로 하 다.즉,다른

노드들과 가장 많이 연결된 노드가 네트워크의 심에 오고,인 할수록

거리가 가까우며,서로 연결되지 않는 노드들은 반 방향에 치한다.

근 반응의 노드는 란색 계열로,회피 반응의 노드는 붉은색 계열로

표시하 고, 상에 한 반응의 노드는 원형으로,결과 반응의 노드는

사각형으로 표시하 다.노드의 크기는 출 빈도에,연결강도는 링크의

굵기에 비례하며 동시출 빈도가 높은 노드 사이는 상 으로 가까운

거리에 치한다.네트워크 도는 0.506으로 나타나 단어들 간의 연결이

상당 수 활성화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평균 링크수는 19.750,각 노드

들의 평균 도달거리는 1.4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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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근-회피 반응 텍스트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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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드들의 연결 심성과 매개 심성은 <표 2-4>와 같다.연결 심

성은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가지는 직 인 연결 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결 심성이 높은 노드는 이를 심으로 하는 하 노

드들 사이에서 허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한편 연결된 정도가

작다 하더라도 특정 노드를 통하지 않으면 이와 연결된 노드들이 단 되

어 의미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매개 심성은 네트워크에서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치를 측정한 것으로 매개

심성이 높은 노드는 노드들 사이에서 개자 역할을 하며 체 네트워크

를 제어할 힘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Freeman,1979;최윤정․권상희,

2014재인용).

네트워크 구조와 주요 지수들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회피 반응의 네트워크 구조는 ‘해외상품싸다’가 네트워크

의 앙에 치하며,이를 기타 반응들이 층층이 둘러싸는 형태를 보

다.‘해외상품싸다’는 ‘핫딜 로모션’,‘넓은선택의폭’등과 가깝게 연결되

었고 다음으로는 상에 한 다양한 회피 반응들이 연결되었다.이를

통해 해외직 구매에 있어서 가격이 가장 요한 근 요인이며,소비자

는 렴한 가격을 해 느린 배송,사후서비스 문제, 세부가세 문제,

언어문제,불량 손 문제 등 다양한 험을 감수해야 하는 딜 마를 겪

는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의 충돌로 인해 가장

직 으로 나타나는 결과 반응은 ‘직구할지고민하다’와 ‘걱정되다’,‘아

쉽다’다.다음으로 근과 회피 속성의 결과 반응들이 연결되었는데

특히 ‘자신감을얻다’,‘맛들이다’,‘국내시장환경비 ’,‘직구니까감수하다’,

‘다행스럽다’등 상에 한 정 인 근 반응이 상 으로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네트워크의 핵심에 있는 주요 노드로부터 여러 단

계를 거쳐 간 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이러한 반응들이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최종 반응일 수 있음을 보여 다.

둘째, 근-회피 반응 간 충돌은 다양한 결과로 나타났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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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빈도
연결

심성

매개

심성
노드 빈도

연결

심성

매개

심성

해외상품싸다 104 94.872 6.117 총비용은싸지않다 22 51.282 0.667

직구할지고민하다 42 82.051 4.071 배송비문제 15 51.282 1.26

해외배송느리다 43 74.359 3.205 언어문제 13 51.282 1.129

걱정되다 35 74.359 3.207 넓은선택의폭 12 51.282 1.032

핫딜 로모션 23 69.231 1.892 아쉽다 22 48.718 0.99

직구니까감수하다 21 61.538 2.019 불량 손문제 13 43.59 0.741

상품이국내에없다 19 61.538 1.654 맛들이다 10 43.59 0.552

충동구매하다 26 58.974 1.405 국내상품비싸다 18 41.026 0.578

사후서비스문제 24 58.974 2.046 좋다 14 41.026 0.477

설 다 24 58.974 1.864 번거롭다 13 41.026 0.693

어렵다 22 58.974 1.47 동참하다 11 38.462 0.537

도 하다 18 58.974 2.045 자신감을얻다 11 38.462 0.486

재미있다 16 58.974 1.329 포기하다 11 38.462 0.502

세부가세문제 19 56.41 1.141 안타깝다 14 33.333 0.384

과소비하다 28 53.846 1.3 품질사이즈문제 13 30.769 0.393

국내경제악 향 28 53.846 1.253 국내시장환경비 15 28.205 0.147

독우려 18 53.846 1.244 간단한결제 14 28.205 0.207

유행하다 16 53.846 1.131 로벌소비시 10 28.205 0.089

불안하다 25 51.282 1.217 짜증나다 11 25.641 0.126

후회하다 23 51.282 1.141 다행스럽다 10 25.641 0.214

<표 2-4> 근-회피 반응 네트워크의 심성 값 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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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치한 결과 반응들을 심으로 살펴보면 ‘해외상품싸다’는 ‘해

외배송느리다’(18=연결강도),‘사후서비스문제’(11)와 강하게 연결되어 ‘직

구니까감수하다’(7)로 이어졌다.이는 경제 가치에 높은 가 치를 두는

소비자는 해외직 구매에 있어서 다양한 불확실성의 험을 감수한다는

을 보여 다. 한 ‘해외상품싸다’는 ‘핫딜 로모션’(7)을 거쳐 ‘충동구

매하다’(12)로 연결되며 이는 ‘후회하다’(10)로 이어졌다. 렴한 가격과

로모션의 재미는 소비자에게 큰 혜택이지만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해

함으로써 충동구매,과소비 등을 야기하고 결국 부정 인 후회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간단한결제’는 ‘불안하다’(7)와 연결되는데

이는 결제를 해 각종 보안 로그램과 액티 엑스를 설치해야 하는 국

내 환경과 달리 간편결제가 가능한 해외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그

리고 ‘동참하다’는 ‘어렵다’(5),‘아쉽다’(4)로 연결되었는데 해외직 구매

가 유행함에 따라 이에 참여하고 싶으나 구매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소비자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한편,‘국내상품

비싸다’는 ‘국내경제악 향’(10)과 연결되었고,이는 ‘안타깝다’(11)와 ‘국

내시장환경비 ’(8)으로 이어졌다.즉,국내와 해외쇼핑몰 간 가격차이가

크다는 소비자의 인식은 국내시장에 한 비 과 항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해외직 구매로 인해 내수가 침체되거나 일자리가 어드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악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이러한 상황을 안타

깝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키워드의 연결 구조를 통해

상에 한 근과 회피 반응의 충돌이 어떠한 결과 반응으로 이어지

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심성 값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는

노드들을 확인하 다.<표 2-4>는 노드들을 연결 심성에 따라 내림차

순으로 정렬한 결과이다.출 빈도와 비교해볼 때 ‘핫딜 로모션’,‘직구

니까감수하다’,‘상품이국내에없다’,‘재미있다’등은 상 으로 연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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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러한 노드들에 다른 노드들이 첩되어

나타남을 의미한다. 근-회피 반응이 모두 출 하는 텍스트에 있어서

격 인 로모션이나 국내에서 하기 힘든 희소 상품에 한 반응,

한 해외직 구매를 해 손해나 험을 감수한다는 반응이 다른 노드

들과 많이 연결되어 구조 으로 요한 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후서비스문제’와 ‘도 하다’는 매개 심성이 출 빈도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나,몇몇 반응들은 이 노드를 거쳐서 진술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회피 반응의 구조를 가치 충돌 에서 악하기

해 각 노드를 앞서 텍스트 범주화를 통해 도출한 가치 항목으로 치환하

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이때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이 모두 출

하는 ‘근-회피 반응 집단’텍스트에만 존재해서 앞의 군집 분석에서

락되었던 ‘국내경제악 향’키워드의 처리가 필요했다.‘국내경제악

향’은 해외직 구매가 확 되는 것이 내수시장의 침체,고용 불안,다국

기업의 시장 장악 등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해 우려하는

반응으로 곧 외집단을 경계하고 내집단을 호의 으로 인식하는 자민족주

의가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는 해외직 구매에 해 유보 인

태도를 보이는 근-회피 그룹에서만 상당히 높은 빈도(28)로 나타났기

때문에 소비자 갈등에 있어 유의하게 해석될 것으로 단하 다.이에

‘자민족주의’의 역방향 가치 항목으로 표 하고 네트워크 분석에 포함하

기로 하 다.

7개의 정방향 가치와 7개의 역방향 가치,총 14개 노드의 네트워크

구조가 분석되었고 그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12>와 같다.노드 간

연결 상태를 쉽게 악하기 해 연결강도가 5미만인 링크들은 삭제하

다. 부분의 노드들이 가치 항목으로 치환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도는 0.956로 매우 조 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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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 가치 네트워크

도식화된 가치구조를 보면 경제성을 가운데에 두고 이를 역방향의 가

치들이 일차 으로 둘러싸고,경제성을 제외한 기타 정방향의 가치들이

이차 으로 둘러싼 형태 다.소비자들은 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

할 수 있는 자기증진 속성의 경제성 때문에 해외직 구매에 강하게 끌

리나,구매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 그리고 자민족에 한 우려가

보수 가치와 자기 월 가치의 손실을 야기함으로써 해외직 구매를 회

피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 자기증진 가치와 보수 가치 사

이의 긴장은 새로운 구매방식에 도 하고,유희 이며, 세에 참여하고,

다양한 상품을 하는 등의 개방 가치로 연결되면서 완화될 개연성이

있었다.

구체 으로 근과 회피 속성의 가치 간 연결된 횟수를 살펴보면 ‘경

제성’과 ‘불편성’(38=연결강도),‘경제성’과 ‘어려움’(38)이 가장 강하게 연

결되었다.다음으로는 ‘경제성’과 ‘기능 불확실성’(37),‘경제성’과 ‘비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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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31),‘경제성’과 ‘경제 불확실성’(28)순으로 연결되었다.그밖에 ‘참

여’와 ‘어려움’(25),‘편의성’과 ‘비합리성’(19),‘성취’와 ‘비합리성’(17),‘새

로움’과 ‘불편성’(14)도 비교 강한 연결을 보 다.이러한 가치 항목들

은 소비자의 내 체계에서 반 되는 근 방향과 회피 방향의 유인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갈등을 겪을 수 있음을 측해볼 수 있다.

4.내 갈등 과정에 한 정성분석 모형 도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자료의 범주와 구조에 한 반 양상을 확

인한 후,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 내 갈등의 맥락 인 양상을 심층

으로 악하고자 정성분석을 수행하 다.근거 이론을 토 로 가치 충

돌을 인과 조건으로,내 갈등을 심 상으로 설정하고 소비자의 갈

등 응방식과 갈등의 결과 그리고 갈등을 재하는 요인에 을 두고

자료를 분석하 다.개방코딩을 통해 공통 인 요소를 추출한 후 이를

축코딩을 통해 구조화하여 <그림 2-13>의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

내 갈등 모형을 제안하 다.이하에서는 모형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설

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주요 소비자 반응을 제시하기로 한다.앞의 텍스

트 마이닝에서는 분석을 해 문법 오류를 교정했지만 정성분석에서는

텍스트의 의미와 맥락을 보다 잘 악하기 해 원문 상태의 텍스트를

분석하 고 문법 인 오류도 교정하지 않고 제시하 다.

1)가치 충돌과 내 갈등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서 도출한 주요 가치 충돌 유형별로 갈등이 발

생하는 맥락을 탐색하 다.

첫째는 경제성과 불편성의 충돌이다.소비자들은 렴한 가격으로 상

품을 구입하는 경제성과 시간이나 노력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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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 내 갈등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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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가장 크게 갈등하고 있었다.이때 소비자들은 직 으로 악

하기 어려운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산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특히 배송상태가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 다.

“해 매알고 고민만 더 생기네 . 몇천  아니 만 안팎이면 송도 낙 

래걸리고 찮고하니 내사이트에서 사 고 햇더니만 가격차이가 3만 이 

넘네 ㅋㅋ 3만 어치 기다리는게 나을까 ? 누가 답좀 ㅜㅜ”

“아놔 ㅜㅜ 이 이 홍콩셀러에게서 낙 길  하나 샀는데 트래킹넘 없고 

shipping상태여서 아 게(게 판)에 문 는데 11일 는 늘에야 

shipped 다고 메일 네 . 망할...ㅜㅜ 아무튼 해 매는 싼맛에 사고 

경을 안쓰는게 답인데 경을 안쓸 ~~~가 없네  ㅜㅜ.” 

“첫 해 매를 패기있게 했 니다. 아  대 에 있다는건 함은정... 글

글 래도걸리네  ㅠㅠㅠㅠㅠㅠ 이 정도  기다리는게 힘  몰랐 니당. 

알 사리나 것같아 !!!”

둘째는 경제성과 불확실성의 충돌이다.‘사후서비스문제’,‘품질사이즈

문제’,‘상품불량문제’등 각종 문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소비자가 해

외직 구매 결정을 주 하게 만드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 구매 유통경로가 복잡하다는 을 불안하게 여기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자,해외쇼핑몰,배송 행업체,통 ,국내택배

구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해 혼란스러워했다. 한

해외직 구매는 구매 시 에 제시된 상품 가격과,배송비나 세 이 추가

되어 총 소요되는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경제 인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가 제품

이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의 해외직 구매 시에는 환율, 세부가세,

무게와 부피,포장상태,통 시 등등 소비자들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폭 증가하기 때문에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측된다.

“폴 에서 폭풍 세일해서 냅다 는데  다른 사람  후기를 니 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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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도 엄청 클거같은 염 가 네 ... 한  사람 은 덩치 좀 있는 사람 도 

M이면 충 하다고 아아아아.. 누님이 나가면서 쐐기를 네 . 유니클  

자켓 XL입는 놈이 덴님&서플라이 XL가 말이 냐? ㅜㅜ"

“해 매하 는  AS는 어찌하 나  ㄷㄷㄷ 행 입이나 해 가 훨씬 

더 긴 한데 AS가 겁나서 내정품 매하 고 하네 . 런데 가격이 

리나라 고 최저가  해  새제품이 같아 . ㄷㄷㄷ 휴~~~ 며칠더 고민

해 야겠어 .” 

“블프때 독일에서 송 는 사이트 통해서 빔프 젝터를 하나 샀 니다. 

내 가격은 140~190 정도에 라  있었고, 리돈 환산해서 송비 포함 90

만  좀 안 게 네 . 저 하죠? … AS에 대한 어  + 송기간 + 통

절차에서의 트 를 생각하니 게 싼 것 같 는 않네 . 해  애

 도 사고, 가 도 산다는 이 꽤 있던데 . 처음에는 럽다 나도 해

야  었 만, 금은 공 할게 꽤 많다 어  ㅜㅜ”

“해 매 아주 장이 쫄깃쫄깃합니다잉ㅋㅋ 전자담  세트에 137,122  결

제했는데 아 15만 이상이라고 세 40%! 추가 8만  나갑니다. ㅜㅜ 2차

송비 결제라는게 따  있던데 포장을 어찌했을 ... 무게 3파  가면 100% 

15만  넘어가고 저 정말 기절할 것 같아  ~_~ 게 사면 뭐하나 . 이럴 

 알았어  ㄷㄷㄷ”

“ 송비는뭐 이해해 . 런데 세는 억 하네 . 세 가세만 안내면 확

히 게 살 있는데 잘못 걸리면 히  비 니... 이건 이니까 좀 

겁나네 .” 

셋째는 참여와 어려움,경제성과 어려움의 충돌이다.소비자들은 가격

이 렴한 것뿐만 아니라 해외직 구매 자체가 ‘핫’한 트 드라고 여기고

이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만 해외직 구매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갈등하

고 있었다.해외직 구매를 잘하는 것이 하나의 소비 기술,노하우로 여

겨지며 경험이 많은 ‘능력자’에게 리 구매를 부탁하고 일정 액의 수

수료를 지 하기도 하 다.이때 언어는 가장 큰 장벽이 되었고 해외직

구매를 하기 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반응도 다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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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  를 해 다 니 역 나 행착 가 있었 니다. 전파인 은 생

각도 못한거죠. 택 회사에서 전파인 해도 맘상해하  말라고 전화 는데 

좋게 통과 니다. 이러면서 노하  하나더 는 것 같네 . ^^”

“다  블랙프라이데이 비하고계 가 ? 전 할 몰라서 공 해야하나 고민

이  ㅎㅎ 해 결제카 는 비 고 이제 송대행 랑 핑만 면 

겠 . 휴휴.. 블랙프라이데이때 꼭 사야한다! 뭐 이런 아이템 있으면 공

유좀해주세 ~”

“남 은   해 매를 한다던데 전 여태껏 한 도 안해 네 . … 가입해

서 송비, 세금, 송대행   어 . 다른 은 걱정 없으 겠죠? 

학 다닐때 어공 좀 해 걸 어가 이럴때 필 할 이야 ㅜㅇㅜ”

“  최고 러  사람이 해 하는 이 . 어디서 터 공 해야할

 도무  감이 안잡힙니다 @@ 혼자 못하니까 맨날 고사이트나 공  뜨

는거 없나 찾아 네 . 무 ...ㅜㅜ”

넷째는 경제성과 비합리성의 충돌이다.소비자들은 해외직 구매에

있어서 충동구매와 과소비,나아가 독구매를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고민 이상으로 소비자를 갈등하게 하고 감정 으로도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이는 경제 가치가 항상 소비자의 만족을 이끄

는 것은 아니며,소비자가 주체 으로 자신의 본래 인 소비 욕구를 달

성할 때 소비 가치를 극 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 해

외쇼핑몰을 통해 가격이 렴하고 매력 인 상품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소비욕구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기회비용으로 인한 갈등도 겪고 있었다.

“결  계산해 면 해  아낀돈 다 안사도  것에 쓴돈이 훨씬 크네

.  자꾸 르게 는 건 ... 제 에게 화가 납니다. 손가락을 못 자

르니 카 라도 잘라 야겠죠. -_-;;”

“  늘 정 나간  크게 한건 했네 . 게 판에뜬 LG 55인치 LED TV가 

549$에 떠서 니다. 덤으  사 도 49$에 네 . 난달에 산 

TV가 어제 도착한건 함정.. ㅜㅜ 이거 사   없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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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FireWire800, USB3.0 하는 2.5인치 장하  케이  주문

했네 .  안 사 고 했는데 갑자기 핫딜에 10  할인 어가서 넘어

가 어  ㅠㅠ 통장아 많이아프 ? 미안.. 비라도 일께 ㅜㅜ.”

“해 쇼핑모르면 모르는채  잘 살았을꺼 . 런데 알아 으니 모랄까 

채  않는 갈 을 느끼네  ㅜㅜ 물안 개 리가 세상을  느낌... 이 

늪에서  어나고 어 ~~~ ㅠㅠㅠㅠ”

다섯째는 경제성 혹은 세계주의와 자민족주의의 갈등이다.해외직

구매에 한 국외연구에서 심 으로 다루어지는 자민족주의와 세계주

의의 립은 본 연구에서도 발견되기는 했지만 출 빈도가 높지는 않았

다.해외직 구매가 도입기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미칠 향을 우려하

는 소비자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해외직 구매가 확

될수록 거시 패러다임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

다.이에 소비자의 갈등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  저는 이 화가 좋은건  잘 모르겠 니다. 과한 이익은 좀 제한 어야

한다고해도 아무래도 유통이 단 화 어갈  만큼 많은 업체가 간에서 

사라 면서 내 경제에는 좋  않은 향이 가  않을까 걱정이네 . 통합과 

대형화는  과정에서 항상 일자리를 여간다고 생각 거 .” 

“아이허브 이 할 때 터 가 속 한가 데 죄책감, 찜찜함. 나처럼 다 해 에

서 매를 하면 내 내 는 누가 살리 ? 늘 런 미안함같은게 있었 니다. 

하 만 일  기업  하는걸 면 런 마음이  사라 니다. … 속상하네 . 

 한 제품을 에서사야만 하는건 . 언제까  게 산다고 기뻐해야 하

는건 ... 언제쯤 한 에서 해 를 안해도 는 날이 까 .”  

2)갈등에의 응

소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에 응에 응하고 있었다.이는

크게 근 방향으로의 응과 회피 방향으로의 응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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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갈등 응 략은 타 과 충이었다.

소비자들은 충돌하는 가치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손

실은 감수하는 모습을 보 다.그런데 해외직 구매에 도 하는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상품과 서비스 품질에 해서 다소 과한 충도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상황과 해외 쇼핑

몰에서 구매하는 상황에 해 소비자의 기 치가 다를 수 있다는 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Dell venue 8 pro 매  매 적인데 아  내 AS가 전혀안 는 치명적인 약

점 때문에 아 만 포기해야  것 같 니다. 르고 은 마음은 뚝같 만 

AS 을 일이 생길  있으니 걍 맘편하게 내에서 사야겠어 .”

“첫 해 한 제품이 대한통  사업소에 정체 어 있네 . 대한통  미 할

껍니다;;; 이 믈 믈 라 만 아무튼 내 정 단 게 샀으니까 

걸  위안 삼아야겠어 . 얼른 만져라도 으면~~”

“아아... 생산과정에서의 량은 사  어쩔 없는 거겠죠 ㅜㅜ 일일이 판매자

가 체크하기도 힘 테니... 니까 감 해야져머. 디 양품이 기만을 

라는 에는 ㅎㅎ;;”

한 소비자들은 갈등으로 인한 심리 불편을 해소하기 해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거나 자신이 포기한 가치를 선택 으로 무시하는 등의

인지부조화 반응을 보 다.

“ 난달 입한 소니라이브  디어 출 합니다~^^ 정말 래도 걸리네 .

ㅜㅜ 이것은 마치 미래의 나에게 휴가맞이 선물을주는 느낌이랄까 ? ㅎㅎ”

“첫 한 이 니다~ 내 100사이  입어서 L 켰는데 앞이 펄럭펄

럭거립니다 ㅋㅋㅋㅋ 이 여유있고 람이 잘통해서 여름 하게 낼 

 있겠어 . ㅎㅎㅎㅎ;;;;”

“해 가 뭐 특 한가 ? 가격차이 나 자 거기서거기고 만한 물건은 

리나라에서도 다 살 있잖아 . 러고 면 제가  나라를 사랑하는 

정한 애 자입니다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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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갈등에 응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그 갈등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다.소비자들은 해외직 구매를 할지 선택하는 것에 스트

스를 느끼고 이로부터 도피하고자 했다.

“ 다고 무턱대고 하기 작한 게 문제라면 문제 . 정말 어마어마하게 

찮아  -_-++.”

“작년 터 히 한  해 고 어서 해 에서 몇  입해 는데 . 게 참 

삶의 이 히  낮아 는것 같더라고 . 래서 일 터 겨찾기에 저장했

던 사이트  다 삭제했 니다.”

일부는 해외직 구매로 인한 갈등을 부정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

고,나아가 국내 유통업체로 그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즉,자신이 해외

직 구매의 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결국 국내 유통업체의 다양하지

못한 상품 구색 불합리한 매 가격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반응하는

것이다.

“superdry에서 사고 은 코트가 생겼는데 내에는 입이 안 는 모델이더

라 여. 사이 도 고 안입어 고 해  사기에는 너무 리 크가 커

서 손가락만 빨고있 니다 ㅜㅜ 아무튼 리나라는 입하는 센 도  없

네여.”

“다리가 기니까 리나라에서 살기힘 네  -_- 길이가 아서 리나라껀 

입을만한게 없어 . 해 쇼핑몰은 제품이 다양하니까 청 나 사볼까하고 

다가 간도 래 걸리고 나서 하소연 입니다.”

3)갈등 재요인

해외직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겪는 갈등을 재하는 요인은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가장 큰 재요인은 이 의 해외직 구매 경험이다.특히 첫 구매 경

험이 어떠했는가는 소비자가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에 향을 미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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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이 정 이었으면 갈등에 정 으로,이 의 경험이 부정

이었으면 갈등에 부정 으로 반응했다.이는 소비자정보로서 ‘경험’이 갖

는 요성을 시사한다.

“블랙프라이데이니 뭐니 할때마다 저거 정말 사고 은데, 송대행 는 뭐며, 

가입은 어떻게 하며, 문제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 겁먹어서 미뤄 다

가 코  입하면서 처음 해 매를 해 는데 . 공인인 서 급 는 것 

다 네 ! 한  해 니까 송 래 걸리는것도 이해 고 사람이 너 러

니다 ㅋㅋ” 

“갑자기 생각나는 첫 해 의 추억... 공대생 계가 뭐라고 각종 사고란

사고 다 당하고도 송 것만으 도 기해서 잠을 못이뤘죠 :)” 

동일한 상에도 소비자마다 다른 반응을 보 으며,이는 험감수성

향이나 신성 등 소비자 개인의 사회심리 변수가 갈등에의 응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다.

“문제가 생겨서 통화해야하는 간이 면 헉헉!!@@ 래도 몇 해 니 자

감도 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맛이 장난 아니죠~ 저에겐 해 매의 릿함

을 대체할만한게 아  없네 .”

“안 는 어  전화까 하 니 정말 미쳐 리는  알았 니다 ㅜㅜ 한  크

게 데인후  는 전히 손털었어  -_-...”

배송서비스 품질,해외쇼핑몰의 랜드인지도와 신뢰도 한 소비자

의 갈등을 재하는 역할을 했다.직배송업체 는 배송 행업체가 신속

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문제 상황에 극 으로 처해 경우 소비

자의 갈등은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 이용한 해외쇼핑몰이 아마존

과 이베이처럼 랜드인지도가 높은 형 쇼핑몰일 경우 갈등 상황을 자

기합리화를 통해 정 으로 수 하는 모습을 보 다.이는 곧 기업에

한 신뢰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아마존+비씨글 +DHL 조합은 대단하네 . 카 , 주소 한 만 하고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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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세 이면 주문 끝! 3일이면 에 도착! 할인도 팍팍! 믿을만한건가 이래저

래 걱정이 많았는데 역 나 이름값하네 .”

“몰XX  나 . 날 가 명히 차이가 있는데 통 일 같이 잡혀서 합

산과세 네 . 이런건 송업체에서 컨트 할  있  않나 ? ㅜㅜ”

한 상품 제조사의 사후서비스 정책도 요한 향을 미쳤는데,소

비자가 회피 반응으로 불확실성을 지각하더라도 국제보증(월드워런티:

worldwarranty)이 용될 경우 험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 런티가 니까 다 감 하고 사 고한건데 패널무상 을 1년으  

네 . 휴.. 이건뭐 히 사서 경쓰고 트  고 ㅜ_ㅜ”

“맘편하게 내정 제품을 살  좀 저 하게 해 매를 할  고민이네 . 

는 런티라 내에서도 AS 다고 하는데 래도 재미 게 해 매 

도전해볼까 ?”

