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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우리는 

마우스의 간편한 클릭으로, 하루 종일 함께 하는 스마트폰의 터치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정보의 발산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소셜 허브(social hub)의 강화로 더욱 긴밀해진 온라인 세상의 

구조와(Gladwell, 2000; Keller & Barry, 2003; Goldenberg, Han, Lehmann, & Hong, 

2009) 소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규모를 증폭시킨 소셜 미디어의 발전을 

발판으로, 개개인은 시공간을 초월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의견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한다(Mangold & Faulds, 2009; Kaplan & Haenlein, 2010). 이에 따라 

다수의 타인들이 개인의 선택에 가하는 영향력은 더욱 증폭된 실정이다. 

특히, 다수가 지지한 결과는 예측의 오류를 줄여 높은 정확성을 갖는 

‘대중의 지혜’(wisdom of crowd)(Surowiecki, 2004)로 추앙 받으며 강력한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중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순응하도록 

요구하는 암묵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선택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Asch, 1955; Deutsch & Gerard, 

1955), 스스로가 자기 행동의 원천이라고 여기는 자율성이라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Deci & Ryan, 1991). 따라서 ‘대중의 지혜’를 참

고하는 것은 선택의 두 가지 모습을 충돌시켜 내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내적 갈등의 잠재 비용으로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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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행동적 결과가 무엇인지 규명하여 ‘대중의 지혜’의 어두운 단면을 드

러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144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은 자기조절자원 모

델(self-regulatory resource model)(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을 

바탕으로 1)선택에 앞서 다수의 생각을 참조하면 자유 선택에 대한 암묵적인 

통제로 순응 압력을 느끼고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라는 심리적 비용을 치를 

것으로 예상한다. 단 이것은 규범에 불일치한 행동을 하려는 반순응 동기

(counterconformity motivation)(Nail, 1986)에 의한 독특성 욕구(need for 

uniqueness)(Snyder & Fromkin, 1977; Tian, Bearden, & Hunter, 2001)가 높은 경우, 

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3) 많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를 보는 것 만으로 비계획적인 구매 행동을 증폭시켜 충동 구매(Rook, 1987; 

Rook & Fisher, 1995)라는 행동적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어: 소비자의사결정, 사회적 영향, 자기조절자원 고갈, 충동 구매, 소비자 

독특성 욕구, 대중의 지혜 

학  번: 2012-2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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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Yelp
1
 와 수많은 유사 서비스들은 수입, 사회적 지위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이 고급 

사립학교에 들어가려는 십대들 같은 생각을 하도록 한다. (중략) 모임 장소를 정할 

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타이 레스토랑은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곳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동기로 그 곳을 

평가하는데 시간을 썼는지 알 수 없더라도,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레스토랑이어야 한다. 별 다섯을 지급하는 대중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센스 

없음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중략)  

우리는 남들을 따르도록 철저히 하면서도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Following’은 이제 개성의 한 속성이다. (중략) 취향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옛 생각이며 마치 선거처럼, 다수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확신으로 대체되었다.” 

위는 다수의 의견에 의존하는 문화의 ‘yelpfication’에 자조적이고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뉴욕타임스 기자이자 문화비평가 Lee Siegel의 

흥미로운 글 중 일부다(Siegel, 2013).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우리는 마우스의 간편한 클릭으로, 하루 종일 함께 

하는 스마트 폰의 터치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실제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례들을 심심찮게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있다.  

“A는 친구들과 제주도에 놀러 가서 맛있는 회를 먹기로 했다. 여행객이라 

정보가 부족하여 후보를 검색해보니, 온라인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거나 

후기를 작성하며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몇 군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실 그녀는 

예전 가족들과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들려 마음에 들었던 식당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여 ‘인증된’ 새로운 후보들이 객관적으로도 

                                                           
1
 www.yelp.com 미국 생활정보 검색 전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음식점, 병원, 미용실, 부

동산, 숙박시설 등에 대한 기본 정보 및 평점, 후기, 댓글 등 소비자 평가 정보 제공. 2013년 

상반기 기준 월평균 방문자 수 1억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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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진짜 맛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A는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다고 해서 반드시 제일 맛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또한 

개인적으로 좋았던 곳을 포기하려니 뭔가 마음이 쓰인다. 남들 대다수가 다녀온 

곳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 위험도 낮겠지만, 그대로 따르자니 그다지 탐탁지 않다.” 

“주부인 B는 소셜 커머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해놓고 할인가에 

올라오는 물품들을 종종 구매한다. 오늘도 그녀는 아기를 키우며 줄곧 활용도가 

높은 물티슈를 구매하고자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 사려던 물티슈를 장바구니에 

담고 메인 화면에 떠있는 상품들을 구경하던 중 눈에 걸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세트를 발견한다. ‘아직 크리스마스는 한달 이상 남았는데...’ 싶지만, 제품도 괜찮아 

보이고 벌써 2,000개 넘게 팔렸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해당 제품을 검색해보니 

블로거 후기가 대거 올라와있다. 아기 때문에 올해는 트리 설치 계획이 없었기에 

다소 충동적이지만, 물티슈와 함께 주문 목록에 올린다.” 

A와 B의 사례 모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는지 혹은 구매했는 

지와 같은 다수에 의한 정보를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다수의 의견은 개인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수가 지지하는 내용은 객관적인 

합의(objective consensus)로 일반적이고 옳은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Imhoff & 

Erb, 2009; Mackie, 1987), 다수의 영향력은 소수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선행 연구들과 관련 있어 보인다(Erb, Bohner, Schmälzle, & 

Rank, 1998; Mackie, 1987). 즉,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대다수의 의견이 옳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에 동조하는 것이다(Imhoff & Erb, 2009).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토대로 

하더라도 대중의 의견이 틀릴지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남들과 

유사하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회피적인 반응을 

야기하기도 한다(Cheema & Kaikati, 2010; White & Argo, 2011)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위해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Siegel이 지적하고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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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암묵적인 강요로 남들이 도출한 정답을 쫓게 만드는 

불편한 진실을 내포하고, 의사결정자가 예기치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겠다 특히, 나이 대 별로 해야 할 생각과 행동, 일궈야 할 성과 

등에 대한 생각이 정해져,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고 사는 만큼 사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상호의존적이고 사회적 

비교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다수가 미치는 힘이 

막중하며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편한 관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검토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정보 탐색 

과정이다. 인간은 한정된 시간 내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사고 용량의 한계로 정보의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를 겪는다(Aljukhadar, Senecal, & Daoust, 2010; Jacoby, 

1984; Jacoby, Speller, & Berning, 1974; Malhotra, 1982).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람들은 소비자 후기, 평점 및 추천 정보인 온라인 구전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양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ljukhadar et al., 2010; Chatterjee, 2001; Häubl & Trifts, 2000; Olshavsky 

& Granbois, 1979; Swaminathan, 2003). 