4)갈등의 결과

해외직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 갈등의 최종 결과는 만족과 강화,

후회와 단 ,환경변화 시도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 번째 결과는 소비자가 해외직 구매를 통해 정서 만족감을 얻고

나아가 소비행동을 강화하는 것이다.소비자는 구매 후의 성취감과 즐거

움,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도감을 느낄 경우 해외직 구매

에 하여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한 갈등 상황의 극복은 소비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해외직 구매로 거래하는 품목과 거래 상 국가를 확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이는 세계 수 으로의 소비 시장 확장과 소비

자 효용 증진으로 이어졌다.

“미 에서 패  성공을 맛 후 덴마크, 독일, 알리익 프 에서 나라  

상품에 맞게 쇼핑하고있네 . 물  간은 저 이 만 이제 해 쇼핑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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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돼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는 가 감이 니다.”

“해 는 할  킬이 늡니다. 난달 독일에서 소다 트림 산 다음에 

이 에는 유럽에서 아 도어 사기도 성공했 니다. 쇼핑의 능 치가 한단계 

라갔달까? 경계를 넘었달까? 해탈의 과정도 한 몫 해서인  묘~한 만족감

이 생깁니다.”

“고민고민, 고생고생하며 작한 인생이 이제야 꽃이피나 니다 ^^ 이

제 거의 패를 안하네 . 이 에 도전한 도 리나라에선 못 하는 디자인

이고 마음에  어 !!”

반면에 소비자들의 해외직 구매 경험이 만족스럽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치 충돌 상황에서 충하거나 포기했던 가치의 환기 수 이 올라가며

실망,후회,좌 등의 부정 감정이 유발되었다.이는 더 이상 해외직

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거래 단 결심으로 이어졌다.한편,갈등 상황

에서 도피한 경우에는 선택을 포기함으로써 일시 으로 갈등이 해소되기

도 하 다.하지만 이는 갈등이 해결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잠재 인

갈등의 지속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물  내가 다는 저 한데 막연히 해 에 대한 환상이 생겼던 것 같

아 . 남  한다고 냥 마  던 게 후회 네 . ㅜㅜ  모를때도 잘 

살았으니.. 저는 이제 만하 니다.” 

“해 매하면 좋은거 알겠는데 . 저는 냥 포기할래 . 생각 다 어 네

. 안 래도 경쓸 일 많은데 돈쓰는 데까  머리 아프기는 어 .”

“하..기다린 간 억 해죽겠네 . 해 랑 저랑은 안 맞는 것 같 니다.”

한 해외직 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갈등은 국내 시장 환경의 변화를

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직 구매의 장 과

국내 유통업체의 장 을 모두 얻기를 원하며,따라서 국내 유통업체의

경제성,편의성,다양성 등이 개선되어 해외직 구매로 인한 험을 감수

하지 않고도 국내 유통업체를 통해 해외직 구매의 혜택까지 얻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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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이는 유통구조의 개선과 서비스 편의성의 제고, 한 정책

지원에의 요구로 나타났다.

“ 가 점점 활성화 면 앞으  리나라 장도 많이 뀌겠죠? 사람 이 

점점 해  눈을 돌리면 입업자나 자 업자는 어떻게  상품가격을 낮추

어야 할거 . 유통 조도 단 화하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 어 겠 . 

런 으  결 엔 리나라에 긍정적인 화가 나타났으면 좋겠네 .” 

“코카콜라가 미 다 164%, 일 다 25% 비 게 팔리는게 리나라입니

다. 한마디  경쟁이  않으니 소비자만 이 는거죠. 게  리가 

블프  연말세일 기간에 해 를 더 열 히 해야하는 이유이고 .”

“ 를 하고 어서 한게아니라 최  기능 다 필 없고 무조건 브랜  큰 

사이  TV사 니 하는 에 없더라고 .  한 은 소비자의 다양한 

니 는 없고 최  기 만 필 하다고 생각하는  모르겠어 .” 

“ 입제품도 리나라만 어 면 가격이 뻥튀기 고... 글  호 를 면하

면 리가  능 을키 서 하는 에 없죠. 리나라 정 나 기

업도 자 민한테 빨대 꽂 말고 리편이 어주면 랄게 없고 .”

이상의 분석 결과는 유통의 세계화에서 나타나는 가치 충돌로 내 갈

등이 야기될 경우,소비자들이 갈등에 어떻게 응하며 갈등을 재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갈등이 최종 으로 어떻게 해소되거나 심화되는지의

체 인 흐름과 양상을 보여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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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소결

본 연구는 다양한 가치 간의 립이 내재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

비자들이 실제로 세계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한

어떠한 갈등을 겪는지를 이해하기 해 해외직 구매에 한 온라인 커

뮤니티의 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정성분석을 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해외직 구매에 한 근 반응 키워드를 군집 분석으로 범주화

하여 새로움,참여,다양성,유희성,경제성,편의성,성취의 7가지 소비자

가치를 도출했다.소비자들은 해외직 구매를 통해 렴한 가격으로 상

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에 가장 호의 반응을 보 으며,해외직 구

매의 격 인 로모션을 좋아하고 이에 기뻐했다. 한 간단한 결제과

정과 빠른 배송을 편의 이라고 여기고,해외직 구매에 도 해서 성공

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 다.소비자들은 해외직 구매가 새로운

소비트 드를 형성하고 있다는 을 인식하고 이에 동참하는 것에 설

고 기 한다는 반응을 보 다.이러한 정방향의 가치들은 소비자들이 소

비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들을 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 다.

특히 해외상품이 싸다는 반응은 국내 상품이 비싸다는 반응과 강하게

응집되었다.여기에서 나아가 소비자는 국내 시장 환경이 폐쇄 이며 독

과 과 기업 주의 구조라는 을 비 했다.국내 유통업체는 소비자

들이 느끼는 일종의 배신감과 분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세계화의

경쟁 사회에서 국내 소비자에게조차 외면 받는다면 국내 유통업체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이다.따라서 유통구조를 합리 으로 개선하고

선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보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기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해외직 구매에 한 회피 반응 텍스트를 군집 분석으로 범주화

하 다.이를 통해 불편성,기능 불확실성,경제 불확실성,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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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성,비합리성의 6가지 역방향의 소비자 가치가 도출되었다.배송이

느리고 반품,환불 취소가 어렵고,사후서비스가 안되고,언어의 제약

이 있고 무엇보다 그 과정이 어렵다는 은 소비자들이 해외직 구매를

회피하게 만들었다. 한 소비자들은 명시된 가격 이외에 추가 인 세

이나 배송비를 부담할 험이 있어서 총 구매비용이 불확실하다는 에

도 민감하게 반응했다.이러한 문제 상황들은 짜증,분노,슬픔,후회 등

다양한 부정 감정들과 결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가 해외직 구매에 한 지식과 기 인 역

량을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구매방식에 노출될 경우 불안 ,

불확실성의 험 비합리 인 소비를 하게 될 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 다. 한 통 과정이나 배송 행업체 이용 시의 문제를 방하기

해서는 법과 정책 등 제도 인 비를 안정 으로 갖추는 것이 요하

다는 을 시사한다.유통채 선택에 있어서 갈등 경험은 채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함병은,2005).따라서 본 연구에서 발견된 해외직 구매

의 역방향 가치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지에 한 고민이 요구된다.

셋째,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이 복합 으로 나타나는 290개의 텍스트

를 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낱낱의 키워드들의 구조 범주

화된 가치 항목의 구조를 분석하 다.분석 결과,소비자들은 자기증진

속성의 경제 가치로 인해 해외직 구매에 강하게 끌리나 불확실성

험과 불편성,어려움과 자민족에 한 우려 등이 복합 으로 해외직 구

매를 주 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새롭고,유희 이고,다

양하고,성취를 지향하고, 세에 참여하려는 가치가 경제성과 역방향의

가치들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부차 가치로써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러한 결과는 해외직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가치 충

돌이 단계 으로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즉,일차 으로 자기증진

가치와 보수 가치가 충돌하고,이차 으로 보수 가치와 개방 가치

가 충돌하는 것이다.본 연구의 결과는 Miller(1944)의 근-회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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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도 입해볼 수 있다.소비자들은 경제 가치로 인해 해외직 구

매에 근하다가 불확실성과 불편성이 증가함에 따라 근선과 회피선의

인 갈등 에 도달하게 되며,이때 일부는 해외직 구매를 사 에 포

기하거나 부정 경험으로 인해 거래를 단하지만 다른 일부는 역방향

의 가치를 개방 가치로 상쇄시킴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고 최종 으로

해외직 구매를 극 으로 수용하고 만족감을 얻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다.

넷째,해외직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는 타 과 충,자기합리화,선택

무시,도피, 항과 반항,국내업체의 탓으로 돌리는 투사의 6가지

략을 통해 갈등에 응하고 있었다.소비자는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정한 경우 자신의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해 충

족되는 가치를 더 크고 요하게,충족되지 못하는 가치를 의도 으로

작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 다. 한 갈등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해외

쇼핑몰의 문제를 국내쇼핑몰에게로 투사하여 돌리고 비 함으로써 스트

스를 해소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갈등에의 응이 근 방향으로 이

루어졌는가 아니면 회피 방향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갈등의 결과는

달라지는 양상이었다.

다섯째,소비자의 갈등을 재하는 요인은 이 의 해외직 구매 경험,

사회심리 변수,배송서비스 품질,해외쇼핑몰의 기업명성과 신뢰도,제

조사의 사후서비스 정책으로 나타났다.특히 동일한 상에 해 소비자

들이 각기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쇼핑성향이나

험감수성향,변화에의 신성 등의 사회심리 변수가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주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측되었다.

따라서 소비자 특성 변수와 사업자의 명성이나 신뢰,배송업체의 서비스

품질에 한 지각 등이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가치,태도,갈등,

행동 등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결과

를 확장하고 일반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소비자의 해외직 구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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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 모형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해외직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갈등의 결과는 만

족과 강화,후회와 단 ,환경변화 시도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본 연구

의 결과는 소비자가 근 방향으로 응하여 갈등을 해소할 때 주체 으

로 소비가치를 극 화하는 이상 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다.

반면에 갈등 상황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 정서 불만족을 야

기하고 소비자가 해외직 구매를 단하게 만들었다.한편,해외직 구매

에서의 갈등 경험은 국내 시장 환경 유통산업의 개선과 발 을 구

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이러한 결과는 유통의 세계화가 개인 소비자

단 에서 실 될 경우,미시 행 와 욕구가 모여서 거시 변화와 트

드를 이끌어 내는 상향식(bottom-up)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다.이는 소비자에 한 이해가 유통환경의 진화,발 의 지향 이 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텍스트를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

의 범주와 구조를 악하 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키워드 간의 응집구

조를 기계 으로 범주화하여 가치 항목을 도출했기 때문에 일부 연 이

높지 않은 키워드들이 하나의 범주에 묶이기도 했다.이는 텍스트 마이

닝의 방법론 제약과 한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텍스트 마이닝은

빅데이터를 효율 으로 분석하는데 매우 효과 인 정량 분석 기법이나

분석 과정에서 내용에 한 인간의 해석이 배제되어 각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행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이러한

텍스트 마이닝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 본 연구는 정성 인 질 분석

을 병행함으로써 텍스트 분석 자료의 다각 근을 시도,풍부한 결과

를 얻었다는 에서 방법론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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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소비자 내 갈등 유형 응:

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정책에 한

소비자의 주 인식유형과 갈등 응방식

제 1 문제 제기

소매유통 산업이 비약 으로 성장하면서 나타난 두드러진 상 하

나가 선두업체들에 의한 과 화이다. 세계 으로 형화․집 화된

소수의 유통업체가 규모 범 (scope)의 경제를 통해 구매 상력을 강

화함으로써 소매유통시장에서의 유율을 높여 왔다(Aguirregabiria,

Mira& Roman,2007).한국에서도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기업을

심으로 한 형유통업체가 속도로 성장하 으며,특히 형마트는

이마트,홈 러스,롯데마트 3사의 포수가 체의 78%,매출액은 87%

를 유해 집 화 상이 뚜렷하다(박한 ,2013).2000년 후반부터 유통

기업들은 형마트 포수가 포화상태에 이르 다는 과 부지 확보와

소비자 근성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기업형 슈퍼마켓6)(SSM:

super-supermarket,이하 SSM으로 지칭함)에 을 돌리고 상권을 도

시에서 지방 소도시까지 확장하 다.SSM은 포수가 속히 증가해,

2014년 8월 총 1,190개로 포수 매출액 모두 연 20%가 넘는 성장을

6)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주거지 인근에 개설되는 기업 계열의 슈퍼마켓을

지칭한다.유통산업발 법의 출 업규제에 한 조항에서는 규모 포

형마트와 규모 포를 경 하는 회사 는 그 계열회사가 직 하는 규모 포

로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의 상으로 하고 있다.본 연구는 상분석으로서 기

업형 슈퍼마켓(S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이는 학술 인 용어가 아니며 정책

인 이해가 반 되었을 수 있다는 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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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머니투데이,2014년 11월 7일).

가격경쟁력과 편의성이 상 으로 뛰어난 형유통업체의 성장은 필

연 으로 재래시장7) 소 유통업체의 시장잠식과 해당 지역상권 상

인들의 반발을 래하 다.재래시장은 그 수가 어든 것은 물론 2003

년 36조원 수 이었던 매출액이 2010년에는 24조 원으로 떨어져 처음으

로 백화 매출보다 낮아졌다(시장경 진흥원,2011).최근의 연구에 따

르면 하나의 형마트 진출이 소 유통업체 83개의 감소를 유발하며,

SSM이 한 곳 늘어할 때마다 동네 슈퍼마켓 6.8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권태구․성낙일,2014).성장과 쇠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유통

산업의 형화,양극화 추세는 유통업태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기업

의 지역상권 침해 세 자 업자의 몰락을 부각시키며 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되었다.

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형

유통업체의 출 과 업에 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형유통업체 규제

는 기업의 독 을 막고 재래시장과 소 유통업체를 보호하며 지역상

권을 살리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사회 가치 실

을 표방한다.하지만 한편에서는 형유통업체 규제가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장의 자유경쟁원리에 어 난다는 주장도 강하

게 제기되고 있다. 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 소소매 간의 갈등은

본질 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효율과 공평의 양립하기 어려운 가

치 간의 충돌을 내포하기 때문에 정책의 정당성을 둘러싼 이해 계자들

사이의 갈등은 여 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7)「재래시장 상 가 육성을 한 특별법」이 2010년 6월 「 통시장 상

가 육성을 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보다는 통시장이라는 용

어가 정책 에서 더 합하다고 하겠다.하지만 많은 학술연구 언론보도에

서 두 용어가 혼용,결합( 통 재래시장 등)되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래시

장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래시장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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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 으로 유통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소비자이며 형유통업체 규제

의 효과는 소비자의 규제 순응성에 달려있다(Levyetal.,1996).따라서

본 쟁 에서 가장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형유통업체 규제는 소비자들의 일상 인 채 선택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데,소비자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규제의 취지와 부합되도록 소비행동을 변화시킬 것을 요

구 받고 있다.일반 으로 소비자는 고품질의 가 제품을 편리하게 구

매하여 자신의 이득극 화를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다.하지만 소비자들

은 상생과 공평의 사회 가치를 달성하는 것 한 요하게 생각하며

(Shaw & Shiu,2003),소비선택에 있어서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타

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선우,2013).

그 다면 소비자들은 형유통업체 규제가 내포하는 상충 가치 즉,

효율과 자유의 개인 가치와 공평과 상생의 사회 가치를 어떻게 인식

하고,그에 따라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보일 것인가.만약 상충하는 가치

간에 우선순 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가치의 계는 소비자에 따라 차이

가 있을 것인가.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한 답을 얻기 해 유통의

형화 추세의 부작용을 막기 해 정부가 직 시장에 개입한 형마트

SSM 규제에 한 소비자의 주 인식과 갈등 응방식을 심층

으로 탐색하고자 하 다.본 쟁 에서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의 충

돌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

회가 요구하는 가치 간에도 나타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논의를 한정한다.본 연구는 유

통 쟁 에 한 소비자 내면의 인식패턴을 밝힘으로써 소비자 심 유

통정책 마련 마 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하는 학술

연구로서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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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이론 배경

형마트 SSM 규제는 표면 으로는 기업의 업 소비자의 구

매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으로 보이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자유주

의와 공동체주의,세계화와 지역화라는 거시 패러다임의 립을 근간

으로 한다(주노종,2012).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이득과 효율

에 을 두는 개인 가치와 사회의 이득과 공평에 을 두는 사회

가치의 립이라고 볼 수 있다.이하에서는 유통의 형화가 어떻게

가치 충돌을 야기하는지 짚어보고 형마트 SSM 규제정책의 황과

소비자 갈등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유통의 형화와 가치 충돌

유통의 형화 상이 시장 소비자 내면에서의 가치 충돌을 야기

하는 것은 유통행 의 본질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유통은 생산자와 소

비자를 잇는 추 산업이며 소비자인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하게

련된다. 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며 소비자후생 증가에 직

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지닌다.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

른 어떤 경제주체보다도 사회 ,윤리 인 책임이 크다(설 식․박종

오․권 철,2005). 한 다양한 력업체와의 계,지역 착형 산업이

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우호 인 계와 공생이 특히 요

구된다(이동 ,2004).

이러한 유통산업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는 기업으로의 집

화, 형화 상이다.이는 세계 으로 진행 인 소매유통업의 양극

화 상을 반 하는데,우리나라는 형화가 더욱 속하게 진행되고 있

다.미국과 일본의 경우 형마트 매출이 백화 매출을 추월하는데 약

50년이 걸린 반면,한국은 10년 만에 이루어졌다(최원홍․임 균․유진

희․염규석,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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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의 형화로 인한 힘의 역학 계로 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시장의 독과 이 일어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재래시장 소유통업체의 쇠퇴와 지역상권의 침체이다.물론

역사 으로 소유통업체의 생존을 한 요인은 매우 다양했다.시장

경제체제 자체가 자본력이 약한 소유통업체에게 불리하고,소비자환경

과 경쟁 환경이 변하는 반면에 규모가 세하고 경 역량이 부족한

소유통업체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수동 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최원

홍 외,2007).문제는 이들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수와 비 이 매우

높고,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상 으로 경제 약자라는

에 있다(신종원․김원규․김근배․윤기창․ 일명,2013).이에 소유통

업체와 세자 업자의 몰락을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로 여기고 그냥 지

켜볼 것인가,아니면 사회의 공존공 을 해 정부가 극 으로 개입하

여 문제를 해결해야하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이는 가치 패러다임의

립으로 확 되어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유

와 효율을 지향하며 시장의 기능과 규제의 완화를 강조하는 반면,사회

형평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경제 약자의 보호와 빈부격차의 해

소,그리고 배분 정의를 실 하기 해 정부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한다(한인근,2007).

이러한 논의는 주로 거시 인 사회경제 차원에서 이루어졌고,유통

의 주요 이해 계자인 소비자의 목소리는 상 으로 등한시되었다.하

지만 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 상자들이 경험하는 핵심 인 가치 간의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는 것은 일반 인 학설이다(Song,

Lim & Yoo,2015).주로 집단 간 갈등의 쟁 이 되는 개인주의와 평등,

환경보호와 성장 간의 가치 갈등은 사실 한 개인 내에서부터 출발하며,

따라서 개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가치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정책 수립

의 실마리가 된다(Lavine,Thomsen,Zanna& Borgida,1998).

소비자의 내 체계에서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

는지 탐구하기 해서는 먼 사회 가치가 소비자로 하여 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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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고 소비선택에 있어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확인되어

야 한다.Carrington,Neville& Whitwell(2010,2014)은 선행연구를 고찰

하여 소비에 있어서 사회와 환경에 한 책임을 느끼고 바람직한 방식의

소비행동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선함의 가치를 표 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이러한 새로운 소비자유형을 ‘윤리 소비자’

라고 지칭하 다.이들은 다각 인 실증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내면의

윤리성에 기 하여 소비에 있어서도 사회 가치를 추구하나 다른 욕

구인 이기심과 상황의 향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이는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한 Shaw & Shiu(2003)의 연구에서는 소

비자들이 이타 인 소비를 하게 되는 이유가 비단 타인을 해서만이 아

니라 자신의 정서 인 만족감과 행복을 해서이기도 하며,이는 이타

소비행동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이성 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과 립하

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성림․손상희․박미혜․정주원․천경희(2011)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소비생활이 소비자로 하여 행복감을 느

끼게 해주며,소속집단의 규범에 어 나는 소비를 할 때 갈등을 겪는다

는 것을 탐색 연구로 밝혔다.그밖에 윤리 소비 사회책임 소비

에 한 많은 연구들에서 도덕 바람직성과 기업 활동이 창출하는 사회

가치가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심 ,2009;송인숙․천경희․홍연 ,2013).이러한 연구들을 통

해 한 소비자가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를 모두 요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이때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 있음을 유

추해볼 수 있다.

2. 형마트 SSM 규제정책

경쟁 환경에서 효율 기업의 시장 진입은 덜 효율 인 기존 기업

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궁극 으로 시장 퇴출을 유발한다.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진입과 퇴출은 비효율 인 기업으로부터 보다 높은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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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신규기업으로의 자원배분과정이라는 성격을 갖는다(한진희,

2003).하지만 이 자원배분과정에서 과도한 시장집 상이 나타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래될 경우에 진입과 퇴출은 단순한 경제 상이 아니

라 사회 문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권태구․성낙일,2014).최근 우리

나라 소매 유통시장에서 형유통업체를 둘러싸고 발생한 논란도 마찬가

지이다. 형유통업체의 지역시장 진입은 지역상권 세 자 업자의

몰락과 고용감소,지역경제 침체와 같은 부작용을 래하고 있으며,이에

응하여 유통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고 극 인 정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하에서는 형마트 SSM 규제정책의 황

과 주요쟁 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형마트 SSM 규제 황

한국의 유통산업 련정책의 흐름은 통제에서 개방 그리고 다시 규제

로 변하고 있다.50∼60년 는 물가안정과 생필품 정찰제 등 시장통제가

유통정책의 주목 이었고,70∼80년 는 경쟁과 소비자문제 심의 법이

제정되었으며,90년 이후에는 유통산업 면 개방과 함께 유통산업발

법(1997)이 제정되어 유통법의 체계가 갖추어졌다(박한 ,2013).유통

산업발 법은 규모 포에 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환하고 자연녹지

지역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형유통업체 출 에 해 우호 경향이

강하 다(신기동․이수진․이성룡,2012).하지만 2000년 에 들어서서

형마트가 성장하고 재래시장 소 유통업체와 마찰을 빚자 분

기는 반 되었다.SSM 증에 따라 · 소유통업간 갈등이 격화되자

2009년 정부는 상생법에 근거한 사업조정제도를 용하여 간 출

규제를 시행하 다. 한 2010년 유통산업발 법을 개정하여 ‘통상업보

존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500미터 이내에 형유통업체의 출 을

제한하 다.하지만 업계의 편법이나 장 입 논란이 계속되고 소상

인의 반발이 심화되어 2012년 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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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제내용

출

규제

사 고

입

- 규모 포는 업개시일 30일 까지 개설지역,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고하도록 함

등록요건

강화

- 규모 포 개설을 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

상권 향평가서 지역 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이

것이 미진하다고 단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업

규제

의무휴업일

범 확

- 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로 하고,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에서 지정하되,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

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업시간

제한 확

- 행 ‘오 0시부터 오 8시까지’에서 ‘오 0시부터 오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함

용 상

범 확

- 업규제 상 규모 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 규정하여 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형유통

업체도 업규제 상에 포함

기타

유통상생발

의회 신설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상생발 의회를 두고

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유통업체의 균형발 을 의함

벌칙 강화

-1년 이내 3회 이상 규제 반시 1개월 이내의 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규제 반시 과태료를 행 3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조정

출처:천혜정(2013)p.389-390참조하여 자 재구성

<표 3-1>2013년 유통산업발 법 개정안 주요내용

로 하는 재개정이 이루어졌다.이에 따라 2012년 2월 형마트 SSM

의 의무휴업이 시행되었다. 한 정부, 형마트,SSM, 소유통 표가

유통산업 발 의회를 구성하고 업계의 출 자제와 자율휴무 수를 선

언하 으며,이러한 이 반 되어 2013년 1월 출 규제와 업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 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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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마트 SSM 규제의 찬반양론과 주요 쟁

규제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당 형유통업체 규제 강화는 기

업의 독 지 를 경계하고 지역상권과 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 제기되었다.하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한 차이로 인해 이

해 계자 간의 주장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형마트 SSM 규제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규제의 정

측면으로 ① 형유통업체로의 집 방지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 발 ,

②지역상권 재래시장 보호 활성화,③ 형유통업체 근로자의 건강

권 보호 등을 내세우며,규제를 반 하는 입장에서는 ①정치 논리에

근거한 규제도입으로 시장경제질서 확립 반,②소비자선택권 제한으로

소비자후생 하,③규제의 실효성 논란 등 규제의 부정 측면을 강조

한다(허민 ,2013).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쟁 을 살펴보면,첫째로 형유통업체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향에 해 규제 찬성론자는 형유통업체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규제 반 론자는 형유통업

체의 진출로 오히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발 된다고 주장한다(Goetz

& Swaminathan,2004).둘째로 재래시장 소 유통업체의 침체에

해 규제 찬성론자는 형유통업체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규제 반 론자는 소유통업체 스스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 더 큰 이

유이기 때문에 형유통업체를 규제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소유통업체

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김우형,2013;최승재,2012;임

균,2007).셋째로 고용효과에 해 규제 찬성론자는 형유통업체 규제

를 통해 소자본창업이 진작되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

면,규제 반 론자는 형유통업체가 상당수의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효

과가 있다고 주장한다(신석훈,2009;임 균,2007). 한 정부의 시장개

입의 정당성에 해 규제 찬성론자는 형유통업체 규제가 균형 있는 국

민경제의 성장, 정한 소득 분배 등 사회 가치를 창출한다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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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허민 ,2013).반면 규제

반 론자는 더 나은 조건에서 제품을 매한다는 이유로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고 유통산업 선진화를 해한다고

주장한다(신석훈,2009).이처럼 양측의 주장은 다양한 쟁 에서 립하

며 일 된 답을 찾기 어렵다.

한편,규제가 도입된 후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고

있으나 그 결과 역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규제의 효과를 정 으

로 분석한 김범식․조달호(2012)의 연구에서는 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약 40%의 재래시장에서 일평균 매출액(40.4%)과 고객수(40.0%)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형마트 SSM 확산이 소 유통업체 사

업체 수에 미친 향을 국단 의 패 자료로 분석한 권태구․성낙일

(2014)의 연구에 따르면 형마트 1개가 추가로 진입할 때 지역 내 소규

모 슈퍼마켓이 22개 감소하며 재래시장으로 상징되는 식료품 소매 은

20개, 체 소매 은 83개의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SSM이 한곳 늘어날 때마다 동네 슈퍼마켓 6.8개와 식료품 8개의 감소

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규제의 효과를 부정 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이은주․권

선(2014)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1월까지 형마트만 매출

감소 효과가 발생했고,정책의 보호 목표 던 소 유통업체 재래시

장의 매출 증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정진욱․최윤정(2013)은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이 형유통업체에서 재래시장 소 유통업체으

로 옮겨가기보다는 업휴일을 회피한 체요일 소비 증가 양상으로 나

타나 규제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 고,이동수․안승호․김근배․윤

기창․ 일명(2009)은 형유통업체 업시간 규제로 소비시간 변경 등

소비활동의 왜곡이 래된다고 주장하 다.이처럼 조사 상 자료 연

구방법에 따라 규제의 효과에 한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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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마트 SSM 규제와 소비자 갈등에 한 연구

사회 논란이 심화되는 형마트 SSM 규제를 소비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일반 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형마트 SSM 규제가 득보다 실

이 많은 정책으로 여겨진다.그런데 선행연구에서 규제에 찬성하는 소비

자의 비 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천혜정

(2013)은 서울시 성인 소비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

마트 SSM 규제에 한 정 입장(3.34)이 부정 입장(3.14)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청주시 소비자를 상으로 조사한 김민

아․김슬기․김 아․신연호․이희숙(2013)의 연구에서는 SSM 규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 2013년 농 진흥청의

소비자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유통업체 규제 찬성이 44.5%,반 가

12.7%, 립이 42.1%로 나타났고,시장경 진흥원의 조사에서도 소비자

의 54%가 행 의무휴업제도가 당하다고 하 으며,19%는 더욱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2013년 11월 8일).정민지․정재은(2014)의

연구에서도 형유통업체 규제에 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체로 정

이지만, 정 인 문항과 부정 인 문항 모두에 해 보통 수 의 응답

을 보여 소비자들이 양면 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체인스토어 회가 2012년에 실시한 국 소비자 상 화 설

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반 이상인 52.2%가 형마트 규제에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규제시행 시 쇼핑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질문한 결과로는 37.6%가 다른 요일을 이용해 형마트를 이용할 것이

라고 응답했고,쇼핑을 아 포기하겠다는 응답도 28.2%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문화일보,2012년 11월 21일).한편,남세 ․조윤기․유정

석․김동태(2013)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SSM 규제의 필요성과

성,공정성 수 에서 모두 정 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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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시행 이후에도 여 히 SSM을 이용하는 모순 행동을 보여서

규제가 이용행태나 이용횟수 등에는 큰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조사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보고식 조사의 한계로 인한 사회 바람직성 편향 때문에

결과가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이다.윤리 인 문제에 해 소비자의

태도와 의도를 조사할 때 사람들은 사회 으로 용납되는 쪽으로 응답하

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 윤리 ,이타 인 고려가 과다하게 측정될 수 있

다(Carringtonetal.,2014).즉, 형유통업체 규제를 자신의 소비와 연

지어 주 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 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해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로 실제 소비자가 신념과 태도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불일치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다.Jackson(2005)은 제한된 선택,제도

장벽,습 ,사회 규범,문화 가치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성

의사결정보다는 모순되고 불일치하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하 고,

Papaoikonomou,Ryan& Ginieis(2011)는 윤리 소비선택 시 정보의 부

족이나 안의 비효율성,사회 맥락 등의 외 제약과 랜드 충성도,

편의성 추구 등의 내 제약으로 인해 태도와 행동 간에 불일치가 나타

난다고 밝혔다. 형유통업체 규제가 사회 가치를 지향한다는 에서

규제에 찬성하고 이에 순응하는 것을 일종의 윤리 소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따라서 소비자들은 윤리 소비 맥락에서 나타나는 내

불일치와 갈등을 겪을 수 있다.이는 남세 외(2013),정민지․정재은

(2014)의 연구에서 규제에 해 정 태도를 보이나 행동을 바꾸지는

않는 결과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형유통업체 규제와 같이 양립할 수 없지만 소비선택 과정에서

모두 요하게 지각되는 가치들이 동시에 추구되는 소비 쟁 에 있어서

소비자 내면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기존의 정량 인 설문조사

방식과는 다른 해석 연구방법의 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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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형마트 SSM 규제에 한 소비자의 주 인식은

어떠하며,이에 따라 소비자는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2] 형마트 SSM 규제에 한 소비자의 주 인식유

형별 가치 충돌 갈등 응방식의 특성은 어떠한가?

제 3 연구문제 연구방법

1.연구문제

본 연구는 형마트 SSM 규제정책에 한 소비자의 주 인식

과 인식유형,그리고 유형별 가치 충돌 갈등에의 응방식을 탐색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이를 통해 궁극 으로 개인 가치와 사회 가

치의 충돌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악하고자 한다.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연구방법

Q방법론은 세계를 계량 으로 설명하는 입장과 질 으로 이해하려는

이분법 인 구조의 립을 해소하기 해 물리학자이자 심리학자인

Stephenson이 1935년에 창안한 상학 연구방법이다(남수정․황혜선,

2009).Q방법론은 응답자 개인의 주 성에 근거한 지각,인지,가치 ,

감성,선호 등과 같은 내면 생각의 표 과 가치체계에 거하여,응답

자들의 유형을 정량 으로 분석하고 고유한 유형별 특성들을 발견해 가

는 해석 ·탐색 연구방법이다(Brown,1996;김흥규,2008).Q방법론의

가장 큰 의의는 심리학,철학,물리학,통계학 등 다양한 이론의 변증법

통합과 상 분석 요인분석 통계기법의 용을 통해 실증주의 방법

론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함과 동시에 상학,해석학이 체계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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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지 못한다는 한계 역시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이다(Brown,

1996).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한 개인 내에서 항목들의

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으로 P표본(응답자)수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김흥규,2008).

Q방법론은 응답자 스스로가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고,그것을 객

인 구조물 안에 투 시키는 자결 인 과정이다(Brown,1996).응답자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결정한다는 은 Q방법론의 가

장 독특한 특징이자 통 인 R방법(PearsonCorrelation의 ‘R’에서 유래

함)과 차별화되는 이다.이러한 자결 주 성은 척도나 질문지 방법

과는 다른 자아지시 진술문을 통해 표 되는데,자아진술문은 객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한 진술이고 응답자가 스스로 단하여 상

요도 는 동의의 정도를 결정한다.Q방법론은 주제에 련한 다양한

진술에 한 응답자의 사고방식(mind-set)을 정규분포 형태로 악할 수

있으며,응답 패턴에 따라 응답자를 유형화함으로써 연구자가 측

하지 못한 결과도 발견할 수 있다(김흥규,2008).

2000년 후반에 어들어 Q방법론이 인간의 복합 인 인식을 악

하는데 효과 인 방법론으로써 여러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했다.그 이유는 통 인 R방법론의 한계 때문이다.R방법은

인간의 인식이 다양한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어떻게 변

화하는지는 잘 보여주지만 다른 요인들과 어떤 방식으로 얽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근본 인 한계를 지닌다(박순열,2010).가령,R방법에

서는 ‘형마트 SSM 규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주어진 척도를 통

해 일차원 으로 표 하는 것에 그치지만,Q방법론은 ‘나는 형마트

SSM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진술문을 다른 자아지시 생각

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인식에서 어떤 치를 하는가를 드러낸다는

에서 강 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Q방법론은 자아가 여된 정치 문제와 사회과

학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김흥규,2008).실제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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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Hermans,Kok,Beers& Veldkamp,2012;함 진․이 ,2012;

백평구,2013),기업의 CSR 활동(최원주,2010;김기연․김흥규,2013),

시민성(Cuppen,Breukers,Hisschemöller& Bergsma,2010;박순열,

2010;Curry,Barry& McClenaghan,2013),명품소비나 불법다운로드

등의 윤리 소비(김정섭,2012;황상민․유상원․ 혜원,2013)에 한

사람들의 주 성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Q방법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형마트 SSM 규제에 한 소비자의

반응은 생활방식,경험에서 비롯되는 개인의 주 가치 과 하게

련된다. 한 이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 가치 실

을 해 개인의 편의와 경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에서 윤리

소비 시 나타나는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개인의 복합 인

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Q표본을 설계하는 과정

Q분류 후에도 심층면 을 추가로 진행하여 Q방법론의 질 연구의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주 성을 심층 으로 악하고자 하 다.

3.자료수집 분석

본 연구는 Q방법론의 5가지 단계를 행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분

석 차를 요약하면 <그림 3-1>과 같다.

1)Q모집단 확보

Q조사의 첫 번째 단계는 연구의 주제와 련된 진술문의 총체,즉 Q

모집단(concourse)을 확보하는 것이다.Q방법론을 용한 연구의 타당성

은 Q표본의 설계가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포화상태에 가깝도록 가능한

모든 자료와 경로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남수정․황혜선,2009).

본 연구에서는 Q모집단을 확보하기 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 다.

첫째, 련 문헌을 고찰하 다.문헌고찰은 형마트 SSM 규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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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Q방법론 분석 차

련한 학술논문,연구보고서,뉴스기사, 문가칼럼 등을 포함하여 진행

하 고 각 자료에서 규제에 한 평가,의견,생각 등을 추출하여 79개의

진술문을 확보하 다.

둘째,문헌고찰에서 추출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소비자의 언어를

통해 표 된 규제 련 경험과 반응의 진술을 얻기 해 30 남녀 각각

2명씩 4명을 상으로 심층면 을 실시하 다.면 은 형마트,SSM,

동네소매 ,재래시장 등 규제와 련된 유통채 의 이용경험과 형유

통업체 규제에 련한 주 생각 느낌에 해 이야기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해 추가로 24개의 진술문을 확보하 다.이러한 Q모집단 확보의

과정은 2014년 7월 에서 8월 까지 약 5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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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표본 선정

총 103개의 진술문에서 Q표본을 선정하기 해 3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쳤다.먼 연구자가 진술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복되거나 지나치

게 개인 인 의견을 삭제하고, 체 진술문을 상 차원의 유사성에 따

라 범주화하 다.크게 인지 평가,가치와 신념,갈등 인식,실효성 지

각,무 심의 5개 유목으로 나 어졌는데 각 유목에 해당되는 진술문들

을 나열한 후 정과 부정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조정하고 요도가

높은 진술문을 추출하 다.이를 통해 진술문을 57개로 축약하 다.다음

으로 소비자학 공자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문장을 수정하고

유사한 진술들을 통합하여 진술문을 42개로 축약하 다.마지막으로 비

문가 2인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쳐 조사 상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다

소 어려운 용어를 수정하고 문맥의 자연스러움도 다듬었다.이러한 과정

을 통해 <부록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총 42개의 Q표본을 확정하 다.

3)P표본 구성

Q방법론은 응답자들의 개인 특성이나 차이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응답자가 Q표본의 진술문들을 어떻게 구조화

시키는가를 다루기 때문에 응답자인 P표본의 선정이 확률 표집방법을

따르지 않으며 표본 수 한 크지 않다는 특성을 갖는다.P표본 수나 표

본을 선정하는 방법은 따로 없으나 경험 으로 볼 때 20에서 50명이

한 것으로 여겨진다(김흥규,2008).

본 연구에서는 편의 표집을 통해 형마트,SSM,동네소매 ,재래

시장이 모두 이용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30 ,40 남녀 각각 15명씩

30명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연구 상자를 성별로 할당한 이유는

유통채 선택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이다(Alreck& Settle,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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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분류(Q-sorting)

Q표본의 분류작업은 연구 상자의 자결 주 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도측정방식(ipsativemeasure)에 따른다.본 연구에서는 먼 Q표본으

로 선정된 42개 진술문이 힌 카드를 응답자들에게 제공해 읽게 한 후,

동의(+), 립(0),반 (-)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게 하 다(Shinebourne,

2009).그 다음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각각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분류하고 립 부분에서 정리하도록 하여

<그림 3-2>와 같은 유사정규분포의 형태로 분류·배치하도록 하 다.

Q분류가 종료된 후에는 요인 해석 시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해 분

류 결과와 련하여 심층면 을 진행하 다.질문 내용에는 가장 동의한

진술문과 가장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 형유통업체 규제

와 련한 본인의 경험, 형유통업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나 부정

감정을 경험한 경우 어떠한 반응을 보 으며 결과 으로 어떻게 응했

는지,종합 으로 형유통업체 규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 포함되

었다.조사는 2014년 8월 15일부터 9월 26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조

사시간은 개별 응답자당 40분에서 1시간가량 소요되었다.

<그림 3-2>Q표본 분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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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료의 분석

모든 P표본에 한 Q분류작업이 끝난 후 유형을 분석하기 해 수집

된 자료를 수화하 다.<그림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Q표본 분포

표에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5)에 1 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하

여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5)에 11 을 부여하여 수화하 다.자료의

분석은 Q연구의 통계 로그램인 PQMethod2.35를 이용하 다.각 진

술문 번호와 그에 해당하는 수를 로그램에 입력하여 P표본 간의 상

계를 계산하고,상 계에 한 자료를 토 로 주성분 요인분석과

배리맥스 회 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제 4 연구결과

1.유형의 추출

분석 결과 형마트 SSM 규제에 한 소비자의 주 인식유형

은 총 4가지로 추출되었다.유형의 수는 아이겐값 1.0이상을 기 으로

하되,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표본의 손실이 없

으며 설명 변량 모델의 간결성을 고려할 때 가장 이상 이라고 단

되는 유형을 최종 으로 선택하 다.추출된 4개의 요인은 체 변량의

62.6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 인 아이겐값과 변량에

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총 30명의 표본 제1유형에 11명,제2유형에 9명,제3유형에 5명,

제4유형에 5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상자 각각에 한 요

인 재치와 성별,연령,가계소득을 정리하면 <표 3-3>와 같다.요인분

석의 결과 4개의 유의미한 요인이 존재함은 주제에 한 4가지의 인식,

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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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아이겐값 8.2279 6.9950 1.8570 1.7119

변량 % 27.43 23.32 6.19 5.71

변량 % 27.43 50.74 56.93 62.64

<표 3-2>유형별 아이겐값과 변량

ID
제1유형

(11명)

제2유형

(9명)

제3유형

(5명)

제4유형

(5명)
성별　 연령

가계

소득

3 0.8031 -0.1555 -0.0129 0.1449 남 37 450

7 0.7946 -0.0899 0.1672 0.0953 남 36 500

22 0.7776 -0.1415 0.2655 0.0644 남 40 650

23 0.7552 -0.3061 -0.0668 0.2757 남 33 300

17 0.7208 0.1377 -0.0108 0.2320 여 33 250

24 0.7185 -0.4853 -0.0018 0.0902 남 37 400

21 0.7030 -0.3076 -0.1266 0.0394 남 37 700

12 0.6038 0.0657 0.2912 0.0559 여 31 280

20 0.5854 0.3651 0.0147 0.3626 여 34 430

10 0.5614 -0.0844 0.0003 0.1187 여 34 300

15 0.4729 0.2598 0.1086 0.1171 여 33 500

27 -0.0710 0.8300 0.1266 0.0839 여 35 370

14 -0.3105 0.8100 0.2377 -0.1415 여 33 450

13 -0.0709 0.7561 0.3087 -0.0518 여 31 350

25 -0.0616 0.7355 0.0074 -0.0800 남 38 200

19 -0.5349 0.7018 0.0264 -0.0364 남 41 420

5 -0.1770 0.6944 0.2961 0.0252 남 39 700

9 -0.1778 0.6835 0.3851 -0.2053 여 31 350

30 0.0558 0.6640 -0.0524 0.1426 남 35 180

16 0.2760 0.6261 0.1231 0.2792 여 34 350

11 0.0225 0.2439 0.7970 0.2504 여 32 600

29 -0.0318 0.4791 0.7106 0.0270 여 30 150

18 0.1561 0.3607 0.7090 0.1957 여 34 200

6 0.3878 0.1300 0.6674 0.1956 남 35 300

4 0.3109 -0.2110 0.5213 0.3375 남 40 450

8 -0.0099 -0.0124 0.3254 0.7499 남 43 450

2 0.2257 -0.1399 0.0826 0.6928 여 36 300

28 0.3752 0.0335 0.0701 0.6775 여 33 300

26 0.3108 0.4193 -0.0822 0.6112 남 37 450

1 0.0948 0.0090 0.1299 0.5928 남 39 220

<표 3-3>요인분석 결과 P표본의 인구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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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별 가치 충돌 갈등 응방식

1)제1유형:자유주의자

"자율경쟁을 통한 효율극 화가 시장의 순리!”

<표 3-4>는 제1유형의 표 진술문과 표 수를,<표 3-5>는 다

른 유형들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진술문을 보여 다.제1유형은

형마트 SSM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시장의 자율경

쟁과 이를 통한 효율극 화를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로 강조하 다.이에

제1유형을 ‘자유주의자’라고 명명하 다.‘자유주의자’들은 자율경쟁을 통

해 유통환경이 발 하고 소비자 한 그 과정에서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형마트 SSM 규제에 강하

게 반 하 다.이들은 규제에 한 인지 평가 항목에 모두 부정 으

로 답하 으며 소비자 가치 항목에 해서는 개인 의 가치에는 동의

하고 사회 의 가치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유통업

체 규제가 지향하는 사회 가치와 ‘자유주의자’들이 소비선택에 있어서

추구하는 개인 가치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책의 의의를 부정

하고 규제방식에도 회의 인 입장이었다.이를 통해 형유통업체 규제

에 항하는 소비자의 내면에는 시장자유주의와 효율을 추구하는 가치

이 자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 으로 ‘자유주의자’들은 형유통업체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의 자

유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편의와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7번 진술

문,3번), 형유통업체 규제가 실제로 소자 업자 보호에 효과가 있다

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 소비자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

하며(20번), 형마트 SSM을 규제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형유통

업체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 다(9번). 한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

들은 형유통업체 규제가 정치 논리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었으며(26번),실제로 규제로 인해 소비생활에 많은 불편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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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진술문 Z-score

9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형유통업체를 이용할 것이다 1.823

7 어디서 소비할지는 으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이다 1.736

3 형유통업체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각한다
1.660

27 재래시장 동네 소매 이 변하지 않으면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

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1.511

20 형유통업체 규제가 실제로 소자 업자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 소비자가 희생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1.298

30 형유통업체로의 쏠림 상이 사회 으로 부정 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가

격이 렴하고 편리하다면 형유통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 인 소비이다
1.294

11 형유통업체 규제 이후 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것에 마음

속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1.250

28 형유통업체 규제는 나에게 향을 끼치지 않는다 -1.424

14 형유통업체 규제가 불필요한 에 지의 낭비를 막기 때문에 정 으로 생

각한다
-1.461

40 형유통업체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24

<표 3-4>제1유형에서 표 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N 진술문 유형1유형2유형3유형4

4 형유통업체 규제가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

정 으로 생각한다
3* -2 -2 0

26 형유통업체 규제가 정치 논리로 시장을 통제하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각한다
3* -2 -1 -2

25 형유통업체 규제가 시장 추세와 시 의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각한다
2* -5 -1 -4

19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래시장과 동네 소매 이 경쟁에 려

도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 -3 0 -2

29 형유통업체 규제는 실효성을 떠나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해 필요하다
-2* 1 1 0

<표 3-5>제1유형과 다른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진술문

하고 있다는 이 특징 이었다(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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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형유통업체 의무휴업일에는 재래시장이나 동네 소매 을

한 번씩 이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3 1 2

13 형유통업체 규제가 기업의 횡포를 막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한다
-3* 4 3 0

28 형유통업체 규제는 나에게 향을 끼치지 않는다 -4* -1 1 1

유의수 : *p<.01

심층면 을 통해 ‘자유주의자’들이 규제와 련하여 어떠한 가치 충돌

과 갈등을 겪는지 살펴보았다.‘자유주의자’들은 공평보다는 효율,사회

가치보다는 개인 가치를 확고하게 추구하여 가치에 한 우선순 를

분명히 정한 상태 다.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가 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간 가치

충돌로 인한 내 갈등을 겪고 있었다.‘자유주의자’들은 규제를 반 하고

이에 짜증과 분노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등 높은 내 갈등을 겪고 있

었으며,규제의 정 인 측면들을 의도 으로 무시(selectiveignoring)

하는 경향도 나타났다.이들은 통 인 소매업태의 쇠락이 거스를 수

없는 시 의 흐름이라고 여기며 형유통업체 규제로 인해 본인에게 피

해가 올 수 있다는 에 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 다.

“저는 소비라는 행위 자체가 개인 선택이라고 생각해 . 이걸 누 가를 살

리고 돕기 위해서 강제적으  한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고 , 히  작

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3 _30대 남성)

“냉정하게 말해서 장의 리라고 니다. 힘없는 사람 이 도태 는 게 

안타까  일이긴 하 만... 경쟁에서 살아남으 면  뭔가 개 하고 노

해서 자 의 살 을 찾아야 . 리나라 대형마트가 아니어도  업

체 이 어  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대기업의 독점 문제   않

니다.”(21 _30대 남성)

“정치인 이 선거철에 서민  표를 얻으 고 하는 형 적 제 처일 뿐이죠. 

제를 통해 재래 장이 얻는 이 이 소비자에게 주어 는 편함을 상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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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을 정도는 어야 사회 전체적으  플러  효과가 있는 거잖아 . 런

데 몇 명 재래 장 가도  하기 위해 대다 가 대형마트 못 가게 하는 게... 

이건 익이 없죠”(24 _30대 남성)

“ 리나라가 공산 가도 아니고 내가 편리한 곳에서 내 마음대  산다는 데 

 걸 막아 ?”(21 _40대 남성)

“상생도 하죠. 런데 상생은 자 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나 기업도 결

엔 다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 내가 당장 피해를 는데 걸 감 하라

고 하면 납 이 나 . 만 나죠.”(20 _30대 여성)

2)제2유형:상생추구자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요."

제2유형은 형마트 SSM 규제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이에

조 인 자세를 보인다는 에서 ‘상생추구자’로 명명하 다(<표 3-6>,

<표 3-7> 참조).‘상생추구자’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장의 추세이며 시 의 흐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한 이 ‘자유주의자’와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이들의

응답 패턴을 살펴보면 규제에 한 인지 평가 항목에는 모두 정

반응을 보 고,소비자 가치 항목에는 개인 가치보다 사회 가치

에의 동의 수 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형유통업체 규제를

찬성하는 소비자의 내면에는 공동체의 상생과 공평을 추구하는 가치 이

자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 으로 ‘상생추구자’들은 형유통업체 규제가 지역상권과 소자

업자를 보호한다는 과(1번), 기업의 횡포를 막는다는 (13번)을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사회 가치 실 을 해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번).‘상생추구자’들은 형마트 SSM 규제의 폐지를 강하게 반

했으며(41번),일부는 규제가 재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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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진술문 Z-score

1 형유통업체 규제가 골목상권과 소자 업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정 으

로 생각한다
1.638

33 형유통업체 규제는 단기 인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 인 에서 볼

때 결국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이다
1.411

13 형유통업체 규제가 기업의 횡포를 막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한다 1.306

27재래시장 동네 소매 이 변하지 않으면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

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1.252

23 형유통업체와 소자 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므로 강제 이더라

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174

36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1.418

35 형유통업체 규제는 재래시장 동네 소매 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이다
-1.546

25 형유통업체 규제가 시장 추세와 시 의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각한다
-1.636

41 형유통업체 규제는 완 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63

<표 3-6>제2유형에서 표 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N 진술문 유형1유형2유형3유형4

1 형유통업체 규제가 골목상권과 소자 업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한다
-2 5* 1 -4

33 형유통업체 규제는 단기 인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

인 에서 볼 때 결국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이다
-1 5* 0 -3

2 형유통업체 규제가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한다
-1 3* 0 -5

17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해 형유통업체 규제로

인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0 2* -1 -3

20 형유통업체 규제가 실제로 소자 업자 보호에 효과가 있

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 소비자가 희생해야 하는 것은 부

당하다

4 -2* 4 5

36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2 -4* -1 -1

유의수 : *p<.01

<표 3-7>제2유형과 다른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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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 다.주목할 만한 것은 ‘상생추구자’들이 사회 가치를 해 개인

가치를 희생시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이다.이들은 형유통업체 규

제가 단기 불편이 있더라도 장기 에서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

는 정책이라고 평가하 고(33번), 형유통업체와 소자 업자 간에 공

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23번).이를

통해 ‘상생추구자’들은 개인을 사회의 일부로,공동체의 이익을 곧 개인

의 이익이라고 여기는 등 성장에 한 이 다른 유형들과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심층면 결과,‘상생추구자’들은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상 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 새로

운 재미를 찾거나 지역특색을 살려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터 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 다. 한 규제를 통해 호혜 에서

장기 으로 소비자와 소 자 업자를 비롯한 사회 체의 효용이 높아

질 것이라고 보았으며,나아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 실질 인 지원을

늘리고 소비자들의 의식변화를 해 보다 극 으로 규제 정책 재래

시장의 강 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상생추구자’들은

본인의 가치체계에서 우 에 있는 가치와 규제가 지향하는 가치가 일치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갈등 수 을 보 다.다만,인지부조화를 막기

해 규제로 인한 불편을 의도 으로 낮게 인식하려고 노력하고,사회

공공선을 지향하는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이를 통

해 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  역이 살아야 사회도 살고 나무가 살아야 도 살 . 다 같이 잘 살

아야죠. 조금 편할 도 있 만 히  장에 가 면 새  재미도 찾을 

 있고  않을까 ?”(25 _30대 남성)

“제가 조금 비 게 사면 저한테는 조금 손해일  있 만 어떻게 면 게 

다  돌아 는 거라고 생각해 . (재래 장  소소매점 상인 )이 조

금 이익을 면 나한테도 게 돌아   있는 거니까 . 리고 한 달에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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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이에 . 나머  28일은 업을 하잖아 .”(13 _30대 여성)

“ 금은 대형마트가 싼 것 같 만 재래 장이 다 죽게 고 나 에 자기

이 마음대  가격 리면 결  저희 같은 소비자 한테는 손해라고 생각

해 .”(27 _30대 여성)

“저는 제가 장이나 대 흐름에도 맞는 거라고 생각해 . 더 강화해서 

의무휴업일도 늘리고, 간도 더 이고, 또 동네 상 에 있는 큰 퍼

도 제해야한다고 생각해 . 동안의 대가 성취 의 대 다면 금

은 계나 화합, 상생 이런 것이 훨씬 더 한 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 주의의 한 모 이라고 니다.”(19 _40대 남성)

“ 제만으 는 안 고 재래 장에 적인 이 필 하다고 니다. 정

가 나서서 전통 장 주 에 주차장이나  만 기 같이 꼭 필 한 인프라

를 깔아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 _30대 남성)

3)제3유형:님비(NIMBY)주의자

“규제가 필요한건 알지만 내가 꼭 따라야하나요?"