그러한 가운데 인터넷의 확산(Alba, Lynch, Weitz, Janiszewski, Lutz, 

Sawyer, & Wood, 1997)은 물론, 실시간성과 상호작용이 강화된 소셜 미디어의 

발전은 소비자 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규모를 증폭시켜 수많은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그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Kaplan & Haenlein, 2010; Mangold & Faulds, 2009). 2012년까지 

전 세계 스마트 폰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11억 명인 

가운데(Koo,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2년 국내 스마트 폰 사용률이 

전년의 39.2%에서 크게 성장한 78.5%에 육박했다고 보고했다(Elk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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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8세~24세의 경우 스마트 폰 사용률이 97.7%에 달하는 것으로 구글이 

주도한 다른 조사에 나타났다(Elkin, 2013). 더불어 IDC에서 7천여 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폰 일별 평균 

사용 시간은 132분, 그 중 84%가 통화를 제외한 문자, 이메일, 웹을 활용한 

소셜 커뮤니케이션으로 드러나 스마트 모바일 시대와 함께 온라인 구전의 

활용은 더욱 활성화된 실정임을 알 수 있다(Zibart, 2013). 정보의 발산에 많은 

사람들이 연결된 소셜 허브(social hub) (Barabassi, 2003; Valente, 1995)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감안하면(Gladwell, 2000; Goldenberg, Han, 

Lehmann, & Hong, 2009; Keller & Barry, 2003) 다수의 타인들이 개인의 선택에 

가하는 영향력은 더욱 중대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타인들은 실제 

삶에서 대면하지 않더라도 더욱 긴밀히 연결된 온라인 세상의 구조를 통해 

개인에게 피할 수 없는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겠다. 

매체의 혁신으로 개인들의 의견에 대한 접근 개선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그 의견들을 평점, 추천 수, 후기 및 댓글 수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로 환산하여 하나의 여론으로 취합하는 방식 또한 발전되었다(Chatterjee, 

2001; Dellarocas, 2003). 칼럼에서 언급한 yelp처럼 국내에도 소비자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생활정보 서비스(e.g., 메뉴판닷컴, 윙스푼, 

윙버스)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대중의 의견을 

종합한 정량적 지표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원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수에 기반한 순위 정보와 회원들의 추천 수 및 평가 등록 수, 

온라인 쇼핑몰 판매 제품의 인기 순위 및 누적 판매량, 그리고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의 누적 구매자 수 등이 있다. 남들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지 또한 중요한 정보로 유통된다. 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나 인기 검색어는 사람들이 클릭한 양에 기반하여 의미 있는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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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빈도와 품질 또한 사람들의 선택을 직접 반영한 지표로 구현된다(e.g., 

Facebook의 share 수, like 수, Twitter의 Retweet 수). 

본 논문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선택에 앞서 다수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편리한 것으로 여기지만, 위 인용한 뉴욕타임스의 

칼럼에서 비춰진 것처럼 다소 부정적인 심리적 또는 행동적 압력을 동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다수의 의견은 ‘대중의 지혜’(wisdom of 

crowd)(Surowiecki, 2004)로 일컬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규정하여 높은 정확성을 

갖는 진실로 여겨지고, 그에 따라 ‘대중의 지혜’의 효용에 관하여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Brabham, 2008; Fuxman, Tsaparas, Achan, & Agrawal, 2008; 

Whitla, 2009; Yi, Steyvers, Lee, & Dry, 2012), 이에 대항하여 ‘대중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심리적 비용과 행동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입각하여, 인간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신체가 한정된 에너지 안에서 소비하듯 

한정된 자기조절자원을 갖는다는 자기조절자원 모델(self-regulatory resource 

model)(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을 바탕으로 1)선택에 앞서 

다수의 생각을 참조하면 자유 선택에 대한 암묵적인 통제로 순응 압력을 

느끼고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한다. 단, 이것은 규범에 

불일치한 행동을 하려는 반순응 동기(counterconformity motivation)(Nail, 

1986)에 의한 독특성 욕구(need for uniqueness)(Snyder & Fromkin, 1977; Tian, 

Bearden & Hunter, 2001)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3) 많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는 것 만으로 

비계획적인 구매 행동을 증진시켜 충동 구매(Rook, 1987; Rook & Fisher, 

1995)라는 행동적 비용을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온라인 구전과 소비자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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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을 넓혀, 온라인 구전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수의 힘이 

소비자들의 심리 및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의의가 있다. ‘대중의 

지혜’(Surowiecki, 2004)가 개인에게 어떤 잠재적 비용을 가하는 지에 대한 

관점의 연구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는 것이 현재 필요하며,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얻는 성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설득에 대한 소비자 저항을 약화시키고, 선택 

시 타협 효과를 완화하거나 유인 효과를 극대화 하는 등(Burkley, 2008; 

Pocheptsova, Amir, Dhar, & Baumeister, 2009) 소비자 태도 및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존에 밝혀진 것과 관련하여, ‘대중의 지혜’를 참고하는 

것 만으로 실제 자기조절자원이 고갈되는 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도출이 될 것이다. 또한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소비자 후기 컨텐츠 등 

온라인 구매환경의 세부 요소들이 무분별한 구매를 야기한다는 선행 

연구들이 보고됨에 따라(LaRose, 2001; LaRose & Eastin, 2002), 본 논문의 

초점인 정량적 지표 또한 어떤 행동 비용을 초래하는 지 발견하는 것은 

온라인 구매 환경 및 소비자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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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가설 

 

1. 온라인 구전과 ‘대중의 지혜’, 그리고 소비자 의사결정 

 

 인터넷이 구전에 효과적인 채널로 부상함에 따라(Dwyer, 2007) 온라인 

구전의 효용과 소비자 행동에의 영향력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온라인 구전은 초기 시장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보충 정보를, 주류 

시장에는 사용자 중심적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수용 주기를 

가속화하고(Park & Kim, 2008), 미디어, 소비자 이벤트와 같은 전통적인 마케팅 

활동보다 신규 고객 획득과 고객 유지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Trusov, Bucklin, & Pauwels, 2009). 또한 온라인 구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Park & Kim, 2008) 전통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하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Rezabakhsh, Bornemann, Hansen, & Schrader, 

2006). 더 나아가 온라인 구전은 그 정보의 수용자들의 인식, 신념, 태도 및 

실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Chatterjee, 2011) 온라인 구전이 기업에 의해 

생성된 정보보다 소비자 태도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Chiou & Cheng, 

2003; Foux, 2006), 고객 가치와 충성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Gruen, 

Osmonbekov, & Czaplewski, 2006)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 온라인 구전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 매출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Chen, 

Dhanasobhon, & Smith, 2006; Chevalier & Mayzlin, 2006; Ghose & Ipeirotis, 2006), 

온라인 구전 내용의 긍정 및 부정(Chatterjee, 2001; Huang & Chen, 2006; Sen & 

Lerman, 2007; Ward & Ostrom, 2002; Zhang, Craciun, & Shin, 2010), 원천의 

특징(Cheung, Luo, Sia & Chen, 2009; Huang & Chen, 2006; Park & Kim, 2008)과 

같이 정보의 어떤 속성들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 또한 연구들이 개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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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구전과 관련한 동기 차원의 연구로 온라인 구전 

의도(Cheema & Kaikati, 2010; Hennig-Thurau, Gwinner, Walsh, & Gremler, 2004; 

Ward & Ostrom, 2002)와 온라인 구전 정보의 사용 이유(Hennig-Thurau & Walsh, 

2003) 등이 다뤄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다수 온라인 구전이 

소비자의 행동, 특히 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임을 

규명하거나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이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정보로써 온라인 

구전은 비교적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대중의 지혜’(Wisdom of 

Crowd) 효과의 부상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중의 지혜’ 효과란 

개인들의 의견 집합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개인, 심지어 전문가의 

판단을 따르는 것보다 진실에 더 가까운 예측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Surowiecki, 2004), 다양한 개인들이 내놓은 각기 독립적인 의견들이 

분산되어 있음을 전제로 했을 때 이를 취합하여 오류를 줄이게 되는 

통계적인 정확성을 뜻한다. 이러한 ‘대중의 지혜’는 사회의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온라인 구전 정보에 또한 반영되어 여러 지표로 구현되고 

있다. [표 1]에 정리된 예시에서 드러나듯 선택 대상에 대한 추천 수, 댓글 수, 

후기 등록 수, 평점의 참여자 수와 같은 척도와 온라인 쇼핑몰 및 소셜 

커머스에서의 인기 순 조회 및 누적 판매 순위, 구매자 수와 같은 정보들은 

다수의 선택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비교 및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 유통되는 정보의 빈도와 품질을 표현하는 

공유 및 추천 수(e.g., Facebook 내 share 및 like 수)와 다수의 클릭 수를 

기반으로 한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인기 검색어, 연관 

검색어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이 ‘대중의 지혜’에 

비추어 오류를 줄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즉,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정 선택을 했는지 지표들을 통해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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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선택한 결과가 ‘정답’에 가까울 것이라는 추론을 하며, 그것을 토대로 

선택을 한다. 다수가 선택한 것에 실제로 동의를 할 지에 대한 판단 이전에 

정량적 지표로 구현되는 ‘대중의 지혜’는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며, 한 두 명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다수가 지지하는 

내용이기에 객관성이 확보된, 일반적이고 옳은 정보로 받아들여진다(Imhoff & 

Erb, 2009; Mackie, 1987). 