제3유형은 형마트 SSM 규제를 정 으로 평가하지만 이에

조하는 것은 거부하는 이율배반 입장을 취하며,이에 ‘님비주의자’라고

명명하 다(<표 3-8>,<표 3-9> 참조).이 유형의 주 인식은 다양

한 가치들이 얽 있어 매우 복잡하고 다면 인 모습을 보인다.

‘님비주의자’들의 응답패턴을 살펴보면 형유통업체 규제가 기업의

횡포를 막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하며(13번),규제를 폐지하는 것에

반 한다(41번).즉 규제가 추구하는 사회 가치의 실 이 요하다는

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동시에 규제로 인해 자신이 불편을

겪는 것은 싫어하고(21번)지역상권과 소자 업자들의 생존과 본인의

소비생활을 연 지어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42번). 한 형유통

업체로의 쏠림 상이 사회 으로 부정 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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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진술문 Z-score

7 어디서 소비할지는 으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이다 1.775

21 형유통업체 규제에 일반 으로 동의하지만 막상 내가 불편해지는 것은 싫다 1.712

30 형유통업체로의 쏠림 상이 사회 으로 부정 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가

격이 렴하고 편리하다면 형유통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 인 소비이다
1.361

9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형유통업체를 이용할 것이다 1.159

42골목상권과 소자 업자들의 생존을 나의 소비생활과 연 지어 생각하고

싶지 않다
1.109

13 형유통업체 규제가 기업의 횡포를 막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한다 1.026

41 형유통업체 규제는 완 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19

39 형유통업체 규제 이후 어디에서 소비를 할지 선택하는데 피로감을 느낀다 -1.302

22몇 가지 제품만 간단하게 구매할 때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용할지 재래시장이

나 동네 소매 을 이용할지 갈등이 생긴다
-1.343

11 형유통업체 규제 이후 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것에 마음

속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1.424

32 형유통업체 규제를 반 (찬성)하지만 사람들에게 반 (찬성)한다고 말하기

는 치가 보인다
-1.928

<표 3-8>제3유형에서 표 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N 진술문 유형1유형2유형3유형4

42 소자 업자들의 생존을 나의 소비생활과 연 지어

생각하고 싶지 않다
1 -1 4* 1

31 형유통업체보다 재래시장이나 동네 소매 을 더 이용할

의향이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가 어렵다
0 0 -3* 3

39 형유통업체 규제 이후 어디에서 소비를 할지 선택하는데

피로감을 느낀다
0 -1 -4* -1

32 형유통업체 규제를 반 (찬성)하지만 사람들에게

반 (찬성)한다고 말하기는 치가 보인다
-1 -3 -5* 2

유의수 : *p<.01

<표 3-9>제3유형과 다른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진술문



-116-

인정하지만 가격과 편리성 면에서 형유통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

인 소비라고 생각한다(30번).이는 곧 ‘님비주의자’의 가치체계에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그런데 ‘님비주의

자’는 소매 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규제로 인한 향을 거의 받지 않으

며 의식 으로 재래시장이나 소 유통업체를 이용할 의향 한 없다.

즉,규제에 여되지 않고 이를 외부자 에서만 평가함으로써 갈등으

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다.

‘님비주의자’들의 특성은 심층면 내용을 통해 보다 잘 악할 수 있

다.이들은 공통 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재래시장의 침체를 안

타까워한다.하지만 형유통업체가 가격이나 선택의 다양성 등에서 우

에 있다고 여기며,무엇보다 자신의 편의성을 가장 요하게 생각했다.

이와 같이 ‘님비주의자’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에 해 다른 틀(frame)을

용하는 모습을 보 다.정책 에서 이야기할 때는 사회시민으로

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다가,소비의 맥락에서는 소비

자로서의 경제 합리성과 선택의 자유를 강조했다.이처럼 가치 충돌을

해소하기 해 시민-소비자의 두 가지 을 략 으로 채택함에 따

라 말과 행동의 모순,가치와 행동의 차이(value-actiongap)가 발생했

다.심층면 과정에서 ‘님비주의자’들의 모순된 태도를 검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은 강한 혼란을 경험하며 자신이 이기 이라고 자책하는 모

습을 보이기도 했다.

“브랜  있는 제품이 천 리라도 나 에 as 는데 장에서 사면 런 

장도 안 고 이 하기도 편하니까 잘 안가 . … 폐 는 동의하  않아

. 가가 사회적 약자를 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 . 언젠가 나나 

리 가족이 자 업을 할 도 있는데 금은 상인 이 너무 리하잖아

.”(11 _30대 여성)

“대형마트는 큰 기업이 만 재래 장은 소 민 이 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인해서 소 민이 망한다는 거는 좀 안 좋게 아 여져 . 약자가 이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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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좋겠어 . … 저희는 가 적아서 조금씩 사먹는데 대형마트는 소량으

도 입할  있으니까 주  마트만 가 . … 모르겠어 . 너무 잡해 . 제

가 못 서 런가 .”(29 _30대 여성)

“  제를 하는  이해도 가고 필 하다고 생각도 어 . 다고 동기

여가 는 않아 . 솔 히 히  리랄까 런게 기도 하고 . 

제 입장에서는 가격이 고 편리한 점이 많으니까 대형유통업체를 이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돼 .”(4 _40대 남성)

“제가 좀 개인주의인 편이어서 런가... 사  다 같이 잘 사는 게 하

긴 하죠. 장도 활성화 면 좋겠어 . 런데 마트 갔는데 마침 는 날이면 

솔 히 얼마나 거 고 나 .”(18 _30대 여성)

4)제4유형:자기은폐자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줘요!"

제4유형은 형마트 SSM 규제로 인해 가치 충돌과 갈등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었으며,특히 자신의 본성을 감추려고 한다는 에서

‘자기은폐자’라고 명명하 다(<표 3-10>,<표 3-11> 참조).이 유형의

독특한 은 형유통업체 규제에 한 정 ,부정 평가 항목이

모두 음의 값을 보 다는 이다.이는 곧 규제를 반 하지만 동시에

반 하지 않는 양면 인 상태를 의미한다.이 유형의 소비자 가치

항목에서는 개인 가치가 사회 가치보다 높았지만 두 항목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 ‘님비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자기은폐자’의 내면에도

두 상충 가치가 공존하고 있었다.

‘자기은폐자’는 ‘자유주의자’와 유사하게 규제에 비 이며

‘님비주의자’와 유사하게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를 모두 추구하나 그

반응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자유주의자’는 시장의 효율성과 개인

가치를 일 되게 추구하기 때문에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한다.반면 ‘자기은폐자’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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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진술문 Z-score

7어디서 소비할지는 으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이다 2.085

20 형유통업체 규제가 실제로 소자 업자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것을 해 소비자가 희생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1.735

21 형유통업체 규제에 일반 으로 동의하지만 막상 내가 불편해지는 것은 싫다 1.693

27재래시장 동네 소매 이 변하지 않으면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1.637

22몇 가지 제품만 간단하게 구매할 때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용할지 재래시장이나

동네 소매 을 이용할지 갈등이 생긴다
1.558

30 형유통업체로의 쏠림 상이 사회 으로 부정 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가격

이 렴하고 편리하다면 형유통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 인 소비이다
1.463

41 형유통업체 규제는 완 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94

25 형유통업체 규제가 시장 추세와 시 의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각한다
-1.292

1 형유통업체 규제가 골목상권과 소자 업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정 으

로 생각한다
-1.417

2 형유통업체 규제가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한다 -1.515

40 형유통업체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04

<표 3-10>제4유형에서 표 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N 진술문 유형1유형2유형3유형4

22몇 가지 제품만 간단하게 구매할 때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용

할지 재래시장이나 동네 소매 을 이용할지 갈등이 생긴다
-3 0 -4 4*

31 형유통업체보다 재래시장이나 동네 소매 을 더 이용할

의향이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가 어렵다
0 0 -3 3*

32 형유통업체 규제를 반 (찬성)하지만 사람들에게 반

(찬성)한다고 말하기는 치가 보인다
-1 -3 -5 2*

1 형유통업체 규제가 골목상권과 소자 업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한다
-2 5 1 -4*

2 형유통업체 규제가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한다
-1 3 0 -5*

유의수 : *p<.01

<표 3-11>제4유형과 다른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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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폐지하는 것 한 반 하는 입장이다.이 유형은 ‘님비주의자’와

같이 소비의 맥락에서는 개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데,‘님비주의자’가 가치 충돌과

갈등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것과 달리 ‘자기은폐자’는 갈등 상황에

몰입되어 집착과 퇴보의 반응을 보인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몇 가지 제품만 간단하게 구매할 때 SSM을

이용할지 동네 소매 을 이용할지 갈등이 생기고(22번),재래시장

동네 소매 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나 이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31번), 형유통업체 규제를 반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반 한다고 말하기가 치가 보인다(32번)고 응답하 다.즉 사회 으로

바람직한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도덕의식으로 인해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 간에 충돌로 인한 내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심층면 과정에서 ‘자기은폐자’들은 ‘님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앞

뒤가 맞지 않는 다소 모순된 답변을 하 다.하지만 ‘님비주의자’들이 규

제의 필요성과 사회 가치의 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규제에 반하는 행

동을 보이는 것과 달리 ‘자기은폐자’들은 규제의 근본 취지가 갖는 바

람직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공

통 으로 기업 주의 유통시장 구조와 재래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문

제이면서도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을 지 하 다.이들 일부는

규제를 마음속으로는 반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즉,가면을 쓰는 방식으로 갈등에 응하기도

하 으며,일부는 형마트나 SSM을 주로 이용하는 자신의 행동을 ‘반

성해야 한다’고 표 하는 등 심 으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 다.이처럼

‘자기은폐자’는 높은 수 의 내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람 을 호한다는 취  하니까 대하기도 고... 당연히 제하

면 만 다고 다고 말은 못하고 뭐 게까  하냐... 런 이죠. 

제 업 때문이기도 하겠 만 정 가 러라니 일  소비자 이야 뭐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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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죠.”(1 _30대 여성)

“저도 재래 장 가는거 장히 좋아합니다. 런데 가족 이 있으니까 상

황이 게 안 는거죠. 이 이면  앞에 퍼도 자주 이 하고 은데 

도 않고 물건도  없고... 이런 것도 사  다 핑계고 어떻게 면 점점 

이기적이 어가고 내 편의만 생각하게 는 것 같 니다.”(2 _30대 남성)

“자 주의 사회에서 소비자 은 자기 이익을 추 하기 마 이잖아 . 런

데 이대  면 안  것 같기는 해 ... 래도 뭔가 좀 다른 이 어야 

한다고 생각해 . 잘 모르겠어 . 너무 어  문제 .”(28 _30대 여성)

“과거 주류 던 장이 이대  멸종하느냐, 절충안을 찾아  것이냐, 속도

를 늦출 것이냐가 하  새  채널에 제를 가해야한다는 상은 장

히 언 에 누기 ? 다고 재래 장은 어쩔  없으니까 내 다는 

것은 정 가 이해 계를 조율하  않겠다는 포기의 뜻이니까 동의하기 어

. 이미 때를 놓쳐서 안타깝긴 한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제를 하는 건 현

재 가피할 것 같긴 해 . 찬성하기도 어 만 대도 못하겠어 .”(26

_30대 남성)

5)각 유형 간의 일치문항

본 연구에서 도출된 네 가지 소비자 유형이 공통 으로 동의하거나

반 한 진술문은 <표 3-12>와 같이 총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가장

에 띄는 것은 네 유형 모두 재래시장 동네 소매 이 변하지 않으면

형유통업체 규제의 효과는 없을 것이며(27번), 형유통업체를 규제하

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형유통업체를 이용할 것이라고(9번)생각한다는

이다.이 두 문항은 체 문항을 범주화했을 때 규제의 실효성 항목에

해당한다.즉,규제를 찬성하거나 반 하는 것에 계없이 부분의 소비

자들은 재의 규제 방식이 실효 이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한 모

든 유형에서 어디서 소비할지는 으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문

제이며(7번),소비자는 주어진 산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 화하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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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진술문 유형1유형2유형3유형4

27재래시장 동네 소매 이 변하지 않으면 형유통업체

를 규제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4 4 3 4

9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형유통업

체를 이용할 것이다
5 2 4 3

7 어디서 소비할지는 으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이다
5 2 5 5

8 소비자는 주어진 산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 화하면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2 1 2 3

41 형유통업체 규제는 완 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5 -3 -3

<표 3-12>각 유형 간의 일치문항 Q-요인 수

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8번)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두 문

항은 체 문항을 범주화했을 때 개인 가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 가치를 강하게 추구하는 ‘상생추구자’역시도 소비자의 선택의 자

유와 효용 극 화를 정 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반면,‘자

유주의자’를 포함한 네 유형 모두 형유통업체 규제가 완 히 폐지되어

야 한다는 의견(41번)에는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형유통업체 규제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보편 인식,보편 으로 추구하

는 가치를 고려하여 립하는 가치 간 최 의 균형 을 찾는 노력이 요

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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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소결

유통이 형화되고 기업으로 집 화됨에 따라 힘의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있다.한편,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경제를 해치고 유통

의 발 과 소비자 후생 모두를 해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유통정책의

효과는 결국 소비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는

바,상충하는 가치에 한 소비자 인식을 토 로 행동변화 가능성에

한 심도 있는 고려가 요구된다.이에 본 연구는 통합 근방법인 Q방

법론을 용하여 형마트 SSM 규제정책에 한 소비자 반응을 심

층 으로 탐구하 다.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문헌고찰과 심층면 을 통해 형마트 SSM 규제에 한 다

양한 소비자의 인식과 반응을 악할 수 있었다. 체 Q모집단을 유사성

에 따라 범주화한 결과, 형유통업체 규제에 한 소비자 인식은 정

․부정 측면의 평가 요인,규제를 둘러싸고 립하는 개인 ․

사회 가치 요인,소비자 갈등,실효성 인식,무 심의 다섯 가지로

분류되었다. 한 심층면 을 통해 형유통업체 규제가 지향하는 사회

가치와 소비자가 소비선택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다는 이 확인되었다.이는 유통업태 선

택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로감을 가 시키고 정책에 해 부정 으로 평

가하게 하며,나아가 정부에 한 불신도 높아지게 만들었다.단순히 '선

'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를 움직일 수 없다.본 연구의 결과는

유통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책의 의의에 하여 소비자와 공감 를 형성

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비자의 실질 인 이해 계를 고려하는 것을 통해

갈등을 축소시키는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둘째,Q분류 결과를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형마트 SSM

규제에 한 소비자의 인식유형은 총 4가지로 추출되었다.이는 형유

통업체 규제에 한 4가지의 상이한 인식과 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제1유형인 ‘자유주의자’는 개인 가치를 우 에 두고 시장의 자율경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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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극 화를 강조하 다.이들은 경쟁을 통해서 유통산업이 발달할 수

있으며,소비자 한 이를 통해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제2

유형인 ‘상생추구자’는 규제가 목표로 하는 사회 가치의 요성을 인식

하고 이에 조하는 자세를 보 다.이들은 특히 장기 인 에서 소

비의 바림직성을 고려하 으며,상생과 동반성장 기조가 시 자본주

의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3유형인 ‘님비주의자’

와 제4유형인 ‘자기은폐자’는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를 모두 추구하

는 양면가치태도를 가지고 있었다.하지만 규제에 한 태도와 행동 양

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님비주의자’는 상황에 따라서 상품을 구매

하는 ‘소비자’와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의 두 가지 을 취하며

형유통업체 규제에 정 인 태도를 보이나 실제 행동에서는 재래시장

이나 소 유통업체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은폐

자’는 소비에 있어서 개인 가치를 추구하나 사회 으로 바람직한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도덕의식으로 인해 내 갈등을 겪고 자신의 본성을 감

추려는 모습을 보 다.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들의 내 가치체계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소비자의 생각을 하나의 잣 로 악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 다.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소비

자 선택에 있어서 한 사람 안에 내재된 다양한 가치를 탐색했다는 에

서 학문 의의가 있다.

셋째,소비자 유형에 따라 갈등의 수 갈등에 응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본 쟁 에 있어 소비자의 가치 충돌은 개인의 내면

개인과 사회 간에 나타났다.‘자유주의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 간의 충돌을 경험하고,이로 인해 발생한 내 갈

등에 해 규제에 항하고 사회 가치를 의도 으로 무시하는 방식으

로 응했다.‘상생추구자’의 경우 어떠한 가치 충돌도 나타나지 않아서

갈등 수 이 낮았지만 규제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기 해 규제로 인한 불편을 의도 으로 무시하거나 축소

하는 자기통제의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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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주의자’와 ‘자기은폐자’는 내면에 공존하는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 간 충돌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자기은폐자’가 높은 수 의 내 갈등

을 겪는 것과 달리 ‘님비주의자’는 갈등 수 이 비교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 ‘님비주의자’가 재래시장이나 소 유통업체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무 심하고,여기에 여되는 것을 회피하는 등 가치 충돌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으로부터 도피하기 때문이다.반면,‘자기은폐자’는 자

신의 내 갈등에 몰입하고 있었다.이들은 가면을 쓰고 자기의 본래 욕

구와는 달리 규제에 순응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자신이 형유통업체를

주로 이용한다는 것에 하여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 다.한편,이 두 유

형이 ‘시민’과 ‘소비자’사이에서 역할갈등을 겪고 있다는 은 소비자시

민으로서 사회책임 인 소비를 실천하는 것의 요성에 한 체계 교

육이 필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갈등은 질 으로 더 우수한 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정 기능을

한다(Amason& Schweiger,1994).따라서 소비선택에 있어서 갈등에

하게 응하고 이를 리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하지만 본 연구

에서 ‘상생추구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이 취하는 갈등 응방식은 갈

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과 부정 감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소비자들에게 형유통업체 규제의 내용 의의에

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치

요인들을 주체 으로 단하고 내 갈등을 리하도록 도울 필요성이 제

기된다.

넷째,본 연구에서 밝 진 네 개의 소비자유형은 공통 으로 재의

형유통업체 규제 방식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동

시에 형유통업체 규제를 폐지하는 것에도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유통에 있어 공정한 경쟁이나 상생의 가치가 요하다

는 을 인식하고 있으나,이를 한 정책 개입이 재와 같은 방식으

로 이루어지는 것에 해서는 의구심을 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소비선택은 으로 소비자의 자유이며,소비의 목표는 자신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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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네 유형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하거나 이득에 반하는 정책에

해 소비자들이 강하게 항할 수 있음을 보여 다.따라서 유통정책의

수립 실행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보편 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이해하

고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진 해하는 핵심 요소들을 발굴하는 다

각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본 연구에서의 ‘님비주의자’와 ‘자기은폐자’는 소비의사결정

과정에서 내 불일치를 겪고 있었다.이는 형유통업체 규제에 한

소비자의 신념 가치 과 실제 행동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

여 다. 한 가치-행동 갭(value-actiongap)의 존재는 형유통업체 규

제가 소비자들로 하여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일으켜 자신의 경험이

나 주 보다는 사회 으로 용납되고 윤리 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응답하

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지 까지 형마트 SSM 규제

에 한 소비자 조사들은 부분 설문지를 통한 양 연구방법을 채택하

고 있다.본 연구는 Q방법론과 심층면 을 통해 자기보고식 조사의 한계

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에서 방법론 의의가 있으며,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 인 질 연구방법의 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사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문헌고찰과 심

층면 을 병행하여 형마트 SSM 규제에 한 소비자들의 주

인식을 최 한 다양하게 수집하고자 하 다.하지만 본 연구에서 채택한

Q진술문의 상당수가 선행연구,뉴스기사, 문가칼럼 등에서 수집되었는

데,이러한 문헌들은 규제에 해 특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

았다.때문에 본 연구에서 채택한 진술문들은 찬성과 반 ,개인 가치

와 사회 가치와 같이 서로 립되는 성격을 띠었고 이러한 성격의 진

술문 구성은 본 연구의 결과에도 향을 미쳤을 수 있다.따라서 Q방법

론을 채택하는 후속 연구에서는 진술문의 출처에 한 사 고민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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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소비자 내 갈등 결과:

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이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향

: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심으로

제 1 문제 제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화로 유통업계는 큰 변화를

맞고 있다.그 심에는 모바일쇼핑이 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

년 1분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5조 560억 원으로 년 동기 비 79.2%

증가했으며, 체 온라인쇼핑에서 차지하는 비 도 지난해 26.9%에서 올

해 40.9%로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통계청,2015).모바일쇼핑이 갖는

강력한 잠재력 하나는 기존의 많은 채 들이 모바일 매체를 심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이다.소비자들이 이동 에도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온라인 상거래의 패턴 자체가 변화하고 있으며,여기에

오 라인 유통업체,홈쇼핑 등도 모바일 쇼핑 시장에 진입하여 옴니채

(omni-channel)을 구축하고 있다.결국 선택 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

는 쇼핑환경에서 모바일 매체라는 강력한 무기로 가 소비자에게 더 최

화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가 소매유통 경쟁의 핵심이 될 것으

로 측되고 있다(Lazaris& Vrechopoulos,2014).

소비의 맥락에서 모바일 쇼핑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우

합하다는 장 이 있다.모바일 매체는 사용자를 특정하고,실시간으로

사용되고, 치를 인식한다는 에서 사용 환경의 특수성을 갖는다

(Swilley& Hofacker,2006).일례로,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 많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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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있는 O2O(Online-To-Offline)서비스는 근거리통신 기술과

치추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개인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오 라인으로 유도하고,이 게 유치한 소비자의 개

인정보 축 된 정보를 분석하여 마 의 정교화와 수익증 를 꾀한

다(김 건,2014).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는 소비자의 심과 취향

을 반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효율성,편리성,환 등과 같은 다양한 이

을 제공하며(Chellappa& Sin,2005),이러한 혜택은 소비자가 일반 서

비스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더 유용하고 가치 있다고 인식하도록 한다

(Sheng,Nah& Siau,2008).

하지만 개인화에는 본질 으로 기술이 갖는 양면 속성이 있다.개

인화 서비스가 효과 으로 시행되기 해서는 소비자의 선호에 한 이

해가 필수 인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를 마 목

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나종연․이진명․최아 ․윤정선․최

지원,2014).따라서 개인화 기술의 발 은 역설 이게도 소비자들이 느

끼는 개인화 혜택과 라이버시 험을 동시에 증가시키며 소비자를 선

택의 딜 마에 빠지게 한다(Awad& Krishnan,2006;Xuetal.,2011).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기기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각종 모

바일 이용정보 치정보까지 결합될 수 있다는 에서 소비자의 우려

와 갈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Sutanto,Palme,Tan& Phang,2013).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화- 라이버시 역설 상의 변에는 개인정보

를 극 으로 활용함으로써 성장하고자 하는 가치와 개인정보를 숨김으

로써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간의 충돌이 내재한다고 본다. 한

한 개인 안에도 서로 립하는 가치가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두고,개인정보 활용에 내재된 두 가치에 해 소비자가 얼마나 양

면 인가에 주목할 때 상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심리학에서는 립하는 가치가 공존할 때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며

이는 상에 한 정 강화 는 부정 상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Thompsonetal.,1995). 한 기술 역설(technology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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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연구에서는 기술의 양면 속성을 모두 높게 인식할수록 스트

스가 높아지며,이를 극복하기 해 사용자는 기술을 회피하거나 기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략을 선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Mick& Fournier,

1998;Jarvenpaa& Lang,2005).하지만 양면가치태도는 이를 어떻게 정

의하고 측정하는가에 연구자별로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인 계를 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가 소비자의

내 체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분석하고자 한다.비교 민

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로 조사 상

을 구체화하여,개인정보 활용의 근 요인으로서의 개인화 혜택과 회피

요인으로서의 라이버시 험에 한 양면가치태도가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에 한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향과 그 계에서 내 갈등이 갖

는 역할을 구조 으로 살펴보고,세 변수 간의 계가 사업자에 한 소

비자의 신뢰에 따라 조 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심리학에서 양면가

치태도의 존재가 곧 갈등이 해소되어야 하는 상태로 본 것과 달리,본

연구는 한 개인 안에 립하는 가치가 모두 요하게 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의 효과는 내 체계에서 갈등이 유발되는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을 주요 논 으로 설정한다.본 연구는 개인화- 라이버시

역설 상을 보편 가치 이론(Schwartzetal.,2012)의 성장 가치와 보

호 가치의 립과 갈등이론(Lewin,1935)의 근-회피의 틀을 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양면성이 심화되는 유통의 정보화 흐름에서 소비자 만족

증진을 한 체계 이고 실효 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에서 궁극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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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이론 배경

1.유통의 정보화와 가치 충돌

유통의 정보화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심으로 유통환경

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Zhu& Li,2006).일반 으로 기술의 발 과

더불어 정보화가 가속화될수록 소비생활의 편리함과 효율성이 증 될 것

으로 망되지만 라이버시 침해와 험의 규모화 등 정보화의 역기

능 한 심화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이용수,2011).특히 소비자의 개

인정보는 개인의 소 한 인권이면서 동시에 정보화 사회에서 부를 창조

하는 요 요소이다.인권 측면에서는 보호 상인 반면,경제 측면

에서는 활용 상인 셈이다.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두고

‘성장’과 ‘보호’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김 건,2014).이하에서는

유통의 정보화 흐름에서 충돌하는 성장과 보호의 가치를 근요인으로서

의 개인화 혜택과 회피요인으로서의 라이버시 험으로 구체화하여 살

펴보고 개인화- 라이버시 역설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1)개인화 혜택

개인화는 ‘소비자의 선호와 행동에 한 지식을 기 로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는 ‘기업과 개별 소비자

간의 e-commerce상호작용을 한 개인정보 기술의 활용’으로 정의

된다(Surprenant & Solomon, 1987; Pappas, Giannakos &

Chrissikopoulos,2012).정보가 범람하는 시 에 자신에게 합한 차별화

된 정보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맞물려 개인화의 요성

이 차 강조되고 있다(Lee& Cranage,2011).

개인화는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빛을 발한다.기존에는 소비자에 의

해 주어진 개인 인 데이터로부터 개인화를 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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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치정보,웹 로그,통신 네트워크 등 모

바일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사진,비디오 등의 미디어 자료,소

셜미디어 정보 등까지 통합되어 더욱 세분화된 소비자 로 일을 추출

할 수 있게 되었다(김기수,2013).특정 스마트폰이 소유자와 1:1로

하게 련된다는 것은 개별 소비자를 구별하고,차별화하고,상호작용하

고,시공간의 제약 없이 맞춤화·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Sutantoetal.,2013).모바일 환경에서의 개인화가 스마트폰이

나 태블릿을 이용한 거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2012년 ComScore

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쇼루 (showrooming)하기 해,즉

오 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뒤 추가정보를 탐색하거나 구매하기

해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다고 응답하 다.이는 모바일 매체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하다는 강 을 통해 소매유통 반의 개인화에 있어

주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Rapp,Baker,Bachrach,Ogilvie

& Beitelspacher,2015).이처럼 스마트폰의 출 과 모바일 커머스의 확

산으로 인해 개인화의 가치는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개인화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효율성과 편의성이 표 이

다.개인에게 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시함으로써 구매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수많은 선택 안들 소비자의 심과 필

요에 맞는 상품을 선별하는 것을 통해 정보탐색 효율성 한 증 될 수

있다. 한 정보 탐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검색 노력을 감함으로써 편

의성이 폭 증 된다(Chellappa& Sin,2005;Xuetal.,2011;Pappas

etal.,2012).이처럼 개인화가 소비자에게 주는 효율과 편의의 혜택은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만족과 이용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Shengetal.,2008).

한편, 매자 역시 개인화를 통한 목표고객 타기 으로 마 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소비자와의 지속 인 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

식 채 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얻게 된다. 한 개

인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특정한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 리 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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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게 만듦으로써 구매율,재방문율을 높이고 다른 서비스에 한 진

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김기수,2013;디지에코,2013).

2) 라이버시 험

라이버시는 시 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기에는

완 한 불가침의 권리로서 ‘혼자 있을 권리’ 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개

인의 지극히 일반 인 권리’로 정의되었다(Westin,1967;김종기․김상

희,2013재인용).정보화의 진 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을 둔 정보 라이버시의 개념이 새롭게 두되었는데,

이는 개인에 한 정보를 언제,어떻게,얼마만큼 공유할 것인가와 연

된 개념으로 개인정보가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제어하기 한 능력,

즉 ‘개인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을 의미한다(Culnan,1993;Paine,Reips,

Stieger,Joinson& Buchanan,2007).

기술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의 기

본 정보,거래 련 정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행태정보, 치정보

는 물론 건강상태나 재무 상태에 한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하여 이를

마 목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Milne& Boza,1999).이에 따

라 정보주체인 개인의 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은 차 높아지고 있

으며,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되고 활용되어 자신의

라이버시가 훼손되고 안 이 받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나종

연 외,2014).실제로 디지털 기기는 정보의 수집, 장,가공 등이 용이

할 뿐만 아니라 정보가 제3자에게 쉽게 달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라이버시 침해는 큰 문제로 두될 수 있다.한편,모

바일 서비스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상업 거래가 가능해지고 모바일

매체를 통한 정보 교류가 속도로 늘어나면서 거래의 안 성이 요하

게 두되었다(Vatanparast& Asil,2007).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은 라

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와 련하여 모바일 매체를 통한 거래의 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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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의 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만수․이경렬,2011).

기술과 라이버시 논쟁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개인화 서비스이다.개인화 서비스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다양한 효

용을 제공하지만 소비자에 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상업 으로 활용

할 수밖에 없다는 에서 본질 으로 라이버시 침해의 험을 내포하

고 있다(Turow,King,Hoofnagle,Bleakley & Hennessy,2009;Ur,

Leon,Cranor,Shay& Wang,2012).기업은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이용

하여 잠재 인 고객층을 로 일할 뿐 소비자 개개인을 식별하거나 추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소비자 에서는 군가가 자신의 개인

인 구매정보, 치정보,상황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라이버시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Rafee,2004).선행연구에서

라이버시 험은 개인화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만족에 부정 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Guo,Sun,Yan& Wang,2012;

Lee& Rha,2013;한지숙․염동섭,2014;Lee& Kwon,2015).

3)개인화- 라이버시 역설

정보 라이버시 분야에서는 라이버시에 한 우려가 클수록 라이

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이 높아지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

도가 낮아진다고 가정한다(Smith,Milberg & Burke,1996;Dinev &

Hart,2006).하지만 몇몇 실증 연구에서는 라이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라이버시 보호를 한 노력에 인색하

고,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모순된 행동이 발견되었다

(Barnes,2006).행동경제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라이버시 역설

(privacyparadox)’이 사람들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rationality)때문

에 라이버시의 가치에 해 심사숙고하여 이성 단을 하기보다는

당장에 주어지는 작은 이득을 얻기 해 충동 으로 휴리스틱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Sundar,Kang,Go,& Zhang,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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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Awad& Krishnan(2006)은 Culnan& Bies(2003)이 제시한

라이버시 계산(privacycalculus)이론을 용하여 사람들의 행동이 실제

로 비이성 이고 모순되기보다는 라이버시와 련하여 서로 교환가능

한 혜택- 험 비교를 통해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하 다.이성 인 소

비자들은 경제 에서 개인정보 제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험을 계산하여 유리한 방향으

로 행동한다는 것이다(Xuetal.,2011).개인화 서비스가 차 확산되고

고도화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개인화와 라이버시 간의 상충

계로 인한 개인화- 라이버시 역설(personalizationprivacyparadox)

을 경험하게 된다(Awad& Krishnan,2006;Xuetal.,2011).2000년

반까지는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라이버시 역설,즉 소비

자의 비합리 인 행동에 연구의 이 맞추어졌으나 라이버시 험과

개인화 혜택을 상충 계로 근한 개인화- 라이버시 역설이 새로운 연

구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개인화- 라이버시 역설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화와 라이버시

의 계를 효용과 비용,이득과 손실,혜택과 험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

화하고 있으나,공통 으로 소비자의 내 체계에서 립한다고 가정한다.

실증연구를 통해 치기반 고(Xu etal.,2011),개인화 편의서비스

(Shengetal.,2008),개인화 마 (Awad& Krishnan,2006;Sutanto

etal.,2013)등에 한 소비자 만족과 수용에 있어서 개인화 혜택은 정

, 라이버시 험은 부 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 졌다.하지만 이

러한 근은 소비자가 두 가지 요인을 독립 으로 인식한다고 가정하는

것으로,한 개인이 두 요인을 모두 높게 인식하거나 모두 낮게 인식하는

경우에 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 한 역설 상에서 야기되는 불안

과 긴장 등의 갈등요소가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에 한 설명 역시 보완될 필요가 있다.이에 본 연구는 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의 개념을 용하여 개인화- 라이버시 역설에 한 논의를 다

른 에서 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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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

1)양면가치태도의 개념

양면가치태도(ambivalence)는 하나의 사물이나 상에 해 상반된

감정이나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근하려는 동시에 회피하려는

이 경향을 의미한다(Thornton,2011).양면가치태도는 인간의 내 체계

에서 발생하는 상충 상을 포 으로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상에 용했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그 결과도 상이하게 제시된다.이를 지칭하는 용어 한 양

면가치,태도양가성,양면성,양가감정,상충성 등 다양하다.

양면가치태도에 해 처음으로 조작 정의를 내린 것은 갈등이론이

다.이 이론에서는 양면가치태도를 다양한 반응 안들의 결과로 정의하

는데,구체 으로 그러한 반응 안들은 상충해야 하고 유사한 요도와

강도를 가져야 하며 목표가 같이 바람직하고 선택 가능한 경우에 일어

난다(Miller,1944;장유진,1998재인용).Miller는 양면가치태도가 나타

나는 이유가 개인 내에 있는 양립할 수 없는 반응들이 서로 경쟁하기 때

문이라고 보았다(Miller,1944;Penz& Hogg,2011재인용).

감정의 양면성에 한 논의는 그 역사가 깊지만 인간의 인지에 있어

양면성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0년 태도양가성(attitudinal

ambivalence)연구부터이다(Thompsonetal.,1995).양면가치태도의 가

능성이 과거 연구에서 부분 무시되어 왔던 첫 번째 이유는 태도분야를

지배해왔던 일 성 이론(consistencytheory)의 향이 컸다.일 성 이

론은 인간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부조화나 불일치가 나타나면 그러한 긴

장상태를 벗어나 일 성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이론에서 양면 인 태도는 존재할 수 없는 가정이었다(이수원․박

석,1998).따라서 양면가치태도는 인간의 인지와 태도의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는 오차변량으로 여겨져 왔다(Thompsonetal.,1995).두 번째 이



-135-

<그림 4-1>양면성을 반 한 태도의 이차원 공간

출처:Cacioppoetal.(1997)p.7.에서 채택하여 자 수정

유로 측정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태도는 주로 단일의 양극 차원으로

측정되어 왔기 때문에 태도의 정 요소와 부 요소는 상호간 아주 높

은 음(-)의 상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Caciopoetal.,

1997).<그림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 인 태도 연구에서는 일방

의 축에서 정이 상승하면 부정이 감소하고,부정이 상승하면 정이

감소한다고 보았다.이때 일방의 축을 벗어나는 화살표(→)오른쪽에 속

하는 양면집단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종의 립상태로

여겨졌다.복합 이고 상반된 태도의 극한 립으로 인해 나타나는

립상태와 양쪽 모두에 무 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립상태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내 요인들의 립과 갈등에 한 많은

양의 실제 정보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Priester& Petty,1996).

립되는 태도반응의 조합이 존재하는가의 여부,그리고 두 요소의 조합이

어떠한 비 으로 존재하며 그 강도는 어떠한지에 한 고려는 양면가치

태도의 개념을 용할 때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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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psonetal.(1995)의 Griffin공식:

양면가치태도=( 정 반응+부정 반응)/2-|정 반응-부정 반응|

2)양면가치태도의 두 가지 측정 방식

양면가치태도의 측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이는

양면가치태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첫 번째는 양면가치태도를 상충의 정도,상충하는 상 그 자체로 보

는 것으로 일명 객 양면가치태도(objectiveambivalence)라고 일컬어

진다.이는 상에 한 정 반응과 부정 반응 는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을 각각 따로 측정하고 이를 조합하여 양면가치태도의 지표로 사용

한다.이러한 측정방식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양가 인 정도를 스스로 인

지하기 어렵다는 을 제로 한다.

객 방식으로 양면가치태도를 측정하는 Kaplan(1972)의 방식에서

는 신념,느낌,생각 등에 한 정,부정 반응 값을 따로 측정하고 반

응 값의 크기가 더 큰 쪽은 지배반응(dominantreactions)으로,작은 쪽

을 갈등반응(conflictingreactions)로 범주화시킨다.그리고 정과 부정

반응 값의 합에서 두 값 간의 차이를 뺌으로써 양면가치태도가

산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Kaplan의 방식에 따르면 양면가치태도는 갈등

반응,즉 열 반응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선형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Thompsonetal.(1995)은 상충하는 두 힘의 크기가 유사하고, 어도

간 정도의 일정한 강도가 제되어야 함에 입각해서 아래와 같은 일명

Griffin공식을 제안하 다.최근에 이루어지는 많은 연구에서 Griffin공

식으로 양면가치태도를 측정하고 있으며,이 방식은 양면가치태도의 두

가지 조건을 반 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윤정

선,2013).먼 ,강도는 두 값의 평균값을 통해 측정하며 유사성은 이

값에서 두 값의 차이를 뺌으로써 아래의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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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측정 방식은 양면가치태도를 상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 갈

등으로 개념화하는 것으로 일명 주 양면가치태도(subjective

ambivalence)라고 일컬어진다.이는 개인이 느끼는 양면가치태도의 정도

를 직 물어보는 방식으로 측정한다.Priester& Petty(1996)은 수리

인 방식으로 산출된 양면가치태도 지표가 인간이 상에 느끼는 실제

인 심리 갈등을 정확하게 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에 한 수리

양면가치태도와 상에 해 느끼는 갈등으로서의 양면가치태도를 구분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연구에서 동일시해왔던

양면성의 정도와 내 갈등이 서로 다른 속성일 수 있음을 보여 다.즉,

양면가치태도가 높으면 내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나 이것이 하나의 개

념은 아니며,두 개념 간의 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양면가치태도를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측정 방식이 사용된다.상충으로서의 양면가치태도에 한 많은 연구들

은 Thompsonetal.(1995)의 Griffin공식을 사용하여 이를 측정하고 있

다(Costarelli& Colloca,2004;Ojala,2008;Penz & Hogg,2011,

Thornton,2011;윤정선,2013).반면,갈등으로서의 양면가치태도에 한

연구들은 주 양면가치태도의 측정방식을 사용한다(Olsen,Wilcox&

Olsson,2005;Priester,Petty& Park,2007;Mucchi-Faina& Pagliaro,

2008;Bui,Droms& Craciun,2014).한편,상충으로서의 양면가치태도와

갈등으로서의 양면가치태도의 개념을 구분하고 이를 각각 측정하여 둘

사이의 계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장유진,1998;Costarelli& Colloca,

2004;Bee& Madrigal,2013).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객 인 양면가치

태도가 주 인 양면가치태도를 매개로 소비자의 만족이나 행동에 향

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 한 소비자가 성장과 보호의 가치에 해 얼마나 양면 인

태도를 보이는가와 두 가치의 충돌로 인해 얼마나 갈등을 겪는가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두 변수 간에 선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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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과 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이에 ‘양면가치태도’변수는

Griffin방식으로,‘내 갈등’변수는 주 양면가치태도 척도로 각각

측정하고,양면가치태도가 내 갈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

하 다.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는 소비자 내 갈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의 결과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양면가치태도를 부정 으로 간주하는데,이는

양면가치태도가 심리학의 갈등 이론에서 생된 개념이기 때문이다.양

면가치태도에 해 본격 연구를 시작한 Katz(1981)는 동일한 상에

해 사랑과 증오,쾌락과 고통, 기와 욕망 등 서로 립하는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을 양면가치태도로 개념화하고,양면가치태도가 내

모순을 일으켜 자아상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되며,이를 해소하

기 해 일종의 병리 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았다.양면가치태도의 결

과가 부정 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부분 Katz의 연구와 유사하게

좋음(+),싫음(-)과 같이 단일 축에서의 모순된 감정의 공존에 을 맞

추고 있다.양면가치태도가 온라인과 오 라인 채 선택행동에 부

향을 미친다고 것을 실증한 Penz& Hogg(2011)의 연구에서도 양면가치

태도(ambivalence)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 으로는 기쁨과 꺼

림의 혼합정서감정(mixedemotion)을 다루고 있으며,양면가치태도가 구

매를 지연시키거나 포기시키는 부정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Bee&

Madrigal(2013)의 연구에서도 희망과 두려움,즐거움과 분노의 모순되는

감정의 측면에서 양면가치태도를 측정하 다.Costarelli& Colloca(2004)

는 양면가치태도가 친환경 인 소비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을 인지

양면가치태도와 감정 양면가치태도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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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에 기 한 인지 양면가치태도는 유의한 향이 없으나 좋음

과 싫음의 감정 양면가치태도는 친환경 소비행동에 유의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면가치태도를 부정 으로 바라보는 연

구들의 다른 특징은 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을 구분하지 않고 측정

했다는 이다. 표 으로 Priester& Petty(1996)는 양면가치태도가 소

비자로 하여 구매의 불확실성과 불편감을 높이는 부정 효과가 있다

고 보았는데 이때 양면가치태도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의미하는 주 양면가치태도 즉,내 갈등의 문항으로 측

정되었다.이처럼 양면가치태도가 부정 결과를 야기한다는 연구들은

인지심리학 에서 감정 인 양면성과 내 갈등에 을 맞추고 있

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후 양면가치태도는 감정을 넘어서 태도,신념,가치 등의 경향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확 되었다.사회학에서는 양면가치태도를 사회

의 다의성,불안정성,불확실성을 포 하여 인들이 다양한 ‘형’속

에서 모순과 괴리를 겪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 다.사회학자

인 Bauman(1991)은 그의 서인 ‘근 성과 양면가치태도(modernityand

ambivalence)’에서 ‘양면가치태도의 모호성(ambiguityofambivalence)’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양면가치태도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인간

의 감정뿐만 아니라 삶이나 시간 모두 유동 (liquid)이기 때문에 양면

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Bauman은 사회에는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한 공포와 희망이 공존한다고 설명했으며

20세기 후반의 변화를 포스트 모더니티와 소비주의로의 환으로 보고

소비하는 자유와 소비를 통한 즐거움을 얻기 해 많은 사람들이 안 의

가치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그의 기본 입장은 사

회에서 양면가치태도는 불가피한 상이라는 것이다.

양면가치태도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연구에서 양면가치태도

가 정 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이러한 연구

들의 공통 은 양립하기 어려우나 독립 으로 의미가 있는 가치와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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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존에 을 맞추며,만족감이나 행동의 변화를 양면가치태도의 최

종 결과로 보고,갈등은 양면가치태도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

로 여긴다는 이다. 표 인 로 Tetlock(1986)의 연구를 들 수 있는

데,그는 통합 복잡성이 높은 사람 즉,서로 반 되는 가치와 신념을

함께 통합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통합 복잡성이 낮은 사람에 비해

보다 다각 인 시각에서 과업을 효율 으로 수행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통합 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서로 립 계에 있는 방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한 개인이 갖게 된 것으로 그만큼 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

졌다고 볼 수 있다.이는 곧 상이 소구하는 복합 인 가치의 측면을

모두 지각하고 의사결정에 반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

Hänze(2001)는 양면가치태도가 높으면 정보탐색 노력을 증가시키게 되

기 때문에 궁극 으로 상에 한 폭넓고 정교한 사고의 확장을 이끄는

동인이 된다고 주장하 다.

양면가치태도의 순기능은 유형화를 통해 양면집단을 구분하고 그 특

징을 분석한 연구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이미경(2010)은 근-회

피 분석틀을 용하여 심리 상담에 한 개방-낙인,신뢰-불신의 양면가

치태도를 Kaplan(1972)의 의미분화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양면

집단,상담선호 집단,상담비선호 집단,무 심 집단의 4개 유형을 도출

하 다.집단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양면집단은 내 갈등 수 이 상담비

선호 집단과 유사하게 높으며 상담을 받으려는 의도는 상담선호 집단과

유사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갈등수 이 높으면서도 상담에 한 의

도가 높다는 것은 양면집단에 한 이해와 한 개입을 통해 이들이

더 쉽게 상담서비스를 수용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하며,이는 곧 양

면집단의 잠재 요성을 보여 다.신승훈(2003)은 소비자의 양면가치

를 동질성을 추구하는 집단소비와 개성을 추구하는 개인소비의 공존,합

리성을 추구하는 이성소비와 과시 욕망을 추구하는 감성소비의 공존이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고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 다.분석 결

과,양면가치태도가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새롭고 신 인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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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의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마 에서

어느 하나의 개별 가치만을 충족시키는 것만이 아닌, 립되는 속성의

양면가치에 한 소비자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킴으로써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와 유사하게 김은 ․황진숙(2012)의 연구

에서도 의류 쇼핑에 있어서 양면가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애용하는

쇼핑몰을 가장 자주 방문하고 구매도 가장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당에 한 양면가치태도에 한 김연숙(2013)의 연구에서는 양면

가치태도 집단이 표면 으로 볼 때는 단면가치태도 집단에 비해 투표결

정을 유보하는 경향이 나타나나,이러한 상의 원인은 최종투표선택을

해 기 이 되는 안을 찾고 새로운 정보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하기

해 극 으로 정보를 추구하기 때문이며,이는 최종 의사결정의 만

족감을 높이는 정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 다.

본 연구와 같이 정보화와 기술의 발 으로 인한 성장과 보호의 가치

의 양면성을 다룬 연구에서도 양면가치태도가 소비자 만족과 행동에

정 향을 미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Ploderer,Smith,Howard,

Pearce& Borland(2012)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기술에 한

양면가치태도가 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인터뷰 조사

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연을 돕는 개인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 자신

의 행태 정보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하여 혜택을 얻고자 하는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양면가치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역설 인 두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복잡하고 모

호한 상을 보다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 강화된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양면가치태도는 극복해야 하는 상이 아니라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 다.온라인

에서의 행태정보를 활용하는 온라인 맞춤형 고에 한 연구에서도 소

비자의 양면가치태도가 고에 한 태도 고 수용의도와 강한 양의

상 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윤정선,2013).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 로 본 연구는 개인정보 활용에 한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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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두 가치가 한 사람의 내면에 강하게 존재할 때,즉 양면가치태도가

높을수록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에 한 높은 여와 폭넓은 사고가

발되어 궁극 으로 소비자 만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한다.이에 다음

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2]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는 치기반 모바일 커

머스에 한 소비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

한편,소비자가 경험하는 내 갈등의 결과는 부분의 연구에서 부정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구자숙․민경환(2001)은 상충하는 가치 사

이에서 타 을 찾기 해 소비자가 심리 압박을 느낀다고 보았고,

Otnesetal.(1997)은 소비자가 갈등을 경험하면 의사결정의 복잡성이 높

아져서 소비를 통한 만족감이 감소된다고 주장하 다. 한 Schröder&

McEachern(2004)에 의하면 윤리 소비 시 내 갈등이 높아질수록 소비

자가 죄책감 등 부정 감정을 느끼거나 행동을 주 하게 된다.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내 갈등이 소비자 만족에 부정 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3]개인정보 활용에 한 소비자 내 갈등은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에 한 소비자 만족에 부 인 향을 미친다.

4)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의 계 조 변인

양면가치태도는 반드시 내 갈등을 수반하는가? Priester &

Petty(1996)는 양면가치태도를 가지면 늘 갈등을 느낄 것이라는 기본 가

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인의 심리 갈등에 을 맞추는 주 양면

가치태도 척도를 개발하 다.이때 객 양면가치태도는 상에 한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이 한 사람의 내면에 어느 정도로 공존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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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주 양면가치태도는 상에 해 느끼는 실제 심리 갈등

을 의미한다.두 개념의 분리를 통해 양면가치를 가지면 늘 갈등을 느낄

것이라는 기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부분의 선

행연구는 Griffin공식과 같은 양면가치태도의 지표가 얼마나 실제 갈등

의 정도를 잘 언해주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양면가치태도가 높을수록 내

갈등이 높아진다는 기존 가정을 그 로 따르고 있다(Costarelli&

Colloca,2004).

두 변수 간의 정 계가 유의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 졌지

만,그 계가 고정 인 것인지 아니면 유동 인 것인지에 해서는 많

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소비의 맥락과는 다소 거리가 있

으나 낙태를 둘러싼 ‘임산부의 안녕’과 ‘태아의 생명존엄’의 양면가치태도

를 조사한 장유진(1998)의 연구,‘권 를 따르는 것’과 ‘본인의 생각을 따

르는 것’에 한 양면가치태도를 조사한 이수원․이 훈(1998)의 연구에

서는 어떠한 정보가 주어졌는가의 상황 요인에 따라 양면가치태도가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오히려 갈등을 게 느낄 수 있다고 제안된

바 있다.이는 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의 계,나아가 양면가치태도가

내 갈등을 거쳐 소비자 만족에 이르는 경로가 특정 변수에 의해 조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갈등의 유발과 해소를 조 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은 소비자 만족을

높이는데 매우 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그리

고 그 결과로서의 소비자 만족의 구조 계가 신뢰에 의해 조 되는지

를 검토하 다.조 변수로 신뢰를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개인화- 라이버시 역설 상에 신뢰가 미치는 향이 매우 크며,갈등

역시 신뢰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한다.많은 불확실

성이 존재하는 온라인 쇼핑환경에서 소비자는 정보탐색 구매에 있어

서 신뢰에 기 한 의사결정을 한다(Hoffman,Novak& Peralta,1999;

Culnan& Bies,2003).신뢰는 온라인 쇼핑 시 라이버시 안 에의

우려를 감소시켜 궁극 으로 소비자 만족을 높이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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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특히 치기반 모바일 서비스에 있어서 신뢰가 직 으로

(Junglas& Spitzmuller,2005), 라이버시 우려를 낮춤으로써 간 으

로(Xu,Teo& Tan,2005), 는 라이버시 우려와 소비자 수용 간의

계를 조 하는(김상 ․박 선,2012)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신뢰는 갈등 연구에서도 갈등을

해소하고 만족을 높이는데 효과 인 심리 기제로 보고되고 있다(박

기․이혜정․이정우,2014).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신뢰

가 양면가치태도에서 내 갈등의 경로 내 갈등에서 소비자 만족의

경로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조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내 갈등,소비자 만족

간의 경로는 신뢰에 의해 조 될 것이다.

3.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스마트폰은 PC를 제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랫폼으로 자리 잡았

다(서울경제,2015년 2월 13일).모바일 환경의 성숙은 오 라인 상거래에

도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오 라인 상거래에 모바일 인터넷

의 장 이 결합된다면 국내 소매 시장 체가 모바일 커머스의 잠재시장

이 될 수 있다.모바일 커머스는 특히 롱테일 거 시장인 로컬 시장에서

도 높은 효과를 보인다.구 과 페이스북은 로컬 시장을 겨냥하고 치

정보 수집을 해 무료 Wi-Fi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아마존 로컬,네

이버 지도쿠폰 등 치정보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기업의 상거래 활동

도 본격화되는 추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 지역

의 음식 배달 모바일 서비스가 천만 명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인

기를 끌고 있다.이처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치정보가 커머

스에 활용될 경우 모바일 쇼핑은 보다 강력한 유통채 로 자리 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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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Location-BasedMobileCommerce:LBMC)

란 치기반 서비스와 모바일 커머스가 결합된 것으로 GPS,Wi-Fi,

NFC,비콘 등 치를 인식하는 기술과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치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기업과 모바일 소비자 간

의 치기반 상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Wyse,2008). 치

기반 모바일 커머스는 기본 으로 치정보에 기반을 두고 포,상품,

마 등의 정보를 달하는데 서비스 특성에 따라 치기반 쇼핑 랫

폼, 치기반 쿠폰 고 서비스, 치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치

기반 배달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기반 쇼핑 랫폼의 표

사례인 시럽Syrup)과 얍(Yap)은 이용자가 앱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제휴된 오 라인 매장에 들어서면 바로 사용 가능한 쿠폰이나 이벤트 등

의 정보를 자동 팝업으로 알려 다.이러한 방식으로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는 ‘치’와 ‘모바일’이라는 강 을 바탕으로 모든 유통채 에 새롭

고 신 인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 다.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는 직 인 상거래뿐만 아니라 치를 기반

으로 한 고객 리(L-CRM)에도 효과 이다. 치기반 고객 리는 CRM

시스템을 통해 구 된 방 한 데이터를 지도 에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마 을 보다 정교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장 을 갖는다. 한 치정

보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가 당면하는 상황정보와 소비자 특성 구매

이력을 종합 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특성과 습성에 최 화된 개인

화된 정보를 달할 수 있다(양희동․황세운,2010).