 

[표 1] 다수의 의견을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 예시 

카테고리 정량적 지표 

생활정보 서비스 

(ex. 메뉴판닷컴, 윙스푼, 윙버스) 
소비자 평가 수(추천, 댓글, 후기, 평점) 

음원 서비스 

(ex. 멜론, 엠넷) 

소비자 평가 수(추천, 댓글, 후기, 평점),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수(순위), 

온라인 쇼핑몰 

(ex. G 마켓, 인터파크) 

소비자 평가 수(추천, 댓글, 후기, 평점),  

판매 인기 순위, 누적 판매량(순위) 

소셜 커머스 

(ex. 쿠팡, 티몬) 

소비자 평가 수(추천, 댓글, 후기, 평점),  

누적 판매량(순위), 누적 구매자 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ex. Facebook, Twitter) 

like(좋아요), share(공유) 수 

Retweet(RT) 수 

포탈 서비스 

(ex.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인기 검색어,  

연관 검색어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며(Kaplan & Haenlein, 2010; Koo, 

2012; Mangold & Faulds, 2009)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 교류에 가담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 또한 조성되었고, 이는 온라인 구전에 있어 ‘대중의 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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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을 더욱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대중의 

지혜’는 개인이 선택의 오류를 줄이고 ‘정답’에 가까워 질 수 있는 의의를 

갖기 때문에 온라인 구전의 활용 동기로 밝혀진 위험 감소(i.e., “다른 

소비자의 의견은 나의 올바른 구매 결정을 돕는다.”)와 부조화 감소(i.e., “다른 

소비자의 의견을 읽는 것은 내가 올바른 구매 결정을 했음을 확인해준다.”) 

(Hennig-Thurau & Walsh, 2003)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효용에서 

비롯하여 ‘대중의 지혜’는 그 원리 및 구조에 대한 연구는 물론(Kittur, Chi, 

Pendelton, Suh, & Mytkowicz, 2007; Kittur & Kraut, 2008; Shirky, 2008; Sunstein, 

2006), 이를 문제 해결이나 검색 키워드 생성, 그리고 신제품 개발, 광고, 

시장 조사를 위한 크라우드소싱 등 여러 주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목적의 

연구 또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Brabham, 2008; Fuxman, Tsaparas, 

Achan, & Agrawal, 2008; Whitla, 2009; Yi, Steyvers, Lee, & Dry, 2012). 그러나 

‘대중의 지혜’를 사용하는 개인이 겪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와 그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이는 ‘대중의 지혜’의 통계적 정확성이 불완전하다는 연구들이 

존재함에 따라(Lazer & Friedman, 2007; Lorenz, Rauhut, Schweitzer, & Helbing, 

2011) 더욱 발전될 필요가 있는 연구 주제로 보이는데 특히 Lorenz et 

al.(2011)은 ‘대중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로 

집합적 정확성에 대한 과신(overconfidence)을 규명해낸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외에도 ‘대중의 지혜’가 소비자들에게 다른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온라인 구전과 소비자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을 더욱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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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의 지혜’ 검토에 따른 심리적 비용 

: 자기조절자원의 고갈 (Self-regulatory Resource Depletion) 

 

선택의 두 가지 모습, 자율성과 순응 

 소비자들이 선택에 앞서 ‘대중의 지혜’에 의존하는 심리적 과정을 

연구하는데 살펴보아야 할 이론적 배경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자신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된 답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고(Mason, Conrey, & Smith, 2007; Yaniv & Milyavsky, 2007), 자신의 구매 

결정이 사회 규범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구매 행동을 

관찰하며(Bearden, Netemeyer, & Teel, 1989) 타인에 의해 자신의 선택 결정을 

규정하고 정당화한다(Brehm & Kassin, 1993; Chong & Syarifuddin, 2010; DeZoort 

& Lord, 1994). 또한 타인의 존재는 선택에 대한 자신감, 행복, 경험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Lamberton, Naylor, & Haws, 2013; Raghunathan & Corfman, 

2006; Ramanathan & McGill,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자극에 대한 판단에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이 작용한다는 연구(Asch, 1955; Deutsch & Gerard, 

1955)에 기인한다. Deutsch & Gerard(1955)는 사회적 영향을 규범적 

영향(normative influence)과 정보적 영향(informative influence)으로 구분했다. 

규범적 영향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자 하는 소속 욕구(need to belong)(Baumeister & Leary, 

1995)에 기반한다. 이는 사회적 소속을 위해 주변의 규범적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Baumeister, Dewall, Ciarocco, & Twenge, 2005), 대인관계에서 

화합(rapport)를 강화하기 위한 모방 행동(i.e., 카멜레온 효과)(Chartrand & 

Bargh, 1999), 부정적인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반감을 피하는 것(Wooten & 

Reed, 2004),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무시되었을 때 사회적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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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려는 욕구가 촉진되는 것(Lakin, Chartrand, & Arkin, 2008; Mead, 

Baumeister, Stillman, Rawn, & Vohs, 2011) 등과 관련이 깊다. 정보적 영향은 

현실에 대한 ‘증거’로서 다른 사람에게 얻은 정보를 수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교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 진실한 인식을 하려는 정확성 욕구(need for 

accuracy)(Festinger, 1954)에 기반한다. 이는 기억을 재구성할 때 타인에 의한 

정보에 순응하는 것(Meade & Roediger, 2002; Walther, Bless, Strack, Rackstraw, 

Wagner, & Werth, 2002), 사회적으로 용인된 정도에 따라 편견을 수용하는 

것(Cialdini & Goldstein, 2004; Crandall, Eshleman, & O’Brien, 2002)등과 관련 깊다. 

이러한 동기들을 바탕으로 개인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하는 순응 압력(conformity pressure)(Asch, 1955; Chong & Syarifuddin, 

2010; Cialdini & Goldstein, 2004)을 느끼게 된다. 

한편, 선택에 있어 자유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 개념의 필수 구성 요소이고(Steele, 1988), 자율성, 즉 스스로가 

자기 행동의 원천으로 여기는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이다(Deci & Ryan, 1991). 이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임의로 주어진 선택 결과보다 그 과제를 더욱 

즐기게 하고, 높은 만족감과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더 낮은 불안감 및 위험 

감수 경향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anger, 

1975; Langer & Rodin, 1976; Stotland & Blumenthal, 1964). 더 나아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선택 결과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가령 

선택이 없는 경우보다 자유로운 선택을 더욱 선호하고 그 선택 결과가 더욱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믿으며(Botti & McGill, 2006), 특히 선택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 때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에 대해 더 큰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Botti & Iyengar, 2004). 또한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 결과여도 



13 

외부에 의한 결과임을 인식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가치 평가는 

감소했다(Langer, 1975; Taylor & Brown, 1988; Weiner, 1985).  