하지만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에 하여 낙 인 망만 있는 것은

아니며,무엇보다 소비자의 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큰 문제로 부각된다.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는 그 특성상 소비자의 다면 인 정보 취득이 요

구되며, 치와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달하기 해 수집되는 모든 정

보들과 그 결과물이 유출될 경우 심각한 험이 래될 수 있기 때문이

다.특히 치기반 SNS의 경우 개인의 감정과 사 화 역까지 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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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활용될 수 있다는 에서 라이버시 침해 험이 매우 높다(경향

신문,2013년 10월 3일). 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도 문제

가 될 수 있다.따라서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의 개인화 혜택이 높아질

수록 그 반 편에서 라이버시 험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고,이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에의 근 요인과 회피 요인의 상반된 힘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기술의 발 은 소비자의 응을 기다려주지 않는다.실내측 기술

발 으로 실내 공간에서도 정확한 치 악이 가능해지고,사물인터넷

(InternetofThings:IoT)의 확산으로 모바일 매체가 다양해지며,상황

인지의 정확성 한 향상된다면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가 제공하는 개

인화의 혜택과 라이버시 험이 동시에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딜

마 갈등은 차 심화될 수 있다(Agir,Calbimonte& Aberer,2014).

따라서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가 태동하고 확산하는 지 ,이에 한

소비자 반응을 체계 으로 분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제 3 연구방법

1.연구모형 가설

본 연구의 목 은 유통의 정보화 흐름에서 나타나는 성장 가치와 보

호 가치의 충돌을 개인정보 활용에 한 개인화 혜택과 라이버시 험

의 양면가치태도로 구체화하여,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이 소비자 만족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그러한 계가 사업자에 한 신뢰에 따라

조 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이를 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

용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구체 인 조사 상으로 선정하여 실

증 연구를 설계하 다.

앞서 이론 고찰을 통해 설정한 네 개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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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연구모형

다.소비자의 내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이 상당히 요한 수 으

로 공존할 때 소비자는 양면가치태도를 갖게 되며,양면가치태도가 높을

수록 소비자의 다각 가치에 한 환기 수 이 높아지고 통합 사고가

진됨에 따라 소비자 만족이 높아질 것이다(가설 2).만약 립하는 두

가치의 충돌이 가치의 계구조를 통해 쉽게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소

비자의 내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가설 1),내 갈등은 소비자 만족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한다(가설 3). 한 양면가치태도가 내 갈등을 거쳐

서 소비자 만족에 이르는 경로는 사업자에 한 신뢰에 의해 조 될 것

이라고 본다(가설 4).가설을 검증하기 해 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

가치태도를 독립변수로,내 갈등을 매개변수로,소비자 만족을 종속변수

로,신뢰를 조 변수로 설정했으며,연구모형은 <그림 4-2>와 같다.

2.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는 주요 변수를 측정하기 해 립 옵션을 제외한 6 리커

트 척도(① 그 지 않다 ～ ⑥ 매우 그 다)를 사용하 다.이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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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요한 이론 토 인 Schwartzetal.(2012)의 가치질문지가 6

척도를 사용했다는 과 양면 인 상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립 선택

지를 제외하는 것이 보다 결과의 유의성을 높여 다는 Nowlis,Kahn&

Dhar(2002)의 연구에 근거한다.

1)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

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에 근하려는 요인으로서의 개인화 혜택과 이를

회피하려는 요인으로서의 라이버시 험이 한 사람의 내면에서 공존하

는 정도’로 정의한다.양면가치태도의 지표는 개인화 혜택 척도와 라이

버시 험 척도로 측정된 값을 Thompsonetal.(1995)의 Griffin공식에

입하여 산출하 다.

개인화 혜택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맞춤성과 편의성을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의

근 요소,즉 개인화 혜택으로 도출하 다.척도는 모바일 치기반 쿠

폰 서비스의 개인화 혜택에 한 Xuetal.(2011)의 연구와 온라인 맞춤

형 고의 개인화 효용에 한 나종연 외(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된 문항을 사용하 다.실증에 사용된 문항과 신뢰도는

<표 4-1>과 같다.

라이버시 험

선행연구를 통해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하기 해 개인정보

를 활용하는 것에 하여 지각하는 라이버시 안 에의 험 정도를

측정하 다.척도는 온라인상에서의 정보 라이버시 험을 측정한

Chellappa& Sin(2005),Malhotra,Kim & Agarwal(2004)의 연구를 바탕

으로 문항을 구성하 다.구체 인 문항과 신뢰도는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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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신뢰도

(공통)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하면,

1 나의 심과 요구에 맞는 쇼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873

2 내가 있는 장소에 맞는 쇼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나의 상황에 맞는 쇼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나의 구매 패턴에 맞는 쇼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정보를 탐색하는데 드는 나의 시간과 노력을 약할 수 있다.

6 내가 원하는 쇼핑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7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쇼핑을 할 수 있다.

<표 4-1>개인화 혜택 척도와 신뢰도

문항 신뢰도

(공통)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하면,

1 나의 라이버시가 침해될 험이 있다.

.885

2 나에 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될 험이 있다.

3 나의 이동경로와 행동이 분석되고 측될 험이 있다.

4 감시받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5 개인정보 때문에 내가 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6
나의 개인정보가 사업자 측에 축 되어 장기 으로 내 안 이

받을 수 있다.

<표 4-2> 라이버시 험 척도와 신뢰도

2)개인정보 활용에 한 내 갈등

본 연구는 개인정보 활용에 한 내 갈등(이하에서는 내 갈등이라

고 지칭함)을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함으

로써 얻는 개인화 혜택과,그 혜택을 얻기 해 감수해야 하는 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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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신뢰도

(공통)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하는

것의 혜택과,그 혜택을 얻기 해 감수해야 하는 험 사이에서,

1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935
2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3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실한 입장을 정하기가 힘들다.

4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갈등을 느낀다.

<표 4-3>내 갈등 척도와 신뢰도

시 험 사이에서 소비자가 갈등하는 정도’로 정의한다.내 갈등은 주

양면가치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 다.선행연구에서는 주

양면가치태도가 곧 개체가 내포하는 가치의 립으로 인해 개인이 지각

하는 심리 갈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Holbrook & Krosnick,2005;

Priester& Petty,1996;Thompsonetal.,1995).내 갈등은 Priester&

Petty(1996)의 척도를 사용하여 얼마나 갈등되고,혼란스럽고,고민스럽

고,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가의 정도로 측정하 다.실증에 사용된

문항과 신뢰도는 <표 4-3>과 같다.

3)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소비자 만족

본 연구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소비자 만족(이하에서는 소비자

만족이라고 지칭함)을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에

해 소비자가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한다.소비자 만족은 Oliver(1980),

이학식․ 선규․최 진(2007)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한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척도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

반 모바일 커머스에 한 반 만족도,지속 이용의도,구매의도,추천

의도로 구성된다.실증에 사용된 문항과 신뢰도는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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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신뢰도

1 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에 만족한다.

.862

2
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3
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통해 상

품 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4
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이용을 다

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의향이 있다.

<표 4-4>소비자 만족 척도와 신뢰도

문항 신뢰도

(공통)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사업자는

1 나의 개인정보를 정당하게 사용하고,나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934
2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

력할 것이다.

3 나의 개인정보를 안 하게 다루고 보호해 것이다.

4 내가 안심할만한 수 의 정보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표 4-5>신뢰의 척도와 신뢰도

4)신뢰

본 연구는 신뢰를 ‘소비자가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운 하는 사

업자를 신뢰하는 정도’로 정의한다.신뢰의 측정은 Eastlick,Lotz&

Warrington(2006)의 척도를 이용하 으며,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라는 기 수 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다.실증에 사용된 문항과 신뢰도는 <표 4-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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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수집 분석

1)자료수집 방법

자료의 수집은 비조사와 본 조사 두 단계를 거쳐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2015년 4월 2일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한 경

험이 있는 20 학생 42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

사는 인천지역에 소재하는 학의 학부생을 상으로 이루어졌다.먼

설문문항에 응답하도록 한 후 질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의미상 복된 문항 등을 체크하도록 하 다. 비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신뢰도를 검증하고,의미상 복된 문항을 제거하고,의미가 명확

하게 달되지 않은 문항은 문장을 수정하 다.이에 따라 수정된 설문

문항은 소비자학 문가 3인에게 타당도를 검토 받아 최종 설문문항으로

확정하 다.

본 조사는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에 걸쳐 인터넷 조사 문

업체의 패 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총 517부 불

성실 응답을 제외한 500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 다.

2)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하여 PASW Statistics18.0 로

그램과 AMOS18.0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구체 인 자료의 분석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표본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

여 빈도와 백분율,평균,표 편차를 산출하 다.

둘째,다변량 분석을 해서는 다변량 정규분포성이 충족되어야 하므

로 자료의 정규성 단을 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 다.

셋째,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α 계수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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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넷째,주요 변수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상 계분

석을 실시하 다.

다섯째,구조방정식 모형은 Anderson&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

계 근법을 사용하여 1단계에서 확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형의

합도와 타당도를 검증하 고, 2단계에서 구조모형은 최 우도법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 다.측정모형과 구조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 χ2검증과 CFI,TLI,RMR,RMSEA

합도 지수를 이용하 다.이를 통해 양면가치태도,내 갈등,소비자 만

족의 구조 계를 검증하 다.

여섯째,구조모형의 분석결과로 제시된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

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 다.통계 유의성은 소벨(Sobel)검증과 부

츠스트래핑(Bootstrapping)의 검정 방식을 활용하 다(Preacher &

Hayes,2004).이를 통해 내 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일곱째,구조모형의 경로가 사업자에 한 소비자의 신뢰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해 다 집단분석(multiple-groupanalysis)을 실

시하 으며.집단별 경로계수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Critical

Ratiosfordifference를 산출하 다.이를 통해 연구모형에 한 신뢰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4.조사 상자 특성

1)조사 상자 선정

본 연구의 상은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즉,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것에 동의할지에 한 의사결정

경험이 있는 소비자이다.선행연구에 따르면 치기반 어 리 이션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쇼핑을 하는 연령 가 주로 20 ,30 이며,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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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쇼핑에 한 태도에 있어서 20 ,30 와 40 이상 집단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재 ․김승인,

2011).따라서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의 주이용 연령층을 반 하고,동

시에 연령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해 표본을 20 와 30 로 한정하고

성별에 따라 1:1로 할당하여 표집하 다.

2)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4-6>과 같다.남성과 여성,20 와

30 가 약 1:1의 비율이며,평균 연령은 29.38세로 나타났다.월평균 소득

은 202.66만원으로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계소득 430만2천원의 반 수

으로 나타났다.이는 본 연구의 상이 은 연령 이며 학생의 비 이

많기 때문으로 측된다.교육수 은 졸이 62.2%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했고, 학재학이 19.8%, 학원 이상이 11.2%,고졸이하가 6.8%로

나타났다.직업은 사무/ 리직이 46.8%,학생이 21.6%, 문직이 12.0%

의 비 을 차지했다.미혼자는 67.4%,기혼자는 32.6%로 나타났다.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유형별로 조사 상자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조사 상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유형은

치기반 쿠폰/ 고(75.6%)와 치기반 배달서비스(74.8%)인 것으로 나

타났다. 치기반 쇼핑 랫폼은 56.2%, 치기반 SNS는 23.2%가 이용

한 경험이 있었다.본 연구의 조사 상자는 기본 으로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을 참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155-

변인 구분 빈도 %

성별 남 246 49.2

여 254 50.8

연령 20 254 50.8

(평균=29.38) 30 246 49.2

월평균 소득 150만 미만 165 33.0

(평균=202.66) 150~250만 미만 171 34.2

250만 이상 164 32.8

교육수 고졸이하 34 6.8

학재학 99 19.8

졸 311 62.2

학원 이상 56 11.2

직업 문직 60 12.0

사무/ 리직 234 46.8

서비스/생산 45 9.0

학생 108 21.6

주부/기타 53 10.6

결혼여부 미혼 337 67.4

기혼 163 32.6

치기반 쇼핑

랫폼

이용경험 있음 281 56.2

이용경험 없음 219 43.8

치기반

쿠폰/ 고

이용경험 있음 378 75.6

이용경험 없음 122 24.4

치기반 SNS
이용경험 있음 116 23.2

이용경험 없음 384 76.8

치기반

배달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374 74.8

이용경험 없음 126 25.2

<표 4-6>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N=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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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 편차

개인화 혜택 4.23 .756

라이버시 험 4.59 .884

<표 4-7>개인화 혜택과 라이버시 험 지각 수

제 4 연구결과

1.기 통계 분석

1)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는 치기

반 모바일 커머스에 한 개인화 혜택과 라이버시 험을 각각 측정한

후,Griffin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하 다.

우선 소비자의 개인화 혜택과 라이버시 험 지각의 기술통계 결과

를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개인화 혜택의 평균은 4.23, 라이버시

험의 평균은 4.59로 체 으로 근하려는 경향보다 회피하려는 경향

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의 혜택을 얻기 해 상당한 수 의 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 한다.

개인화 혜택과 라이버시 험 지각 수 을 바탕으로 산출한 개인정

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의 기술통계치는 <표 4-8>, 체 인 분포

는 <그림 4-3>과 같다.그래 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 꼬리가 길고 평

균 주변에 많이 집한 정규분포형태를 보인다.개인화 혜택과 라이버

시 험 모두 6 척도로 측정했기 때문에 산술 으로는 최소값이 –1.5,

최 값은 6까지 가능한데,본 연구에서는 최소값이 .08,최 값이 5.7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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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
3.522 .992 .08 5.79

<표 4-8>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 기술통계 분석

<그림 4-3>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의 분포

나타났다.소비자들이 개인정보 활용의 혜택과 험을 극단 으로 추구

하기 보다는 개인화- 라이버시 역설 이론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어

느 정도의 양면가치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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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양면가치태도 내 갈등 소비자 만족 신뢰

양면가치태도 1.00

내 갈등 .239*** 1.00

소비자 만족 .389*** -.149** 1.00

신뢰 .185*** -.048 .431*** 1.00

평균 3.522 3.859 3.695 3.187

표 편차 .992 1.047 .844 1.120

왜도 -.681 -.241 -.170 .142

첨도 .740 -.165 .108 -.329

<표 4-9>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상 계수

2)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상 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사용된 연구변인들의 일반 경향을 알아보

기 해 상 계수 평균,표 편차,왜도,첨도를 구했으며 그 결과는

<표 4-9>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 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양면가치태도는 3.522,내 갈등은

3.859,소비자 만족은 3.695로 나타났다.양면가치태도를 비롯한 모든 변

수가 6 만 이기 때문에 연구모형의 세 변수의 평균은 모두 보통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신뢰의 평균은 3.187으로 간보다 약간 낮은 수

이며 표 편차가 비교 큰 편이었다.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해 연구모형 내 주요 변수의 왜도 첨

도를 검토하 다.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수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

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왜도 2미만,첨도 4

미만일 경우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Hong,Malik&

Lee,2003).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의 왜도는 -.491～.142의 범 에,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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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29～.108의 범 에 분포하여 값이 2미만이므로 정규성의 조

건에 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 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해 연구모형에 사용되는 연

속변수들 간의 Pearson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양면가치태도는 내

갈등,소비자 만족,신뢰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고,내 갈등은 소

비자 만족과 유의한 부 상 을 나타냈다.소비자 만족은 신뢰와 유의

한 정 상 을 보 다.상 계수의 값이 .70을 넘는 경우 다 공선

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서인균․고민석,2011),개별 변수들 간의

상 이 .70미만으로 다 공선성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구성된 개념들이 히 측정되

었는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요구된다.이에 본 연구모형의 잠재

변수인 내 갈등과 소비자 만족을 포함한 측정모형에 해 확인 요인

분석(ConfirmatoryFactorAnalysis:CFA)을 실시하 다.

측정모형의 합도 지수는 <표 4-10>과 같다.모형의 합도 지수

χ2값은 표본의 크기에 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으나 RMSEA나 TLI

는 표본의 크기에 비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 하는 지수이

며,CFI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의 크기에 향을 받지

않는 지수로서,이러한 합도 지수는 모형 합도를 평가할 때 유용한

것으로 추천된다(홍세희,2009).이에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합도

를 평가하기 해 χ2검증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ker-Luwis Index),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MeanSquareErrorofApproximation)지수를 기 으로

사용하 다.RMSEA는 .05이하일 경우 좋은 합도,.08이하이면 양호한

합도로 받아들여진다(Hu& Bentler,1999). 한,CFI,TLI는 그 값이

.90이상이면 좋은 합도,.90에 가까우면 양호한 모형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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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p CFI TLI RMR RMSEA

측정모형 63.807 19 .000 .983 .975 .034 .069

<표 4-10>측정모형의 합도 지수

(이학식,임지훈,2008).확인 요인분석 결과 CFI,TLI값이 기 치인

.90보다 크기 때문에 모형 합도에 문제가 없으며,RMR,RMSEA의 모

형 간명성 값도 양호한 수 이었다.

측정모형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표 4-11>,<그림 4-4>와 같다.

측정변인들의 표 화된 요인 재치가 모두 0.5이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확인 요인분석에 의한 경로계수의 유의수 은 p>0.5수 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설정된 변수 항목 간 계가 자료와 부합된다는 것

을 확인하 다.

측정모형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표 화 요인 재치와 측정오

차분산 값으로 산출한 개념신뢰도(CompositeReliability)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났고(Hair,Anderson,Taltam & Black,1998),평균분산추

출(Average Variance Extracted)지수가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Fornell& Larcker,1981)기 치에 부합했다. 별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두 변수의 평균분산추출 지수의 제곱근 값과 상 계수를 비교했다.

내 갈등과 소비자 만족의 상 계수는 -0.149로 내 갈등과 소비자 만족

의 평균분산추출 지수의 제곱근 값인 0.886,0.789보다 작기 때문에 별

타당도는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이들

잠재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

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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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요인

재치

표 화

요인 재치

표

오차

개념

신뢰도

(C.R.)

평균

분산추출

(AVE)

내

갈등

IC1 1.000 .889

.935 .785
IC2 .955 .887 .033

IC3 1.005 .888 .035

IC4 .979 .879 .034

소비자

만족

SA1 1.000 .827

.867 .622
SA2 .968 .808 .049

SA3 .989 .827 .050

SA4 .714 .683 .045

<표 4-11>측정모형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 모든 표 화된 요인 재치는 p<0.001수 에서 유의함

 표준화 요인 재치   오차분산 

표준화 요인 재치 

 표준화 요인 재치 오차분산

표준화 요인 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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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수치는 표 화 추정치이며,p<.001수 에서 모두 유의함

χ2=63.807(df=19,p=.000) CFI=.983,TLI=.975,RMR=.034,RMSEA=.069

<그림 4-4>측정모형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3.구조모형 분석

1)연구모형 검증

앞서 살펴보았던 측정모형 분석 결과를 통하여 각각의 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합하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악하 다.먼 ,설정된 연구모형이 측된 자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를 확인하기 해 연구모형의 합도를 평가하 다.구조모형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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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p CFI TLI RMR RMSEA

연구모형 77.340 25 .000 .981 .973 .033 .065

<표 4-12>연구모형의 합도

모형 합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지수들은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에서 공통 으로 용되며 용 기 역시 동일하다.

<표 4-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모형의 합도 지수는 χ

2=77.340(df=25,p=.000),CFI=.981,TLI=.973,RMR=.033,RMSEA=.065로

나타나 모든 지수가 수용 기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본 연

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자료를 하게 설명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모형에 한 수정을 진행하지 않고 기본 연구모형으로 가설검정을 진행

하 다.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는 <표 4-13>,<그림 4-5>와

같다.연구모형의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구체 으로 살

펴보면,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는 내 갈등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47,p<.001),내 갈등은 소비자 만족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74,p<.001). 한 양면가치태

도는 소비자 만족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52,

p<.001).종합해볼 때,개인화 혜택과 라이버시 험에 한 소비자의

양면가치태도는 소비자 만족을 높이는 직 인 효과가 있으며,동시에

양면가치태도가 내 갈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감소시키는 간

인 효과 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3개의 직 경로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기 때

문에 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가 내 갈등에 정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1],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가 만족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내 갈등이 소비자 만족에 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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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 화

계수(B)

표 화

계수(β)

표

오차
C.R.

가설

검증

[가설 1]

양면가치태도→내 갈등
.254 .247 .047 5.454*** 채택

[가설 2]

양면가치태도→소비자 만족
.387 .452 .041 9.497*** 채택

[가설 3]

내 갈등→소비자 만족
-.145 -.174 .039 -3.695*** 채택

<표 4-13>구조모형 분석 결과

<그림 4-5>구조모형 분석 결과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모두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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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내 갈등이 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

태도와 소비자 만족간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내 갈

등의 매개효과에 한 통계 유의성을 확인하기 해 양면가치태도와

소비자 만족 경로의 인과 효과를 분해하 다.

본 연구는 매개변수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가장 보편 으

로 이용되는 Baron& Kenny(1986)의 소벨(Sobel)검증과 통계 검증

력이 강화된 Preacher& Hayes(2004)의 부츠스트래핑(Bootstrapping)방

법을 활용하 다.

소벨 검증은 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가 내 갈등으로 가

는 경로를 a,매개변수인 내 갈등이 종속변수인 소비자 만족으로 가는

경로를 b라고 할 때,그 경로 a,b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 a(비표 화 계수):양면가치태도 → 내 갈등

• b(비표 화 계수):내 갈등 → 소비자 만족

• SEa:a의 표 오차,SEb:b의 표 오차

소벨 검증은 Z값이 임계치인 ±1.96보다 크면 매개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는데 <표 4-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Z값이 임계치보

다 커서 내 갈등의 통계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한 내 갈등이 매개하는 경로의 효과를 분해하고 부츠스트래핑 방

법을 사용하여 직 효과,간 효과,총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분석 결과,양면가치태도가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직 효과(β=.452,

p<.01)와 내 갈등을 매개변수로 한 간 효과(β=-.043,p<.01),총효과(β

=.409,p<.05)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이는 양면가치태도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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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

소벨

검증

양면가치태도 → 내 갈등

→ 소비자 만족
.452** -.043** .409* Z=-3.06

<표 4-14>매개변수를 통한 경로의 효과분해

만족 사이를 내 갈등이 부분매개하며,양면가치태도가 소비자 만족에

직 향을 미치기도 하고 내 갈등을 매개하여 유의한 부 향을 미

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시된 수치는 표 화계수임

*p<.05, **p<.01(부츠스트래핑 편향보정 신뢰수 )

4.다 집단 분석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와 내 갈

등,소비자 만족의 구조 계를 확인하 다.그 다면 양면가치태도는

항상 내 갈등을 유발하며,내 갈등이 소비자 만족을 감소시키는 것

한 모든 소비자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 명제일까?본 연구는 신뢰를 조

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모형의 변인 간 신뢰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를 분

석하 다.이를 해 신뢰수 의 평균값을 기 으로 평균 이상의 신뢰를

보인 집단과 평균 이하의 신뢰를 보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 집단 분석

을 실시하 다.<표 4-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뢰수 의 체 평균은

3.187이며,신뢰 집단의 평균은 2.379,신뢰 고집단의 평균은 4.200로

나타났다.t검정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한 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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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분 표본 수 평균 표 편차 t

신뢰

집단 278 2.379 .667
30.718***

고집단 222 4.200 .652

체 500 3.187 1.120

<표 4-15>신뢰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

모형
모형 합도 검증 모형비교 검증

χ2 df CFI TLI RMSEA △χ2(△df) △CFI

모형1:

기 모형
112.420 50 .976 .966 .050

모형2:

측정동일성
123.030 56 .975 .967 .049 10.61(6) .001

모형3:

구조동일성
217.150 67 .943 .939 .069 94.12(11) .032

<표 4-16>신뢰에 따른 집단 간 동일성 검증

***p<.001

1)동일성 검증

신뢰에 따른 두 집단 간에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 형태동

일성 검증,측정동일성 검증,구조동일성 검증을 순차 으로 실시하 다.

구체 인 모형의 합도 지수는 <표 4-16>과 같다.

먼 두 집단 간 모형에 어떠한 동일화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 모형

분석을 통해 신뢰에 따른 집단 간에 형태동일성을 검증하 다.형태 동

일성 검증은 집단 간의 요인구조가 동일한지를 평가하는 단계로 동일한



-168-

측변수가 동일한 잠재변수에 재되는지 악하는 것이다.χ2값은 표

집 크기에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타 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CFI=.976,TLI=.955,RMSEA=.050으로 수용 기 을 충족하여 두 집단

간에 형태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들이 각 집단에서 동

일한 수 에 있는지 검증하 다.측정동일성 검증은 집단 간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 측정동일성 모형과 동일화 제약을 하지 않은 기

모형간의 χ2값의 차이 검증을 통해 실시하 다(Kline,2011).<표

4-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기 모형과 측정동일

성 모형간의 χ2 차이는 10.61이고,자유도 차이는 6이다.자유도가 6일

때 p<.05수 에서 χ2=13.592이므로 χ2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CFI값이 기 모형과 .01이

상 차이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신뢰에 따른 집단 간에는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집단 간에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구조모형의 변수들 간의 경

로에서 신뢰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다.구조동일성 검증을 해 구조모형 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 각각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과 동일화제약을 가하지 않은 측정동일성 모형과

비교하 다.<표 4-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동일성 검증 결과,측

정동일성 모형과 구조동일성 모형간의 χ2차이는 91.12이며,자유도 차이

는 11이다.χ2분포표에서 자유도가 11일 때 p<.05수 에서 χ2=19.675

이므로 χ2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CFI값의 차이

한 기 치인 .01보다 큰 .032로 나타나서 두 집단 간의 구조가 동일하다

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이러한 결과는 구조모형의 경로과정에서 신

뢰가 조 효과를 가지므로 신뢰수 에 따른 집단을 분리해서 각각 독립

집단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따라서 [가설 4]가 지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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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경로계수β(B)
C.R

신뢰 집단 신뢰 고집단

양면가치태도→내 갈등 .351(.347)*** .193(.208)** 1.719†

양면가치태도→소비자 만족 .354(.211)*** .484(.272)*** -.995

내 갈등→소비자 만족 -.219(-.132)** -.119(-.062) -1.471

<표 4-17>신뢰에 따른 집단 간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2)집단 간 구조모형 비교

신뢰에 따른 집단 간 구조모형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두 집단 간에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 두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의 통계 유의성을 모수의 t통계량인 C.R(CriticalRatios

for difference between parameters)값을 통해 분석하 다.C.R값이

±1.96이상일 때,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p<.05수 에서 유의하다

고 해석할 수 있다(오숙 ,2012).신뢰에 따른 집단 별 구조방정식 모형

의 분석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표 4-17>,<그림 4-7>,<그림

4-8>과 같다.