이에 비롯하여, 의사결정에 앞서 ‘대중의 지혜’를 검토하는 것은 

선택을 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발휘하려는 욕구와 다수에 순응하려는 욕구의 

충돌을 유발하여 내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순응 압력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과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간의 대립을 야기하여 강력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고(Epley & Gilovich, 1999), 선택과 그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공개적인 선택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보는 것이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낮추는(Lamberton, Naylor & Haws, 2013) 등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침이 규명된 바 있다. 따라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검토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 행위와는 독립적인 단순한 참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에 대한 순응 압력을 느끼는 가운데,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주체의 자존감이 위협되여(Steele, 1988) 심리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심리적 비용: 자기조절자원의 고갈 

 사람들은 자존감이 위협받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사용하는데, 그 중 하나는 자기조절자원(self-regulatory resource)을 

사용하는 것이다(Schmeichel & Vohs, 2009; Usta & Häubl, 2011; Vohs & Baumeister, 

2004). 가령, 죽음을 생각하여 자존감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자기조절자원이 

고갈되어 후속 과제의 수행 능력이 저하됨이 발견되었다(Pyszczynksi, 

Greenberg, Solomon, Arndt, & Schimel, 2004). 이러한 자기조절자원은 인간이 

보유하는 내적 힘으로 선택이나 행동적 반응, 자기 조절과 같은 행동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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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이 된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롯한 수많은 

행동들은 각각 다르고 서로 무관하지만 공통의 내적 자원인 자기조절자원이 

사용된다. 이는 신체적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한계선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정적인 자원으로 드러났다(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 Muraven, Tice & Baumeister, 1998). 따라서 다양한 선행 사건들에 

의해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사용되면 자기조절 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고, 

이어지는 후속 과제의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가령 초콜릿 칩 쿠키를 먹지 않고 참은 집단은 무를 먹지 

않고 참은 집단 보다 유혹을 뿌리치는데 더 많은 자기조절자원을 사용하여 

뒤따르는 과제의 지속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Baumeister et al., 1998). 

사고의 제약을 두어 주의를 통제하거나(Schmeichel, 2007; Schmeichel & Vohs, 

2009; Schmeichel, Vohs, & Baumeister, 2003; Vohs & Faber, 2007),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에 임한 경우(Pocheptsova, Amir, Dhar, & Baumesiter, 2009; 

Tice, Baumeister, Shmueli, & Muraven, 2007; Vohs & Schmeichel, 2003; Wallace & 

Baumeister, 2002)에도 자기조절자원이 고갈되었다. 정서 경험 및 정서 표현을 

억압하거나 과장시켜 정서를 조절하는 것(Baumeister et al, 1998; Muraven et al., 

1998; Schmeichel, 2007; Vohs & Faber, 2007) 또한 마찬가지로 작용했으며,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한 경우와(Burkley, 2008; 

Muraven et al., 1998) 사회적으로 소외된 경우(Baumeister, DeWall, Ciarocco, & 

Twenge, 2005)에 또한 유효했다.  

위 연구들에서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은 후속으로 진행한 과제에서 

수행 지속 시간, 시도 횟수로 측정되는 끈기를 저하시키거나 수행 성과의 

품질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기조절자원이 고갈되면 분석적 

추론과 많은 노력, 규칙에 의거한 사색적인 System 2 인지 방식보다 

자동적이고 적은 노력과 에너지를 요하는 직관적인 System 1 인지 방식에 더 

유사한 정보처리 방식을 취하며(Baumeister, Sparks, Stillman, & Voh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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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lton, Hong, & Chernev, 2007; Kahneman & Frederick; 2002), 설득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 약화되고(Burkley, 2008) 의사결정 방식에 또한 직접 영향을 

미쳐 타협효과가 완화되고 유인효과가 강화되며 선택 회피가 높아지는 것이 

밝혀졌다(Pocheptsova, Amir, Dhar, & Baumeister, 2007). 더불어 충동 구매 

증진(Vohs & Faber, 2007),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증대(Vohs & Schmeichel, 

2003), 학업 성과 저하(Schmeichel, Vohs, & Baumeister, 2003), 과식(Vohs & 

Heatheraton, 2000)과 같은 행동 결과를 낳고, 심지어 알코올 중독,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 성향을 높이는 것으로도 밝혀졌다(Muraven, Collins, & 

Nienhaus, 2002; Stucke & Baumeist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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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에 대한 연구 정리: 선행 요소 

연구 분류 연구 문헌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에 대한  

선행 요소 

유혹 저항 
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 

Vohs & Heatheraton, 2000 

주의 통제 

Schmeichel, 2007 

Schmeichel & Vohs, 2009 

Schmeichel, Vohs, & Baumeister, 2003 

Vohs & Faber, 2007 

인지적 노력 

Muraven, Tice, & Baumeister, 1998 

Pocheptsova, Amir, Dhar, & Baumesiter, 2009 

Tice, Baumeister, Shmueli, & Muraven, 2007 

Vohs & Schmeichel, 2003 

Wallace & Baumeister, 2002 

정서 조절  

(억압 및 과장) 

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 

Muraven, Tice, & Baumeister, 1998 

Schmeichel, 2007 

Vohs & Faber, 2007 

신체적, 정신적 

노력 

Burkley, 2008 

Muraven, Tice, & Baumeister, 1998 

사회적 소외 Baumeister, DeWall, Ciarocco, & Twenge, 2005 

자존감 위협 
Pyszczynksi, Greenberg, Solomon, Arndt, & 

Schimel, 2004 

의사결정 

Moller, Deci & Ryan, 2006 

Usta & Häubl, 2011 

Vohs, Baumeister, Schmeichel, Twenge, Nelson, 

& Tic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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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에 대한 연구 정리: 결과 

연구 분류 연구 문헌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에 따른 

결과 

자기조절 능력 

저하 

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 

Schmeichel, 2007 

Schmeichel & Vohs, 2009 

Vohs, Baumeister, & Ciarocco, 2005 

정보 처리 방식 Hamilton, Hong, & Chernev, 2007 

설득에 대한 

태도 
Burkley, 2008 

의사결정 방식 Pocheptsova, Amir, Dhar, & Baumeister, 2007 

충동 구매 증진 Vohs & Faber, 2007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증대 

Vohs & Schmeichel, 2003 

학업 성과 저하 Schmeichel, Vohs, & Baumeister, 2003 

과식 Vohs & Heatheraton, 2000 

알코올 중독 

증대 
Muraven, Collins, & Nienhaus, 2002 

공격성 증대 Stucke & Baumeister, 2006 

 

선택에 따른 자기조절자원의 사용에 관한 연구 또한 다각도로 

이루어져왔다.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은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선택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자신의 선호를 

따져보는 것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을 단순히 이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을 이끄는 것으로 밝혀졌고(Vohs, Baumeister, 

Schmeichel, Twenge, Nelson, & Tice, 2008), 여러 선택 조건에서 자기조절자원 

고갈의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특정 선택을 하도록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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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명시적으로 강요된 선택을 한 경우는 스스로 자율적인 선택을 한 

경우보다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더 크게 일어났다(Moller, Deci & Ryan, 2006). 