†p<.10 **p<.01, ***p<.001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양면가치태도가 내 갈등에 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 집단

과 고집단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화계수는 신뢰 집단(β

=.351)이 신뢰 고집단(β=.19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이러한 집단 간 차

이는 C.R값이 1.719임을 참조할 때 p<.10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했

다.즉,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 사이에서 신뢰가 조 효과를 가지며,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양면가치태도가 높을수록 내 갈등이 더 심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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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신뢰의 조 효과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양면가치태도가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경로 한 신뢰 집단

과 고집단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화 경로계수가 신뢰 고집단

(β=.484)이 집단(β=.35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양면가치태도가 만족

에 미치는 정 향력은 신뢰 수 이 높을수록 강한 경향을 보 다.하

지만 C.R값을 참조할 때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셋째,내 갈등이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 집단(β=-.219)

에서 유의했으나,신뢰 고집단(β=-.119)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이는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내 갈등이 높을수록 소비자 만족

이 유의하게 낮아지는데 신뢰가 높은 집단에는 내 갈등 수 이 소비자

만족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하지만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C.R값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의 계에서 신뢰의 조 효과를 그래 로 나

타내면 <그림 4-6>과 같다.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가 높아

질수록 내 갈등이 높아지는데,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그 기울기가 상

으로 가 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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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신뢰 집단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그림 4-8>신뢰 고집단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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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소결

본 연구는 유통의 정보화에 따른 성장 가치와 자기보호 가치 간의 충

돌 상에 주목하고 모바일 쇼핑환경의 성숙으로 차 요하게 두되

는 개인화- 라이버시 역설 상을 갈등 이론에 기 하여 체계 으로

이해하고자 하 다.선행연구와 이론 고찰을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함

으로써 얻는 개인화 혜택과,그 혜택을 얻기 해 감수해야 하는 라이

버시 험에 한 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소비자 만족의 계를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 다.본 연구는 학문분야별,연구주제별,측

정방식별로 용어와 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양면가치태도의 개념을 상

충하는 가치의 공존 정도와 그 결과인 내 갈등으로 분리하여 측정하

으며,양면가치태도가 항상 내 갈등을 수반하는가,양면가치태도가 소비

자 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의문을 가지고 출발하 다.

이러한 의문은 양면가치태도의 결과에 한 선행연구의 상반된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생겨났다.

분석결과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에 한 소비자 만족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는 양면가치태도가 높다는 것이 곧 상에 해 높은 심을 가지고 다

각 인 면을 고려하여 폭넓게 사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Tetlock(1986)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논의를 조사 상으로 구체화해보면,개인화 서비스에 한

만족과 수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개별 인 ‘변수’보다 그러한 변수들이

통합 으로 작용하는 ‘사람’에 을 맞추는 것이 요하다는 을 시사

한다.개인화- 라이버시 역설에서 갈등반응으로 여겨지는 라이버시

험은 독자 으로 측정했을 때 소비자 만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된다.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화의 혜택과 라이버시 험을

모두 지각할 때,즉 상의 이불리를 통합 으로 이해할 때에도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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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과 활용에 한 정보를 해당 서비스로부터 회피하게 만드는 메시지로 여

기고 숨기려고 하기 보다는 소비자가 험의 정도를 명확하게 악해서

가치의 계구조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개인정

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가 높은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발

생하는 손실과 험을 악하는 것은 물론 이를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 으로 볼 때 충성도와 지속이용 의향이 높은 고객

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는 소비자의 내 갈등에 유

의한 정 향을 미치며,내 갈등은 양면가치태도와 소비자 만족의

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양면가치태도의 결과에 해 상반된 주장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다.양면가치태도는 상에 해 정 인 직 효과를 갖는 것과 동시에,

양면가치태도로 인해 내 갈등이 유발된 경우에는 이를 매개로 소비자

만족에 부 인 간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것이다.많은 연구에서 양면가치

태도는 내 갈등과 동일시되고 있다(Albertson,Brehm & Alvarez,

2005).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다소 혼재되어 사용되는

양면가치태도의 두 측면을 각각 독립 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함으로써 양

면가치태도와 내 갈등의 계 정립에 기여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비교해본 결과,양면가치태도는 내 갈

등보다 소비자 만족에의 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양면

가치태도를 내 갈등과 동일시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보여 다

고 하겠다. 한 내 갈등은 소비자 만족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결국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는 쟁 에 있어서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해서는 소비자의 내 갈등을 효과 으로 리하고 해소하는 방

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신뢰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구분하여 다 집단 분석을 실

시한 결과,세 가지 경로 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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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계에서 신뢰의 유의한 조 효과가 검증되었다.신뢰가 낮은 소

비자는 양면가치태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갈등하는 반면 신뢰가 높은 소

비자는 그 계가 상당 수 완화되었다. 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는 않았지만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내 갈등이 높을수록 소비자 만족

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나,신뢰가 높은 집단에서는 내 갈등이 만족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신뢰가 갈등을 해결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소비자의 내 갈등

을 임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높이는 이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따

라서 사업자들은 개인화 기술력을 발 시키는 것과 함께 서비스에 한

기술 ,도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신뢰는

라이버시에 한 험을 상쇄시킴으로써 소비자 갈등을 이고 궁극

으로 소비자 만족과 충성도를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도화된 기술이 소비자에게 원만하게 수용되기 해서는 기술에

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양면성 즉,성장 가치와 보호 가치의 체계와 복합

인 사고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본 연구는 상에 한

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조합이 어떠한 비 으로 존재하며,그 정도에 따른

내 갈등과 만족의 변화를 양면가치태도의 개념을 용하여 분석하 고,

양면가치태도와 소비자 만족의 계에서 내 갈등이 어느 정도로 유발되

는가가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는 에서 학문 ,실

무 의의를 갖는다.후속 연구에서는 조사 상 연령 를 확장하고,다양

한 사회심리 변수와 서비스 특성,상황요인들을 목시킴으로써 세 변

인간의 계를 일반화하고 맥락을 이해하기 한 지속 시도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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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요약 결론

본 연구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내 갈등을 심층 으로 이해하고 갈등

을 하게 리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 만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

고 보고 가치 충돌로 인해 소비자가 선택의 딜 마를 겪을 수 있는 소비

상을 선정하여 세 개의 독립된 연구를 수행하 다.이를 통해 유통에

있어서 가치 충돌과 소비자 내 갈등의 양상을 심층 ,체계 으로 악

하고자 하 다.

제 1 결과의 요약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세 개의 연구가 체 논문에서 갖는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은 <연구 1>로서 온라인 해외직 구매를 주제로 유통의 세계화에

따른 개방과 보수의 가치,자기증진과 자기 월 가치 간의 충돌을 다루

었다.해외직 구매를 통해 국경 없는 소비시 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의 내 체계에서 어떠한 가치들이 충돌하는지 악하고,가치 충돌로 인

해 소비자들이 겪는 내 갈등의 구체 맥락을 탐색하 다.이를 해

군집 분석 네트워크 분석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근거이론을 용한

질 분석을 시행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텍스트 군집 분석을 통해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 가치를

도출하 다.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근 반응은 경제성,편의성,

새로움,참여,다양성,유희성,성취의 7가지 정방향의 가치로 범주화되었

다. 한 회피 반응은 불편성,기능 불확실성,경제 불확실성,어려

움,불안 성,비합리성의 6가지 역방향의 가치로 범주화되었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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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거시 인 유통의 세계화 흐름이 소비자 에서 어떻게 받아들

여지며,소비자의 해외직 구매 수용을 진하는 요인과 해하는 요인

이 무엇인지를 보여 다.

둘째,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근 반응과 회피 반응의 연결

구조를 악하 다.소비자들은 경제 가치로 인해 해외직 구매에 강

하게 끌리나 불확실성 험,불편성,어려움,자민족에 한 우려 등으로

인해 해외직 구매를 회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새로움,유

희성,참여,성취 등의 가치는 경제성과 역방향의 가치 간 충돌을 완화시

키는 역할을 하 다.이를 통해 해외직 구매에 있어서 1차 으로 자기

증진 가치와 보수 가치가 충돌하고 2차 으로 보수 가치와 개방

가치가 충돌하는 층 가치 충돌 양상이 확인되었다.

셋째,정성분석을 통해 해외직 구매에 한 소비자의 내 갈등 모형

을 도출하 다.소비자는 타 과 충,자기합리화의 갈등 응 략을

채택함으로써 해외직 구매를 수용하고 도피와 항,해외직 구매의 문

제를 국내업체에게 돌리는 투사의 략을 채택함으로써 갈등으로부터 해

방되고자 하 다. 한 소비자의 내 갈등은 이 의 해외직 구매 경험,

사회심리 변수,배송서비스의 품질,해외쇼핑몰의 명성과 신뢰도,제조

사의 사후서비스 정책 등에 의해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해외직 구매에 있어 소비자 내 갈등의 결과는 정서 인 만족

감과 행동의 강화,후회감과 거래의 단 ,그리고 국내 시장 환경 유

통산업 개선 구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결과는 유통의 세계

화가 개인 소비자 단 에서 실 될 경우,미시 행 와 욕구가 모여서

거시 변화와 트 드를 이끌어 내는 상향식(bottom-up)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1>을 통해 새로운 구매방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서

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근과 회피 속성의 가치 충돌로 인해 내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갈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응, 리한다는

을 알 수 있었다.<연구 1>은 소비자의 내 체계에서 립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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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항목들을 도출하고,가치 충돌이 내 갈등으로 이어지는 구체 흐

름을 탐색했다는 에서 본 논문에서의 의의를 가진다.

3장은 <연구 2>로서 형마트 SSM 규제정책을 주제로 유통의

형화에 따른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 간의 충돌을 다루었다.유통

의 변화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에서 정책 개입이 소비자로 하여 어떠한 가치 충돌과 내 갈등을 겪

게 하는가에 을 맞추었다.이를 해 문헌고찰,심층면 ,요인분석

등이 통합된 Q방법론을 용하여 규제에 한 소비자 인식유형을 도출

하고 유형별 갈등 응방식을 탐색하 다.

첫째,Q요인분석을 통해 4가지 소비자유형을 도출하 다.‘자유주의

자’는 자율경쟁을 통한 효율극 화가 시장의 순리라고 주장하며 형유

통업체 규제에 강하게 항했고,‘상생추구자’는 사회 가치를 인식하고

규제에 조하는 자세를 보 다.‘님비주의자’는 시민으로서 규제의 필요

성을 인식하나 소비자로서는 자유와 효율을 추구했으며,‘자기은폐자’는

사회 으로 바람직한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도덕의식으로 인해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자신의 본성을 은폐하고자 하 다.이는 상충 가치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소비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을 보여 다.

둘째,소비자 유형에 따라 갈등에 응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났

다.‘자유주의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의 충

돌로 인해 내 갈등을 겪고 있었고 사회 가치를 의도 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 다.‘상생추구자’는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님비주의자’와

‘자기은폐자’는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가 내면에 공존함으로 인해 가

치 충돌을 겪고 있었다.이러한 가치 충돌 상황에서 ‘님비주의자’는 갈등

으로부터 도피하고,‘자기은폐자’는 죄책감,투사 등의 방식을 통해 갈등

에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소비자 유형 간에 일치하는 항목을 살펴본 결과,모든 유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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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유통업체 규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며,소비선택의 자유와 이

익 극 화를 정 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형유통업체 규

제를 폐지하는 것에 해서는 모든 유형이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가치 충돌의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었다.하나는 시

장에 존재하는 가치 충돌이 한 개인의 내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이고,다른 하나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간의

충돌이다.<연구 2>는 이러한 가치 충돌이 내 갈등을 야기하며 내 갈

등에 응하는 방식이 소비자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을 밝혔다

는 에서 본 논문에서의 의의를 가진다.

4장은 <연구 3>으로서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주제로 유통의 정

보화에 따른 성장 가치와 자기보호 가치 간의 충돌을 다루었다.개인정

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로서 개인화 혜택과 라이버시 험을 측

정하고,두 근과 회피 속성의 충돌로 인한 내 갈등,그리고 결과로서

의 소비자 만족의 계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 다.

첫째,개인정보 활용에 한 양면가치태도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에 한 소비자 만족에 정 인 직 효과와 내 갈등을 매개로 부 인 간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상에 한 높은 여

와 이불리(利不利)를 포 하는 통합 인 사고가 궁극 으로 상에 한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한 만족을 극 화하기

해서는 내 갈등을 효과 으로 리하고 해소하는 것이 요하다는 이

확인되었다.

둘째,다 집단 분석결과 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의 계에서 신뢰

의 조 효과가 입증되었다.신뢰가 높은 집단에서는 양면가치태도와 내

갈등의 부 인 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내 갈등과 소비자 만족의 유의한 부 계가 나타난 반면,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는 두 변인 간 계가 유의하지 않았다.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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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신뢰가 내 갈등의 유발을 완화하고,내 갈등이 소비자 만족에 미

치는 부정 효과 한 완화하는 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 다.

<연구 3>을 통해 양면가치태도가 소비자에게 있어서 정 일 수도

부정 일 수도 있으며,궁극 으로 요한 것은 내 갈등이라는 을 알

수 있었다. 한 신뢰와 같은 소비자 특성이 내 갈등의 유발과 해소에

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연구 3>은 상충 가치의 공존이 소비자에

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이론 으로 탐색하고,주요 변수들의 계를 모형

검증을 통해 일반화했다는 에서 본 논문에 완결성을 부여하 다.

제 2 결론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총체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유통환경 변화는 소비에 있어서 가치 간 계를 변화시킴으로

써 가치 충돌과 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본 연구의 결과,<연

구 1>에서는 소비에 있어서 국가의 경계가 무 지고 시장이 폭 확장

됨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들이 지각되는 것이 확인되었다.세계화를 통해

소비자들은 다양성의 가치를 실 할 수 있게 되었고,이 의 소비과정에

서 지각하기 어려웠던 새로움,유희성,참여와 성취 등의 개방 가치를

새롭게 지각하게 되었다.이러한 가치들은 소비자가 해외직 구매에

근하게 만드는 정 유인성으로 작용했다.하지만 동시에 불확실성,불안

성,어려움 자기 국가에 한 고려 등 보수 가치는 더욱 강화되

었고 이는 해외직 구매를 주 하고 회피하게 만드는 부 유인성으로

작용했다.이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가치 간의 복합

인 충돌은 소비자의 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2>에서는 유통이 형화되는 상의 부작용을 막기 해 정부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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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개입하여 형마트 SSM의 업을 규제함에 따라 소비자는

두 가지 차원의 가치 충돌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나는 개별 소

비자 내면에서의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의 충돌이고,다른 하나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충돌이다.유통 규제

로 인해 소비자에게 경제 행 자이자 사회시민으로서의 이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소비자는 가치 충돌로 인한 내 갈등을 겪었다.<연구

3>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도입,

확산되는 추세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싸고 립하는 성장 가치와 자

기보호 가치가 한 사람의 내면에 공존할 수 있음이 밝 졌다.이때 소비

자 만족이 높아지는 동시에 내 갈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

럼 본 연구의 결과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소비자의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유통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가치 항목들의 상 계의 역동성에 해 지속

으로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소비 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양면 인 시각이 필요하며 소비

의 결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내

갈등의 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갈등을 이해하는 것은 양면 인 시각

에서 출발한다.본 연구의 결과 소비 상 자체에도 정 인 면과 부정

인 면이 있고,동일한 상이라도 그것을 정 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있는 반면 부정 으로 회피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구 1>의 해외직 구매와 <연구 3>의 개인정보 활용은 정 속성

과 부정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근과 회피의 유인성의 립으

로 인한 소비자 내 갈등이 야기되었고,<연구 2>의 형마트 SSM

규제는 동시에 실 되기 어려운 정 인 두 개의 목표,즉 개인 가치

와 사회 가치의 충돌에 있어서 각기 다른 네 가지의 인식유형이 도출

되었다.이처럼 세 가지 소비 상 모두에서 소비자들은 가치 충돌 상황

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내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이때 소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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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내 갈등의 양상과 갈등에 응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났다.소비자들의 극 ,타 , 는 회피 갈등 응은 곧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가에 향을 미쳤다.따라서 소비자의 내 갈등은 궁극

으로 소비자 만족 연구에 있어서 요하게 용해야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그러한 차원에서 내 갈등에 한 연구의 확장이 요구된다.

셋째,가치의 충돌은 좋고 나쁨으로 단되지 않는 하나의 상이며,

문제는 가치 충돌이 내 갈등으로 이어질 때 발생한다.따라서 가치 충

돌 상황에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 갈등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리하는 것이 요하다.이는 마 으로 볼 때 변화하는 소비자와

시장을 겨냥한 한층 진화된 시장세분화 타기 략의 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에서 연구주제별로 몇 가지 실무 제안을 도

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의 해외직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높게 지각

하고 있었으며,이는 해외직 구매에의 회피 요인으로서 소비자의 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따라서 배송기간을 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의 이동 황을 보다 손쉽게 악할 수 있도록 돕고,국

가 간 시차를 반 하여 취소가능 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서비스를 마련하

여 소비자의 불편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반면 국내쇼핑몰은 경제성,

편의성,다양성 등 해외직 구매에의 근 요인을 악하여 유통구조 개

선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구색을 다양화하거나

해외 인기 상품을 합리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의 략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연구 2>의 형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상생,공평 등의 사회 가치

를 지향할 때 형유통업체로부터 회피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

다. 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지역상권 침투 역 확장은 가치 충돌로

인한 소비자의 내 갈등을 유발하며,이는 장기 으로 소비선택에도

향을 수 있다.따라서 사회 책임 이자 마 입장에서 사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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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한편 재래시장과 동네

소매 은 소비자가 근을 주 하게 만드는 경제성,편의성,자율의 가치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구 3>의 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을 둘

러싼 성장과 자기보호의 가치를 모두 높게 지각할수록 서비스에 한 소

비자 만족이 높아진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 라이버시 험을 낮추려

는 목 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한 정보들을 숨기려고 하기 보다는

하고 명확한 정보 달을 통해 소비자가 험의 정도를 잘 인식하고 손

쉽게 가치 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이는 장기 으로 소비자의

안정 의사결정을 이끌어 충성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

소비자의 내 갈등을 이고 만족을 높이기 해 개인화 서비스에 한

기술 ,도의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유통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개입이 이

루어지는데,이때 상의 표면 인 모습보다는 정책 당사자인 소비자가

상에 내재된 가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정책이 추구

하는 가치가 매우 요하고 그 당 성이 충분하다면 흔들림 없이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하지만 정책의 주요 이해 계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쟁 의 경우,소비자의 수 과 지지를 기반

으로 정책의 순기능을 높이기 해 정책의 의의,목 ,방향성 등에 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극 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로 <연구 1>에서 많은 소비자들은 정부가 국내

유통업체를 지원하기 해 해외직 구매를 막을 것이라고 상하며 이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 다. 한 소비자들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시장의

개방인지 아니면 내수시장의 보호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이에 내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 <연구 2>에서 ‘자유주의자’와

‘자기은폐자’는 형유통업체 규제의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하고 규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비 이었다.기업에 한 신뢰 못지않게 정부에 한



-183-

신뢰 한 요하다.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

서는 정책에 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을 시사

한다.따라서 정책입안자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요성을 인식하

고 소비자와의 효과 인 커뮤니 이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기존의 보편 가치에 한 논의를 넘어서 소비의 맥락에 특

정될 수 있는 소비자 가치체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본 연구는 인간

의 가치체계를 립성과 유사성에 따라 구조화한 Schwartz의 보편 가

치 이론을 가치 충돌을 이해하는 분석틀로 삼았다.그가 제안한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연구 1>에서는 개방과 보수의 충돌,자기증진 가치와 자

기 월 가치의 충돌,<연구2>에서는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의 충돌,

<연구3>에서는 성장 가치와 자기보호 가치의 충돌에 을 맞추었다.

Schwartz의 이론은 가치들이 서로 하게 연 된다는 것을 실증 으

로 제시함으로써 가치갈등(valueconflict)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용될 수 있다(Bardi& Schwartz,2013).하지만 인간의 보편 이고 일

반 인 가치들을 모두 포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가치 항목에 있어서

본 연구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본 연구는 구체 인 소비 상에 Schwartz의 가치체계를 용함으로

써 소비자의 에서 요하게 지각되는 가치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1>에서는 Schwartz가 자기증진 가치로 권력과 성취를 제안한

것과 달리,소비의 맥락에서는 경제성,편의성,성능․성과가 보다 두드

러지는 가치로 나타났다. 한 새로움,도 과 모험,유희성이 개방 가

치에,거래에 있어서의 안 ,확실성 추구가 보수 가치에,자민족주의

가 자기 월 가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2>에서는 자유,

권리,효율이 개인 가치에,상생과 공정함이 사회 가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연구 3>에서는 라이버시가 자기보호 가치에,개인

화와 련된 효율성이나 소비능력의 함양이 성장 가치에 포함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치는 각각의 소비 상에 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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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Schwartz

의 이론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소비의 맥락에 합한 소비자 가치체계의

이론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한 소

비자 가치의 체계화가 이루어진다면 가치가 소비자의 태도,행동,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신뢰성 있게 측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소논문에서 도출한 실무 ,정책 함의는 각 장의 소결에 기술했

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본 논문의 총체 결론을 토 로

후속 연구에의 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경험하는 가치 충돌이나 내 갈등을 다룬 선행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상당 부분은 탐색 인 성격을 띠고 있다.따라서

다양한 가치 충돌 상황으로 논의를 확 하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 내면에

서의 갈등을 보다 체계 으로 분석하는 추가 인 연구가 요구된다. 한

본 연구는 상황맥락에 따른 가치에 을 맞추었는데 구조 으로 볼 때

상품 서비스 특성이나 소비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서도 소비자 갈등

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상품이나 소비자 특성에 따라

서 가치의 강도 배열,소비자가 갈등에 응 는 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가치 충돌과 내

갈등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갈등을 유발하

는 요인,갈등을 경험하는 과정,그리고 갈등의 결과에 한 차 근

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 인 갈등 리 해소 방안을 모색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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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Schwartz의 보편 가치 모형

[Schwartz의 보편 가치 모형]

출처:Schwartzetal.(2012)p.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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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호 코드 상 식 현 문 호 코드 상 식 현

10703845 1 해  직 싸다 30717057 11  쪽 훨 싸다

14453341 2 미 싸다 31239445 2 다 트림 탈 싸다

16821242 2 해  매 싸다 31650463 2 드시 싸다

20680517 1 해  매 싸다 32424149 7 직 훨 싸다

21981327 12 직 청 싸다 32628230 3 폰 물량 청 싸다

23060065 11 마존 싸다 32650656 26 해  직 싸다

23209183 2 마존 직 싸다 33376480 15 30만 싸다

24767871 17 가격 싸다 33454909 9 결론 마  싸다

25101452 2 비 내 청 싸다 7170541 5 가격 청 싸다

25667897 4 직 많 싸다 21811231 14 해 직 훨 저렴하다

25719254 7 10만원 정 싸다 22002374 2 미  행 정말 저렴하다

25794939 1 해  매 싸다 22002378 12 해 매 청 저렴하다

26218687 22 내보다 훨 싸다 23784857 3 본 좀 저렴하다 

26254875 8 3만원 싸다 25000028 16 직 저렴하다

26321921 1 본 만년필 청 싸다 25000029 17 10만원 상 직 저렴하다

26370333 13 가격 싸다 25468856 11 가격 매 저렴하다

26513672 4 60 치 티비 싸다 26151619 14 즘 해 직 저렴하다

26547732 12 젠 해  매 가 싸다 26557124 39 가격 상당 저렴하다

26601057 8 해 훨  싸다 27175750 3 물건 나름 저렴하다

26674973 7 40 프로정 싸다 27404452 7 체형 피 저렴하다

26770579 5 해  매 가격 정말 싸다 27760053 7 가격 저렴하다

27469171 1 삼 싸다 27910436 2 해 확실 저렴하다

27483151 7 해  매 싸다 27926415 4 본 저렴하다

27483502 13 미 달리 싸다 28001751 17 가격 가 저렴하다

27724506 2 라  프린터기 싸다 29113354 5 10여 저렴하다

28212282 3 내미 신  나 키 싸다 29275157 15 본체가격 확실 저렴하다

28326734 5 공산 직  싸다 29591802 5 제 저렴하다

28341730 5 마존 다 싸다 31433127 1 프레 저렴하다

29593981 5 직  하  2  상 싸다 33848877 13 해 쇼핑 좀 저렴하다

30060493 15 4050 프로 상 싸다 33885435 5  저렴하다

<부록 2>키워드가 포 하는 자연어 범주의 시

▹ ‘해외상품싸다’로 코딩된 텍스트의 구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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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Q-Statements

소

비

자

평

가

정

1 형유통업체 규제가 골목상권과 소자 업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한다

2 형유통업체 규제가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한다

13 형유통업체 규제가 기업의 횡포를 막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한다

14 형유통업체 규제가 불필요한 에 지의 낭비를 막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한다

23 형유통업체와 소자 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므로 강제 이더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4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는 끝이 없을 것이다

33 형유통업체 규제는 단기 인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 인 에서 볼 때

결국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이다

34 형유통업체 규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40 형유통업체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

정

3 형유통업체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각한다

4 형유통업체 규제가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각한다

15 형유통업체 규제가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각한다

16 형유통업체 규제가 지역의 고용사정(주부사원, 트타이머 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각한다

25 형유통업체 규제가 시장 추세와 시 의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각한다

26 형유통업체 규제가 정치 인 논리로 시장을 통제하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각한다.