또한, 대리인에게 선택을 위임하여 결정에 대한 통제가 낮아지면 선택 

노력이 더 낮게 발생함에도 자존감의 위협으로 여겨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더 크게 발생했다(Usta & Häubl, 2011). 이 두 

가지 선행 연구들은 실험 참여자들의 선택이 온전히 자유로운 주체의 행위로 

의미를 갖지 못하여 자존감이 위협되는 상황들을 검토했다. Moller et 

al.(2006)은 실험 진행자가 참여자들에게 특정 선택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한 통제된 선택 상황을 자율적인 선택과 비교했고, Usta & Häubl(2011)은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했으나 선택 결정권을 넘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검토했다. 이를 확장하여 본 

논문은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적 영향에 노출되면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주체로써의 자기 인식이 위배될 것이라 예상한다. 즉 ‘대중의 

지혜’라고 지지되는 다수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은 특정 선택에 대한 

명시적인 강요 또는 통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하는 암묵적인 순응 압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존감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후속 과제의 수행 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반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을  

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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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독특성 욕구 (Consumer Need for Uniqueness)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과 조화를 이루고 승인을 얻고자 순응을 

하지만(Asch, 1955), 그 규범에 불일치한 행동을 하려는 반순응 

동기(counterconformity motivation)를 갖기도 한다(Nail, 1986). 이는 자신을 다른 

이들과 구별된 존재로 여기는 독특성 욕구와 관련 깊으며, 개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추구함이 드러났다(Snyder & Fromkin, 1977). 소비 성향 및 행동 

또한 독특성 욕구를 반영한다고 밝혀졌으며, 이에 기반하여 Tian, Bearden, & 

Hunter(2001)는 소비를 통해 자신을 남들과 구별하고자 하는 소비자 독특성 

욕구(Consumer Need for Uniqueness)의 개념을 정립했다. 즉, 소비자 독특성 

욕구란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 및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을 취득, 사용, 처분하여 남들과 구별되는 자신을 지향하는 것을 

일컫는다(Snyder & Fromkin, 1977; Tian, Bearden, & Hunter 2001; White & Argo, 

2011) Tian et al.(2001)은 소비자 독특성 욕구를 3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며 

1)남들과 다른 선택(creative choice)을 하거나 2)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선택(unpopular choice)을 지향하거나 3)유사성을 피하여(avoidance of similarity)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되는 것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규명했다.  

독특성 욕구가 높을 때 어떤 태도적, 행동적 특징을 갖는 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독특성 욕구가 낮은 개인들보다 자신이 

남들과 얼마나 유사하게 보이는지에 대해 민감하고, 독특하거나 희귀한 

제품을 소유하여 특별함을 느끼려는 행동 성향이 높다(Snyder, 1992). 또한 

이들은 흔한 제품에 대한 소비를 덜 하며(Granovetter & Soong, 1986),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해지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Berger & 

Heath, 2007), 더 나아가 실제로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이 자신을 모방하면 그 

모방된 제품을 처분하거나 자신에게 맞춤화(recustomize)하는 등 모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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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White & Argo, 2011). 더불어 

구전을 통해 제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채택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개적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한 구전을 덜 하고(Cheema & Kaikati, 2010) 

세일즈 프로모션이나 광고 내 과장된 문장들에 덜 설득됨이 

밝혀졌다(Simonson & Nowlis, 2000).  

이에 비추어, 독특성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선택에 앞서 다수의 의견에 노출되더라도 

그에 의한 순응 압력을 느끼는 정도가 덜 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독특성 욕구가 높으면 사회적 영향을 덜 받음을 규명한 Imhoff & Erb(2009)는 

독특성 욕구가 높은 집단이 소수보다 다수가 합의한 의견에 덜 동의하고, 

독특성 욕구가 낮은 집단은 다수가 합의한 의견에 더 큰 동조를 함을 밝혔다. 

이는 개인의 기질 차원에서 독특성 욕구 수준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상황적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작되었을 때도 유효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비롯하여 독특성 욕구 수준에 따라 선택 시 참조한 정보에 

따른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상이하게 일어난다는 시사점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즉, 독특성 욕구는 가설 1에서 검증한 주효과인 참조하는 

정보에 따른 자기조절자원 고갈의 차이를 조절하여, 독특성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별된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더 높아 다수의 의견을 

검토하더라도 그에 의한 순응 압력을 덜 느끼고, 따라서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덜 일어날 것임을 예상한다. 이에 기반한 두 번째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2:  다수의 의견 참조가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독특성 욕구에 따라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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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a: 독특성 욕구가 높은 경우,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거나 참조하지 

않는 것에 따른 자기조절자원 고갈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b: 독특성 욕구가 낮은 경우, 다수의 의견을 참조했을 때 참조하지 

않은 경우 보다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더 일어날 것이다. 

 

 

4. ‘대중의 지혜’ 검토에 따른 행동적 비용 

: 충동 구매 (Impulse Spending) 

 

충동 구매는 제품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즉흥적이고 경솔한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정의되며, 비계획적이고 

통제가 어려우며 정서 반응을 수반하는 속성을 갖는 것으로 규명되었다(Rook, 

1987; Rook & Fisher, 1995). 즉 충동 구매는 의도되지 않고 사료되지 않은, 

즉각적인 구매 행동의 속성을 가지며(Jones, Reynolds, Weun, & Beatty, 2003; 

Rook, 1987; Rook & Fisher, 1995) 행동에 앞서, 도중에, 또는 그 이후에 다양한 

정서 반응을 수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eatty & Ferrell, 1998; Jones et al., 2003; 

Rook, 1987; Rook & Gardner, 1993). 가령, 충동 구매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모두에 의해 발생한다고 밝혀졌는데(Rook & Gardner, 1993), 구매의 쾌락적 

속성에 대한 주목으로 흥분이나 즐거움과 같은 높은 각성의 정서를 지향하는 

것에 기인하거나(Rook, 1987), 자존감의 저하에 따른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Verplanken, Herabadi, Perry, & Silvera, 2005). 

충동 구매 이후에는 불필요하게 사용한 돈에 대한 후회를 경험하기도 

한다(Dittmar & Drury, 2000). 

충동 구매는 위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 자기 정체성, 인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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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조절, 정신 병리 등과 같은 여러 개인 변수 및 메커니즘을 통해 

다각도로 설명이 이루어져 왔으며(Verplanken & Sato, 2011) 인생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사건에 따라 자신을 보상하거나, 지지하거나, 위안을 주려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다뤄지기도 했다(Verplanken & 

Herabadi, 2001). 또한 충동 구매는 특정 상황에서 야기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욕구의 대상이 물리적으로 가깝게 존재하거나, 욕구의 대상에 

정서적으로 매료된 경우, 즉각적인 만족이 예상되는 경우에 촉진된다(Hoch & 

Loewenstein, 1991; Rook & Fisher, 1995; Thompson, Locander, & Pollio, 1990). 더 

나아가 충동 구매는 사회적 영향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본 

논문은 이에 특히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충동 구매는 앞서 밝혔듯 

비계획적인 속성을 가지므로 구매 계획이 없던 상태에서 쇼핑 중에 

일어나거나 쇼핑과 무관한 행위 중에 일어난다(Jones et al., 2003). 또한 구매에 

따른 결과를 깊이 생각하거나 구매 행위에 대한 평가를 덜하기 때문에 구매 

행동에 앞서 많은 사고를 요하지 않고(Jones et al., 2003; Rook, 1987), 즉각적인 

행위로 나타나므로 대상을 보고 구매를 하는 행동 간의 시간 차는 매우 

짧아(Rook, 1987) 사전 정보 탐색을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충동 구매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영향의 두 종류(Deutsch & Gerard, 1955) 중 정확성 욕구에 

기반한 정보적 영향보다 소속 욕구에 기반한 규범적 영향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Lee & Park, 2008). 