35 형유통업체 규제는 재래시장 동네 소매 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이다

36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41 형유통업체 규제는 완 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

비

자

가

치

사

회

5소비자는 형유통업체 규제의 목 인 상생의 취지를 이해하고 조해야 한다

6 소비자는 어디서 소비할지 선택할 때 지역사회를 비롯한 공동체의 이익도

고려해야한다

17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해 형유통업체 규제로 인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부록 3> 형마트 SSM 규제에 한 최종 Q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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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

18 형유통업체 의무휴업일에는 가까운 재래시장이나 동네 소매 을 한 번씩

이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형유통업체 규제는 실효성을 떠나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해

필요하다

37소비자는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고 배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

인

가

치

7어디서 소비할지는 으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이다

8소비자는 주어진 산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 화하면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19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래시장과 동네 소매 이 경쟁에 려 도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0 형유통업체 규제가 실제로 소자 업자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 소비자가 희생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30 형유통업체로의 쏠림 상이 사회 으로 부정 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이

렴하고 편리하다면 형유통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 인 소비이다

38 형유통업체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서비스,편의를 제공한다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칭찬해야할 일이다

소비자

갈등

11 형유통업체 규제 이후 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것에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12 형유통업체 규제에 일반 으로 동의하지만 재래시장이나 동네 소매 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다

21 형유통업체 규제에 일반 으로 동의하지만 막상 내가 불편해지는 것은 싫다

22몇 가지 제품만 간단하게 구매할 때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용할지 재래시장이나

동네 소매 을 이용할지 갈등이 생긴다

31 형유통업체보다 재래시장이나 동네 소매 을 더 이용할 의향이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가 어렵다

32 형유통업체 규제를 반 하지만(찬성하지만)사람들에게 반 한다고(찬성한다고)

말하기는 치가 보인다

39 형유통업체 규제 이후 어디에서 소비를 할지 선택하는데 피로감을 느낀다

42골목상권과 소자 업자들의 생존을 나의 소비생활과 연 지어 생각하고 싶지

않다

실효성

지각

9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형유통업체를 이용할 것이다

27재래시장 동네 소매 이 변하지 않으면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무 심　
10나는 형유통업체 규제에 별로 심이 없다

28 형유통업체 규제는 나에게 향을 끼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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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진술문 F1F2F3F4

1
형유통업체 규제가 골목상권과 소자 업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정 으

로 생각한다
-2 5 1 -4

2
형유통업체 규제가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한

다
-1 3 0 -5

3
형유통업체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

각한다
4 -3-3 0

4 형유통업체 규제가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각한다 3 -2-2 0

5소비자는 형유통업체 규제의 목 인 상생의 취지를 이해하고 조해야 한다 -3 2 0 -3

6
소비자는 어디서 소비할지 선택할 때 지역사회를 비롯한 공동체의 이익도 고

려해야한다
-2 1 -2-1

7어디서 소비할지는 으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이다 5 2 5 5

8
소비자는 주어진 산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 화하면 그 목표를 달성한 것

이다
2 1 2 3

9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형유통업체를 이용할 것이다 5 2 4 3

10나는 형유통업체 규제에 별로 심이 없다 -2-2 3 2

11
형유통업체 규제 이후 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것에 마음속

으로 불편성을 느낀다
-4 0 -4 0

12
형유통업체 규제에 일반 으로 동의하지만 재래시장이나 동네 소매 을 이

용하고 싶지는 않다
0 -4-5-1

13 형유통업체 규제가 기업의 횡포를 막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한다 -3 4 3 0

14
형유통업체 규제가 불필요한 에 지의 낭비를 막기 때문에 정 으로 생각

한다
-5 0 0 -1

15
형유통업체 규제가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각한다
1 -3-2-2

16
형유통업체 규제가 지역의 고용사정(주부사원, 트타이머 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각한다
1 -1-2-2

17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기 해 형유통업체 규제로 인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0 2 -1-3

18
형유통업체 의무휴업일에는 가까운 재래시장이나 동네 소매 을 한 번씩 이

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3 1 2

19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래시장과 동네 소매 이 경쟁에 려 도태되는 것은 어

쩔 수 없는 일이다
2 -3 0 -2

20
형유통업체 규제가 실제로 소자 업자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것을 해 소비자가 희생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4 -2 4 5

<부록 4>진술문의 Q-요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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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형유통업체 규제에 일반 으로 동의하지만 막상 내가 불편해지는 것은 싫다 1 0 5 4

22
몇 가지 제품만 간단하게 구매할 때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용할지 재래시장이

나 동네 소매 을 이용할지 갈등이 생긴다
-3 0 -4 4

23
형유통업체와 소자 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므로 강제 이더라

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4 1 0

24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는 끝이 없을 것이다 -1 3 2 1

25
형유통업체 규제가 시장 추세와 시 의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각한다
2 -5-1-4

26
형유통업체 규제가 정치 인 논리로 시장을 통제하기 때문에 부정 으로 생

각한다.
3 -2-1-2

27
재래시장 동네 소매 이 변하지 않으면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

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4 4 3 4

28 형유통업체 규제는 나에게 향을 끼치지 않는다 -4-1 1 1

29
형유통업체 규제는 실효성을 떠나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해 필

요하다
-2 1 1 0

30
형유통업체로의 쏠림 상이 사회 으로 부정 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가격

이 렴하고 편리하다면 형유통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 인 소비이다
3 1 4 3

31
형유통업체보다 재래시장이나 동네 소매 을 더 이용할 의향이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가 어렵다
0 0 -3 3

32
형유통업체 규제를 반 하지만(찬성하지만)사람들에게 반 한다고(찬성한다

고)말하기는 치가 보인다
-1-3-5 2

33
형유통업체 규제는 단기 인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 인 에서 볼

때 결국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이다
-1 5 0 -3

34 형유통업체 규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4 3 2 -4

35
형유통업체 규제는 재래시장 동네 소매 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이다
1 -4-3 2

36 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2 -4-1-1

37
소비자는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고 배려

해야 할 책임이 있다
0 2 -1 1

38
형유통업체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서비스,편의를 제공한다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칭찬해야할 일이다
3 -1 2 1

39 형유통업체 규제 이후 어디에서 소비를 할지 선택하는데 피로감을 느낀다 0 -1-4-1

40 형유통업체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0 0 -5

41 형유통업체 규제는 완 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3-3

42
골목상권과 소자 업자들의 생존을 나의 소비생활과 연 지어 생각하고 싶

지 않다
1 -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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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에 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행동을 악하기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따로 있지 않으니,귀하의 평상시 생각을 자

연스럽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순수하게 학술

인 목 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조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본 연구는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IRB승인번호:1404/002-009,승인일자:2014년 4월 24일)

<부록 5>

  지

2015년 4월

서울 학교 소비자학과 소비자정보유통연구실

(문의)02-88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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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위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의 개념과 사례입니다. 

  문에 답하기 전에 아래 내 을 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기반 모바일 커 스란?

- GPS, NFC, 비콘 등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하

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위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는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다양한 개인정

보를 활용하여 ‘어떤 사용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

써 사용자의 관심과 필요에 맞춤화된 쇼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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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반 모바일 커 스의 사 는?

1. 치기반 쇼핑 플랫폼

사용자가 매장에 들어서면 모바일로 위치

를 인식해서 사용 가능한 할인카드, 할인쿠

폰, 적립, 결제 등의 통합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F 사례: 시럽(Syrup), 얍(Yap) 

등

2. 치기반 쿠폰/ 고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따라 인근 매장의 

할인 및 쿠폰정보를 제공합니다.

F 사례: 딩동, 근처맛집, 전단

지, 티몬/쿠팡/위메프 지역쇼

핑 등

3. 치기반 소셜네트워크(SNS)

사용자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위치기반으

로 소통할 수 있으며 쿠폰, 포인트, 게임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 사례: 카카오 플레이스, 씨

온, 포스퀘어 등

4. 치기반 배달 비스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맛집을 

추천해주고, 주문에서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F 사례: 요기요, 배달의 민족, 

배달통 등

SQ1.이러한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에 해 들어보신 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SQ2.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앱을 실제로 이용하신 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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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반 모바일 커 스를 이용하기 해 는?

-　귀하의 위치정보 및 다양한 개인정보들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 현재 사업자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인적정보, 위치정보, 주소록, 기기 및 

앱 이용정보, 사진/미디어 정보 등 이용자에 관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

집하고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필요와 관심에 맞는 상품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

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SQ3.귀하는 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구하는 화면을 보신 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SQ4.귀하는 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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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기반 쇼핑 랫폼

( 시:시럽,얍 등)

이용해본 이

있다 ▢ 없다 ▢ 

② 치기반 쿠폰/ 고

( 시:딩동,근처맛집,티몬/쿠팡/ 메 지역쇼핑 등)
있다 ▢ 없다 ▢ 

③ 치기반 소셜네트워크(SNS)

( 시:카카오 이스,포스퀘어,씨온 등)
있다 ▢ 없다 ▢ 

④ 치기반 배달 서비스

( 시:요기요,배달의 민족,배달통 등)
있다 ▢ 없다 ▢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직 어주세요)

SQ5.귀하가 실제로 이용해본 이 있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앱은 무엇

입니까?모두 체크해주십시오.

SQ6.귀하께서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앱은 무엇입

니까?

1 :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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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활 하는 위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이 에 한 

하의 생각과 의견에 한 문항입니다.

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심과 요구에 맞는 쇼핑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내가 있는 장소에 맞는 쇼핑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의 상황에 맞는 쇼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의 구매 패턴에 맞는 쇼핑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정보를 탐색하는데 드는 나의 시간과 노력을 약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내가 원하는 쇼핑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

로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쇼핑을 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이용 과정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나에게 맞는 쇼핑 정보를 받는 재미를 느낄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반 으로,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다음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하는

것의 혜택에 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

까운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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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라이버시가 침해될 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에 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될 험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의 이동경로와 행동이 분석되고 측될 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감시받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의 개인정보가 내 동의 없이 다른 목 으로 사용

될 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공개될 험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개인정보 때문에 내가 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의 개인정보가 사업자 측에 축 되어 장기 으

로 내 안 이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반 으로,다양한 험이 발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다음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하는

것의 험에 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

까운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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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사업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개인정보를 정당하게 사용하고,나와의 약속

을 지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3나의 개인정보를 안 하게 다루고 보호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내가 안심할만한 수 의 정보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치기반 모바일 커머

스의 혜택을 얻는 것과,그 혜택을 얻기 해 감

수해야 하는 험 사이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2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실한 입장을 정하기가 힘

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4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갈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다음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이용하는

것에 해 귀하가 갈등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4.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사업자에 한 귀하의 신뢰수 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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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를 이용하는 것은 명한 선택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를 지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를 더 다양하게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를 통해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다음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기반 모바일 커머스에 한 귀

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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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하의 인적 특 에 한 문항입니다.

1.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세

3.귀하의 교육수 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졸이하 ② 고졸 ③ 학재학 ④ 졸

⑤ 학원재학 ⑥ 학원졸 이상

4.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수입이 없으신 분께서는 월평균 용돈을 기 으로 어주시면 됩니다)

______________만원

5.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문직 ② 사무/ 리직 ③ 서비스/ 매직 ④ 생산 련직

⑤ 학생 ⑥ 주부 ⑦ 기타__________

6.귀하의 결혼여부는 어떻습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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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ailEnvironmentChangesand

Consumers'ValueConflict:

ThreeEssaysontheImpactofGlobalization,

Concentration,andPersonalization

Lee,Jin-Myong

Dept.ofConsumerScienc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Asconsumerenvironmentischangingrapidly,itiscausingnew

setofconsumervaluestoemerge.Consumersmakechoiceswithin

theboundaryoftheirownvaluesystem thathasmulticoexisting

values.Consumerssometimesexperienceclashofvaluesandinternal

conflictwhenfacewithdecisionsthatneedtoidentifyhierarchyor

relativeimportanceamongdifferentvalues.Conflictsthatariseduring

consumerdecisionmakingprocessesareregardednegatively,asthey

areknowntohavenegativelyimpactonconsumersatisfaction.Some

arguethatconflictsalsohavepositiveaspects,too,astheypromote

consumerstobemoreactively engagedandenablethem tomake

betterchoicesasaresultofconflictmediation process.However,

literature on value conflicts thatarise during consumer decision

makingprocessis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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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setting is where consumervalue conflicts can be most

apparent.Itdeterminestheframework ofmarketsencountered by

consumers and has a direct effect on consumers’ purchase

decision-making.Therefore,understanding conflicts thatconsumers

experience in the contextofretailsetting is very importantin

improvingstabilityandsatisfactionofconsumers'choice.

Thepurposeofthisresearchistoconductamultilateralinquiryin

clash ofconsumervalues,and internalconflicts caused by such

clashesthatconsumersexperiencewithrespecttoconsumptionissues

basedonchangesintheretailenvironment.Thisdissertationincludes

three independent studies that deals with changes in retail

environment that may lead consumer to experience dilemma in

making decisions due to conflicts of different values,such as

globalization, concentration and personalization. The overall

frameworksusedinthisdissertationthatincludeSchwartz’suniversal

valuetheoryandinternalconflictwasanalyzedbasedonLewin’sfield

theory.

<Essay 1> deals with conflicts consumers experience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n retail industry.More specifically,it

addressed the conflicts between ‘openness to change’ and

‘conservation’,and ‘self-enhancement’and ‘self-transcendence’as

consumersdecidewhetherornottoengageincross-bordershopping

activities.The methodology used forthisstudy wastextmining

using UCINET software.Consumerpostingson apopularKorean

online community were collected using KKMA(Kind Korean

Morpheme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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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ultsareasfollows:First,throughtextclustering,consumer

valueswithrespecttothecross-bordere-commercewereidentified.

Consumers’approach responsesregarding cross-bordere-commerce

were classified into seven forward direction values: economic

feasibility,convenience,novelty,participation,diversity,pleasure,and

achievement.Theavoidanceresponseswereclassifiedintosixreverse

direction values: inconvenience, functional uncertainty, economic

uncertainty,difficulty,instability,andirrationality.Thisconfirmsthat

there are values that promote or hamper consumers to adopt

cross-bordere-commerce.

Second,throughtextnetworkanalysis,theconnectionstructureof

approach-avoidanceresponseswereidentified.Itwasidentifiedthat

consumersarestronglyattractedtocross-bordere-commercedueto

economic value butthey avoid making a directpurchase from

overseas due to conservative values such as uncertain risks,

inconvenience, difficulty, and concern for their own country.

Furthermore,opennesstochangevaluessuchasnovelty,pleasure,

participation,andachievementmitigatethecollisionbetweeneconomic

feasibility and reverse values. Through this, collision between

self-enhancement value and conservative value and between

conservativevalueandopennesstochangevaluewereidentifiedin

caseofcross-bordere-commerce.

Third,through a qualitative analysis,a modelfor consumers’

internalconflictregardingcross-bordere-commercecouldbededuced.

According to the deduced model,consumers adopt cross-border

e-commerce through compromise,negotiation,and self-justification

whileexperiencinginternalconflicts,andtrytoresolveconflictsby

selecting the combatants’strategy ofascribing the proble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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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sion and resistance.It was found that factors thatmediate

consumers’levelofinternalconflictincludepreviousexperienceswith

cross-border e-commerce,psychosocialvariables,delivery service,

reputationandreliabilityofoverseasshoppingmalls,andafter-sales

policyofmanufacturers.

Fourth,the results of consumers’internal conflict regarding

cross-bordere-commercewereclassifiedintothreetypes:emotional

satisfaction and reinforced behavior, regret and suspension of

transaction,and demand forimprovementin the domesticmarket

environmentand the retailindustry to fundamentally address the

causesbehindtheconflicts.

<Essay2> dealswiththeregulationofbig-boxretailersdueto

the expansion and concentration of retailing,and addresses the

collision between ‘personal-focus’valueand ‘social-focus’value.A

Q-methodwasusedforthisstudy.

First,asaresultofQ-factoranalysis,fourdifferentconsumer

typeswereclassified according tothekey characteristicsoftheir

agreementand disagreementwith each Q statement aboutthe

regulationofbigboxretailers.“Liberalists”arguedthatmaximizing

efficiencythroughfreecompetitionisgoingwiththeflow ofmarkets

and strongly resisted againstthe regulation on big-box retailers.

“Pursuers of coexistence” recognized social values and were

cooperativeaboutfollowing theregulation.“NIMBYists”recognized

thenecessityoftheregulationassocialcitizensbutpursuedfreedom

andefficiencyasconsumers.“Self-concealers”triedtoconcealtheir

natureofpursuing personalgainsduetomoralconsciousness,the

thoughtthattheyneedtopursuewhatisrightforsociety.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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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show thatconsumersembracecontradicting valuesthrough

variousmeans.

Second,therewasadifferenceinthewayconsumersrespondto

conflictsbyconsumertype.“Liberalists”experiencedinternalconflict

caused by the collision between thevaluesthey pursue and the

valuesdemanded by society,and selectively ignored socialvalues.

“Pursuersofcoexistence”self-controlled theoccurrenceofinternal

conflictby strengthening whatthey believe in.“NIMBYists”and

“self-concealers”experienced valueconflictdueto personalvalues

andsocialvaluesthatcoexistinsidethem.Whileexperiencingsuch

value conflict, “NIMBYists” tried to evade the conflict, while

“Self-concealers” were immersed in the conflict and showed

responsessuchasobsession,regression,andguilt.

Third,afterexaminingitemsthatcoincideamongconsumertypes,

it was observed that all of them were doubtful about the

effectivenessoftheregulationonbig-boxretailers,andfeltpositive

aboutmaximizing gainsand freedom ofconsumerchoice.On the

otherhand,allofthem wereagainstabolishing theregulation on

big-boxretailers.

<Essay 3> addressed the conflictbetween ‘growth’value and

‘self-protection’valueduetotheinformatizationandpersonalization

trendofretailing,mobilecommercebeingthecaseinthisstudy.A

webbasedconsumersurveywasconductedforthisstudy.

First,itwasrevealedthatambivalencetowardtheuseofpersonal

information had apositiveeffecton internalconflict(Hypothesis1)

and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 satisfaction with respect to

location-basedmobilecommerce(Hypothesis2).Furthermore,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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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hadanegativeeffectonconsumersatisfaction(Hypothesis3).

These results show that high involvement of consumers and

integratedthinkingthatembracesbothprosandconscanultimately

leadtosatisfactionwithmobilecommerce.Moreover,itwasidentified

thateffectivelymanagingandresolvinginternalconflictsisimportant

inincreasingconsumersatisfaction.

Second,themoderatingeffectoftrustontherelationshipbetween

ambivalenceandinternalconflictwasprovedtobesignificant.Inthe

group thatshowed high leveloftrust,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andinternalconflictwerefoundtobeweaklynegative.

However,in the group with low leveloftrust,a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conflict and consumer

satisfaction was observed,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wasnotsignificantinagroupwithhightrust.Suchresults

show thattrusthasadoubleeffect.Itreducestheoccurrenceof

internalconflictandreducesthenegativeeffectofinternalconflicton

consumersatisfaction.

<Essay3> theoreticallyinquiredintothemeaningofcoexistence

of paradoxical values for consumers, and contributed to the

completion of this dissertation as it generalized the relationship

betweenimportantvariablesthroughmodelverification.

Basedontheresultsofthisresearch,theconclusionisasfollows:

First,changesintheretailenvironmentleadtovalueconflictas

theycausechangesintheprioritiesand/ortherelationshipbetween

valuesregardingconsumption.Astheresultsof<Essay1> indicate,

consumersrealizedthevalueofdiversitythroughtheglobalizationof

retailing,and became aware ofthe values ofnovelty,pl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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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andachievement.However,conservativevaluessuchas

considerationforuncertainty,instability,difficulty,andconsideration

ofone’s home country were more intensified atthe same time.

Conflictbetweenvaluesthatheadtowarddifferentdirectionsledto

consumers’internalconflict.As the results of<Essay 2> show,

consumershadtoplayadoubleroleofaneconomicagentanda

socialcitizenduetothegovernment’sregulationtopreventtheside

effects ofconcentration ofretailing,and this induced consumers’

internalconflictcausedbyavalueconflict.In<Essay3>,itwas

revealedthatparadoxicalvalues,suchasgrowthandself-protection

withrespecttotheuseofpersonalinformation,cancoexistinside

consumers, and this improved consumer satisfaction and

simultaneously induced internalconflict.As theretailenvironment

changescontinuously,itisnecessarytostayfocusedonthedynamics

intherelativerelationshipbetweenconsumervalueitemsaccording

toenvironmentalchanges.

Second,itisnecessarytohaveanambivalentview inanalyzing

theconsumptionissuesandrecognizetheimportanceofconsumers’

internalconflictin thedecision-making process.As this research

shows,consumptionissueshadbothpositiveandnegativeaspects,

anditwasidentifiedthatsomepeoplewerepositiveaboutaccepting

thiswhilesomewerenegativeand tried to avoid it.Consumers’

positive,compromising,orevasiveattitudestowardconflictsaffected

how conflictswereresolved.Therefore,consumers’internalconflictis

an importantfactor thatneeds to be considered in studies on

consumer satisfaction,and requires an expansion of studies on

consumers'internalconflict.

Third,valueclashisaphenomenonthatcannotbejudgedas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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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ad,and problems occurwhen value clash leads to internal

confli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conflicts from

occurringinavalueclashandtosatisfactorilyresolvetheconflicts.

Thiscanbethebasisforamoreadvancedtargetingstrategy,which

targets the changing consumers and markets from the marketing

perspective.This research deduced practicalimplications foreach

essayanddescribedthem inthesub-conclusionofeachsection.

Fourth,variouspolicyinterventionswereimplementedasretailing

isdirectlyconnectedtothelivesofthepeople.Atthistime,itis

necessarytoconsiderhow consumers,theskate-holdersofpolicies,

would respond to values thatare inherentin a phenomenon.In

<Essay1>,manyconsumerswereconfusedaboutthegovernment’s

policyonthedomesticmarketbeingconservativeoropentoforeign

investors,andthisintensifiedtheirinternalconflict.In<Essay2>,

“Liberalists”and“Self-concealers”couldnotacceptthenecessityof

the regulation on big-box retailers and were criticalaboutthe

governmentpursuingtheregulation.Toreduceconsumerconflicts,it

isnecessary torestoreconsumertrustregarding thegovernment’s

policy.Therefore,policymakersneedtorecognizetheimportanceof

consumers’valuesandestablishaplanforeffectivecommunication

withconsumers.

Fifth,theimportanceoftheconsumervaluesystem,whichcanbe

specifiedinthecontextofconsumption,wasidentified.Byapplying

Schwartz’svaluetheory,thisresearchderivedthevaluesthatwere

recognized to be important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In

<Essay 1>,itwasrevealed thateconomicfeasibility,convenience,

and performance are included in self-enhancementvalue;novelty,

challenge,adventure,andpleasureareincludedinopennessto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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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afetyandpursuingcertaintyintransactionsareincludedin

conservative value; and ethnocentrism is included in

self-transcendencevalue.In<Essay2>,itwasrevealedthatfreedom,

right,andefficiencyareincludedinpersonalvalue,andcoexistence

andfairnessareincludedinsocialvalue.In<Essay3>,privacyis

included in self-protection value,and improvementin consumption

abilityisincludedingrowthvalue.Theresultsofthisresearchimply

thatitispossibletotheorizetheconsumervaluesystem suitablein

the context of consumption by amending and supplementing

Schwartz’stheory.Ifmoreelaboratesystemizationofconsumervalues

isrealized through a future study,thosevalues can beused in

providing reliable predictions and interpretations ofthe effects of

valuesonconsumerattitudes,behaviors,andsatisfaction.

Infutureresearch,itisrecommendedtointensifyanddevelopthe

discussionsin thisresearch.Itwould bepossibletoimprovethe

understanding ofvalue conflicts ifwe can conductan additional

in-depth analysis ofhow the arrangementofvalues as wellas

consumers’responses and management methods toward conflicts

changeaccording to thecharacteristicsofproductsorconsumers.

Furthermore,itwillbeabletofindamoreeffectivewaytoresolve

conflictsifa proceduralapproach to factorsthatinduceconflicts,

process of experiencing conflicts, and results of conflicts is

implemented.

keywords:valueconflict,retailenvironmentchange,cross-border

e-commerce,retailregulation,mobilecommerce,text

mining,Q-methodology

StudentNumber:2009-31047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의의 
	제 3 절 이론적 배경 
	1. 가치와 가치체계 
	2. 갈등 이론 
	3. 유통환경 변화와 가치 충돌 

	제 4 절 논문의 구성 

	제 2 장 소비자 내적갈등 양상: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접근-회피 반응의 범주 및 구조와 소비자 내적갈등 양상 
	제 1 절 문제 제기 
	제 2 절 이론적 배경 
	1. 유통의 세계화와 가치 충돌 
	2. 온라인 해외직접구매 
	3. 해외직접구매와 소비자 갈등에 관한 연구 

	제 3 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제 4 절 연구결과 
	1. 텍스트 빈도분석 및 텍스트 분류 
	2. 텍스트 군집분석 결과 
	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4. 내적갈등 과정에 대한 정성분석 및 모형 도출  

	제 5 절 소결 

	제 3 장 소비자 내적갈등 유형 및 대응: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인식유형과 갈등 대응방식 
	제 1 절 문제 제기 
	제 2 절 이론적 배경 
	1. 유통의 대형화와 가치 충돌 
	2. 대형마트 및 SSM 규제정책 
	3. 대형마트 및 SSM 규제와 소비자 갈등에 관한 연구 

	제 3 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제 4 절 연구결과 
	1. 유형의 추출 
	2. 유형별 가치 충돌 및 갈등 대응방식 

	제 5 절 소결 

	제 4 장 소비자 내적갈등 결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양면가치태도와 내적갈등이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위치기반 모바일 커머스를 중심으로 
	제 1 절 문제 제기 
	제 2 절 이론적 배경 
	1. 유통의 정보화와 가치 충돌 
	2. 양면가치태도와 내적갈등 
	3. 위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제 3 절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2. 조사도구의 구성 
	3. 자료수집 및 분석 
	4. 조사대상자 특성 

	제 4 절 연구결과 
	1. 기초통계 분석 
	2. 측정모형 분석 
	3. 구조모형 분석 
	4. 다중집단 분석 

	제 5 절 소결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결과의 요약 
	제 2 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