이와 관련하여 규범적 영향이 충동 구매를 증진시키는지 또는 

억제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한다. Rook & Fisher(1995)는 충동 

구매가 적합한 지에 대한 판단, 즉 개인의 규범적 평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놀이 공원이나 카지노, 휴가지 등은 즉흥적인 소비 행동이 

도모되는 환경으로 충동 구매가 적합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세일 

행사에서의 갑작스러운 구매는 비계획적 행동이나, 실용적으로 평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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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충동 구매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Rook & Fisher(1995)는 특정 충동 구매 상황에서 그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긍정적이면 개인의 충동 구매 기질과 결합하여 충동 구매가 증폭되고, 

반대로 부정적이면 개인의 충동 구매 기질이 억제되어 충동 구매 행동이 

줄어듦을 보고했다. 이와 같은 개인의 규범적 판단 뿐 아니라 상황적으로 

제시된 규범적 영향의 효과 또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가령, 규범적 영향이 

현저하게 제시된 경우 ‘정상 구매’에 대한 기준이 구매자에게 인식되어 충동 

구매가 완화된다고 밝혀졌다(Lee, Lennon, & Rudd, 2000; Lee & Park, 2008; 

Schlosser, Black, Repertinger, & Freet, 1994). 이를 반영하듯, 충동 구매자들은 

실제로 사회적 규범을 표상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 홀로 구매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고 드러났다(LaRose, 2001; Lee et al., 2000). 반대로, 사회적 

영향이 충동 구매를 촉진한다는 주장 또한 보고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민감도, 즉 소비자 동조성(consumer susceptibility to 

interpersonal influence, CSII)(Bearden et al., 1989)이 높은 사람들은 구매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더욱 쉽게 받아, 충동 구매 성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짐이 규명되었다(Silvera, Lavack, & Kropp, 2000). Luo(2005) 

또한 또래집단에 의한 규범적 영향은 충동 구매를 더욱 촉진한다고 밝혔으며, 

규범적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응집력이 강하고 개인의 소속 욕구가 크면 

충동 구매에 더 큰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서 비롯하여 본 논문은 온라인에서 제시되는 

다수의 의견의 정량적 지표가 개인의 선택에 대한 규범적 영향을 준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충동 구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의사결정이 욕구와 의지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충동 구매의 메커니즘을 1)구매 욕구와 2)통제를 행사할 능력 두 

가지로 명명한 Hoch & Loewenstein(1991)의 주장에 비추어, ‘대중의 지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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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 구매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한다. 온라인 구매 환경의 높은 접근성, 

충분한 재고량, 감각적 자극을 주는 매력적인 디스플레이, 유혹적인 내용의 

소비자 후기들과 같은 온라인 환경 내 세부 장치들이 구매 욕구를 자극시켜 

무절제한 구매를 유발한다고 밝혀짐에 따라(LaRose, 2001; LaRose & Eastin, 

2002) ‘대중의 지혜’ 또한 개인의 구매 행위를 지지하고 자극하는 장치로 

작용하여 충동 구매 욕구를 증폭시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구매가 사회적 규범을 충족시키는 지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강박 구매가 증대됨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LaRose, 2001). 

무엇보다 다수의 의견은 개인의 통제 능력을 약화시켜 충동 구매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Vohs & Faber(2007)는 자기조절자원의 

고갈되어 통제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제품의 금액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비계획적인 구매 의향을 보이는 등 더 많은 충동 구매를 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 선택임을 나타내는 온라인 내 정량적 

지표 정보는 다수결에 따르도록 하는 암묵적인 순응 압력을 가하여 개인의 

통제 능력을 저하시키고 충동 구매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중의 

지혜’ 검토에 따른 행동적 비용을 규명하고자 한 가설 3은 아래와 같다.  

 

가설 3: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은 충동 구매를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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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여 본 논문의 목적을 정리하면 아래 세 가지이며, 이를 

도식화한 연구 모델은 [그림1]에 제시되어 있다.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의 심리적 비용 규명 

: 자기조절자원의 고갈      <가설 1> 

 이것의 경계 조건 확인 

: 개인차 조절 변수로써 소비자 독특성 욕구   <가설 2>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의 행동적 비용 검증 

: 충동 구매        <가설 3> 

 

[그림 1] 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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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응답자 

총 150명의 서울대학교 학생들(남성 57명, 여성 93명)이 소비자 

선택에 관한 연구로 명시된 실험에 모집되었다. 실험에 대한 사례비로 

5,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들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선택에 앞서 상이한 

정보가 주어지는 두 집단 중 하나에 임의적으로 할당되었다. 이에 따라 

83명은 다수의 의견을 포함한 정보를 참조하는 실험집단에, 67명은 다수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참조하는 통제집단에 속하여 응답했다. 응답 

검수를 통해 유효하지 않은 응답자 6명(실험집단 5명, 통제 집단 1명)을 

제외한 총 144명의 유효응답자를 바탕으로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절차 

참여자들은 컴퓨터 랩실에서 Qualtrics 링크를 통해 실험에 임했다. 

우선 선택 조건을 조작하고자,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친구들과의 

중요한 모임을 위해 생활정보 사이트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2개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후보 중 한 곳을 선택하도록 했다. 실험집단(“다수의 의견 

참조” 조건)에게는 각 레스토랑에 대한 주요 정보(주소/연락처, 영업시간, 

주요 메뉴, 예산, 세부 설명, 좌석 규모, 휴무일)와 더불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정량적인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회원 평점/평점 참여자 수, 

회원 추천 수, 회원 후기 등록 수). 이러한 정보의 구성은 총 7만여 개의 

음식점 정보와 5만여 가지 요리 비법을 보유한 국내 최대 외식 전문 포탈 

사이트인 ‘메뉴판닷컴’과 전국 2만8천여 개의 맛집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윙스푼’의 주요 컨텐츠를 참조한 것이다. 반면, 통제집단(“다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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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참조” 조건)에게는 각 레스토랑에 대한 주요 정보만이 제시되었다. 주어진 

정보를 참조하여 실제로 선택을 하도록 한 후, 해당 레스토랑을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서술하도록 하여 조작을 강화했다. 또한 추후 조작 점검을 

위해 선택을 하는데 가장 주요하게 고려한 정보가 무엇인지 복수 응답하도록 

했다. 이어서 현재 상태에서 느끼는 정서를 6개 문항(α=.769), 7점 척도로 

측정했다(PANAS; Watson, Clark, & Tellegen, 1988).  

 이어, ‘숫자 인식’에 대한 문항으로 제시하며 참여자들은 Vohs, 

Baumeister, & Ciarocco(2005)에서 사용한 과제를 응용한 세자리 수 더하기 

암산 과제에 임했다. 참여자들은 “모든 문제를 풀 때까지, 또는 원하는 만큼” 

풀 수 있으며, “중단하고 싶을 때까지 문제를 푼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다. 총 100문제가 제시되었고, 이들이 더하기 과제에 임할 

수 있는 최대 허용시간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10분으로 제한되었다. Vohs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세자리 수 곱하기 문제로 제시되었는데, 하드카피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이 실험지에 직접 끄적이며 곱하기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컴퓨터 화면 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에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더하기 문제로 수정하고, 대신 암산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지루하고 회피하고 싶은 과제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고, 얼마나 많은 문항을 시도하는지 측정하여 자기조절자원의 

고갈 수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Vohs & Faber(2007)의 연구에 근거하여 충동 구매를 

측정하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학내 매점에 새롭게 입점할 제품들에 대한 

수요 조사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안내되었다. 단순히 행동 의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자들이 비계획적인 구매에 가담하여 충동 구매 

행동을 하는 지 검증하고자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 실질적인 수요를 

알기 위해 본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의뢰한 설문임을 강조했다. 



28 

참여자들은 실험 이후 참여에 대한 사례비로 5,000원을 받게 되는데 이를 

사용하여 제시되는 제품들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을 수 있고, 구매를 

원하는 제품에 대한 수량을 입력하면 실험 종료 이후 정산과 제품 지급을 

해드릴 예정이라고 안내되었다. 500원에서 3,000원까지의 가격 범위 내 있는 

총 7개 제품(e.g., 젤리, 껌, 컵, 선 정리기 등)이 사진과 함께 제시되었다. 

참여자들은 실험에 임하기 이전 이러한 구매 상황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의도되지 않은 비계획적인 

구매이며, 충동 구매를 나타내는 것이다(Vohs & Faber, 2007). 

 이어서, 앞선 문항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대한 생활정보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의 레스토랑을 선택했음을 참여자들에게 상기시킨 후 

다음 설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Usta & Häubl(2011)이 사용한 문항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 선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0=“노력 

없음”, 10=“많은 노력) 1개 문항, 11점 척도로 측정하고, 선택을 하는데 제시된 

정보의 양에 대한 인식을 2개 문항, 7점 척도로 측정하여(“선택을 하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있었다”, “선택을 하기 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자기조절자원 고갈의 차이가 선택에 대한 노력 수준이나 정보의 양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Tian et al.(2001)의 소비자 

독특성 욕구 척도에서 추출, 가공한 4개 문항(α=.832)을 토대로 소비자 

독특성 욕구 수준을 7점 척도로 측정하고, 인구통계 문항에 응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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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앞서 언급했듯, 총 150명의 실험 참여자 중 6명을 제외한 144명을 

대상으로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제외된 6명 중 5명은 ‘다수의 의견 

정보’가 제시되었으나 이를 검토하여 선택을 하지 않아 조작이 실패한 

실험집단이고, 1명은 충동 구매와 관련한 문항에서 비정상적인 범위의 

답변(1조 5천억)을 하여 답변의 품질이 의심이 된 통제집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78명의 실험집단(“다수의 의견 참조” 조건)과 66명의 

통제집단(“다수의 의견 미참조” 조건)을 대상으로 세부 분석을 보고한다. 

조작 점검 

실험집단(n=78)이 실제로 ‘대중의 지혜’, 즉 회원 평점/평점 참여자 수, 

회원 추천 수, 회원 후기 등록 수를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레스토랑을 

선택했는지 점검하고자 선택을 하는데 가장 주요하게 고려한 정보가 

무엇인지 복수 선택하게 한 문항에서, 57.7%(45명)가 회원 평점을, 

88.5%(69명)가 회원 추천수를, 69.2%(54명)가 회원 후기 등록 수를 응답했다. 

‘대중의 지혜’를 반영하는 정보 3가지 중 2개 이상을 선택 시 고려한 것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79.5%(62명)에 달하여 의도한대로 참여자들이 선택에 앞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판단한 결과를 적극 참조하여 조작이 성공적으로 

되었음을 확인했다. 

자기조절자원의 고갈 검증 

 다수의 의견을 참조한 실험집단과 참조하지 않은 통제집단이 세자리 

수 더하기 문제의 수행에서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다르게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가설 1을 검증하고자 했다. Univariate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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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한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 보다 문제 풀이에 대한 지속 시간이 

더 유의하게 짧고(F(1, 142)=6.09, p=.015), 문제 풀이 개수 또한 더 적음이 

한계적으로 유의하여 (F(1,142)=3.40, p=.067), 자기조절자원이 더 많이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 집단 별 평균 과제 지속 시간과 문제 풀이 

개수가 정리되어 있다. 

 

[그림 2] 세 자리 수 더하기 과제의 수행에 대한 두 집단 측정 결과 

 

 

이로써 ‘대중의 지혜’에 의존하여 선택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주체로서의 자존감을 위협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즉, 다수가 선택한 

결과를 검토하는 것 만으로 이에 순응해야 하는 압력을 견디는 것이 심리적 

비용을 초래함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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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독특성 욕구의 조절효과 검증 

선택 조건에 따른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에 경계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소비자 독특성 욕구(CNFU)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회귀분석 결과, 선택 조건과 독특성 욕구의 상호작용 효과가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43)=2.16, p=.03, β=.71). 특히, 

독특성 욕구를 중앙값(4.0)으로 나눠 독특성 욕구가 높은 집단(High CNFU)과 

낮은 집단(Low CNFU)으로 나누어 단순 주효과를 검토한 결과, 독특성 

욕구가 높은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가 없고 (F(1, 79)=.45, 

p=.506) 낮은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함이 발견되었다(F(1, 61)=9.76, 

p=.003). 즉, 독특성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선택에 앞서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더라도 

그에 의한 순응 압력을 덜 받고 세 자리 수 더하기 과제에서 통제집단과 

비슷한 수준의 지속 시간을 보였다. 반면, 독특성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통제집단보다 훨씬 더 낮은 과제 수행을 보였다. 

선택 조건 집단과 독특성 욕구 수준에 따른 평균 과제 지속 시간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그림 3] 독특성 욕구 수준에 따른 집단 별 평균 과제 지속 시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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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수의 의견 참조가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독특성 욕구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2가 성공적으로 

지지되었고, 독특성 욕구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다를 것이라고 예상한 

가설 2a와 가설 2b 또한 지지되었다. 즉, 소비자 독특성 욕구가 높은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거나 참조하지 않은 것에 따른 자기조절자원 

고갈의 차이가 없고(가설 2a), 독특성 욕구가 낮은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을 

참조한 실험집단의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통제집단보다 더 일어났다(가설 

2b). 

한편,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에 대한 집단간 차이가 선택 시 쏟은 

노력의 수준이나, 선택 시 인식한 정보의 양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대안 

설명을 통제하고자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 노력 수준을 통제하고도 세 자리 

수 더하기 문제 지속 시간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고(F(1,142)=5.91, 

p=.016) 정보의 양에 대한 인식을 통제하고도 집단간 차이가 유의함이 

확인되었다(F(1,142)=5.61, p=.019). 노력 수준과 정보의 양에 대한 인식은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5). 

또한 선택 직후 측정한 결과에서 선택 조건 조작에 따라 참여자들이 

느끼는 정서는 차이가 없고(F(1,142)=.35, p=.558), 긍정 정서(F(1,142)=1.23, 

p=.270)와 부정 정서(F(1,142)=.00, p=.979)를 따로 분석했을 때 또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에 정서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이 배제됨을 확인했다. 공분산분석으로 정서를 통제하고도 세자리 수 

더하기 문제 지속 시간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여(F(1, 142)=5.70, 

p=.018) 오로지 참조한 정보가 다른 집단의 차이로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상이함을 검증했다.  이것은 선행 연구에서 기분, 각성, 좌절과 같은 

요소들의 차이에 기인하여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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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이다(Muraven et al., 1998). 이 외에도 

인구통계 변수인 성별, 연령, 학벌 또한 통제했을 때 공분산분석에서 집단에 

따른 주효과, 즉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함을 

확인했다(p<.02) 

충동 구매 검증 

 ‘대중의 지혜’를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직접 충동 구매를 유발한다는 

행동적 비용을 확인하고자 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구매 

상황이 제시되었을 때 참여자들이 충동 구매를 실제로 얼마나 하는지 

실험했다. Univariate ANOVA 분석 결과, [그림 4]에 정리된 것처럼 다수의 

의견을 검토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더 많은 물량의 제품을 

구매하고(F(1,142)=4.54, p=.035)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F(1,142)=4.49, p=.036). 물량과 금액 기준 모두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2배 가량 높은 충동 구매 행동을 보여 큰 영향력을 가짐을 확인했다. 

 

[그림 4] 충동 구매에 대한 두 집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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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매한 물량과 지불한 금액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 충동 구매를 직접적으로 촉진시킨다는 행동적인 증거를 

확인했고, 그를 토대로 가설 3이 유의함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더불어 소비자 독특성 욕구가 선택 조건에 따른 충동 구매 또한 

조절하는지 그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회귀분석을 통해 

선택조건과 독특성 욕구의 상호작용 효과가 물량과 금액 기준 모두에서 충동 

구매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p=.98, p=.99) 소비자 

독특성 욕구의 조절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자기조절자원의 고갈과 마찬가지로 충동 구매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에 정서, 성별, 연령, 학벌이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한 결과, 이들은 

모두 충동 구매 물량과 금액의 두 기준에 대한 집단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5). 또한 이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공분산분석에서 충동 

구매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함을 확인했다(p<.05). 그에 따라 오로지 

참조한 정보가 다른 집단의 차이로 충동 구매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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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현대인의 ‘스마트’한 일상 속에 만연한 소셜 정보 탐색 및 

정보의 활용이 비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잠재적인 비용을 

수반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그 존재를 규명하고자 했다.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 대상을 추천했는지, 얼마나 많은 수의 

후기가 달렸는지, 평점 지급에 참여했는지 등과 같은 정량적 지표들을 

유의미하게 참고한다. 즉, 선택 후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고, 

후기를 남겼는지는 개인이 해당 후보를 선택할 또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의견은 반드시 정답이 아닐 수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합의한 의견이기 때문에 정답에 가까울 것이라는 믿음을 획득하여 

‘대중의 지혜’로 여겨지는데, 이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심리적, 행동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어두운 단면을 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첫째로 그 심리적 비용은 자기조절자원의 고갈로, 선택이 가지는 두 

가지 주요한 속성들이 내적 갈등을 일으킨 결과이다. 선택은 소속 욕구에 

기인하여 규범적 영향을 받거나 정확성 욕구에 기인하여 정보적 영향을 받는 

등 사회적 영향 하에 이뤄지는데(Asch, 1955; Deutsch & Gerard, 1955) 이에 

따라 개인은 타인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하는 순응 압력을 느낀다(Asch, 1955; 

Chong & Syarifuddin, 2010; Cialdini & Goldstein, 2004). 동시에, 선택은 자신이 

행동의 원천이 되고자 하는 자율적인 주체의 행위이기도 하다(Deci & Ryan, 

1991). 따라서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은 순응 압력과 자유 주체로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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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인식 사이의 갈등을 일으켜, 선행 연구에서 규명된 것처럼 자존감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기제로 자기조절자원을 고갈시켰다(Vohs & 

Baumeister, 2004; Usta & Häubl, 2011). 다만 반순응 동기에 기인한 소비자 

독특성 욕구(Tian et al., 2001)가 높은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더라도 

그에 순응해야 하는 압력을 덜 느끼고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덜 일어나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로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은 충동 구매라는 행동적 비용을 초래함이 규명되었다. 충동 

구매는 통제를 행사할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발생한다는 연구에 

기인하여(Hoch & Loewenstein, 1991) 다수결에 따르도록 하는 일종의 세력으로 

개인에게 순응 압력을 가하는 다수의 의견은 개인의 통제 능력을 저하시키고 

충동 구매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및 기기가 지속 발전하고 온라인 내 

정량적 지표의 구현 및 활용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빈번하게 ‘대중의 지혜’에 의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의 온라인 구전 및 소비자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장했다. 기존에 소비자 후기, 추천과 같은 온라인 구전의 내용 및 원천과 

같은 정성적 정보의 속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선행된 반면, 정량적 지표의 

영향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또한 다수의 집합적 정보인 

‘대중의 지혜’의 효용 및 원리,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사용하는 개인의 심리적 메커니즘 및 그 결과는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대중의 지혜’의 통계적 정확성이 불완전하며, 그 

정확성에 대한 과신이라는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낳는다는 연구들이 

존재함에 따라(Lazer & Friedman, 2007; Lorenz, Rauhut, Schweitzer, & Hel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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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이를 심화하여 소비자 비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적인 의의를 가짐에도, 개인의 자기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충동 구매를 직접적으로 증폭시킨다는 어두운 

단면을 가짐을 규명하게 되었다.  

또한 본 논문은 의사결정과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에 대한 연구 

분야에 추가적인 기여를 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조절자원을 사용하게 하는 가운데(Vohs et al., 2008), 자율적인 

선택은 명시적으로 강요된 선택보다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덜 

일어나며(Moller et al., 2006) 대리인에게 선택권을 위임하여 선택의 자유를 

실제로 제거한 경우에는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더 일어난다고 밝혀진 바 

있다(Usta & Häubl, 2011). 즉,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권한 또는 결과에 대한 

통제가 명시적으로 제거된 경우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더 크게 일어났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본 논문은 본인이 스스로 자율적인 선택을 하는데 

앞서 다수의 존재에 노출되어 그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 만으로도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촉진됨을, 즉 암묵적인 순응 압력만으로도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됨을 확인했다. 의사결정 권한이 박탈되지 않았고 본인이 

자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선택을 하기 위한 정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조한 다수의 의견은 심리적인 비용을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수시로 일상의 습관 속에서 참조하는데 그친다고 믿는 ‘대중의 지혜’가 

자기조절자원의 고갈 및 그에 따른 인지적, 행동적 결과(Muraven et al., 2002; 

Schmeichel et al., 2003; Stucke & Baumeister, 2006; Vohs & Faber, 2007; Vohs & 

Heatheraton, 2000)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이론적 의의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령,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강화된 온라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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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소셜 커머스(Marsden, 2010)의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뿐 아니라 구매 경험 및 제품 정보를 

공유하며 일반적인 이커머스에서 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Kim & 

Park, 2013). 평점 및 후기, 추천 정보, 소비자 게시판 등 소비자들이 직접 

생산한 정보를 통해 소셜 커머스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할만하다고 

여겨지며(Stratmann, 2010), 실제로 신뢰가 소셜 커머스에서의 구매 의향이나 

구전 의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이 드러났다(Kim & Park, 2013). 따라서 소셜 

커머스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평점 및 후기 작성에 

참여했으며 더 나아가 구매를 했는지 등 다수의 의견을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가 현저하게 제시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규명한 소비자 비용인 

자기조절자원의 고갈과 충동 구매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강하게 수반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은 소셜 커머스에서 

계획에 없던 제품 및 서비스를 충동적으로 결제하거나 과소비를 하고 이후 

구매를 후회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소셜 커머스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 내용 그 자체보다 다수의 의견에의 노출에 따라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일어나고 충동 구매가 야기된 것으로 새롭게 해석해볼 수 있겠다. 

또한, Facebook, Twitter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정보 탐색 및 

교류가 사회적 유대를 지속시키고(Gosling, Augustine, Vazire, Holtzman, & Gaddis, 

2011)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개인들로 하여금 부정적 정서 경험 이후 자신의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등(Buechel & Berger, 2012) 개인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주지만, 반대로 다수의 영향력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룬 자기조절자원의 고갈과 충동 구매와 같은 

잠재적 비용을 동반할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Facebook에서 친구의 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부정적 곡선 관계로 역의 

U자 형태를 그린다고 밝혀짐에 따라 적정선 이상의 친구의 수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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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Kim & Lee, 2011).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마주하는 타인들은 개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넘어서서 

일종의 압력을 행사라는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고 그것이 

선택의 자유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을 위협하는 경우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나 충동 구매를 유발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를 반영하여 기업들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증진시키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수의 의견을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는 소비자들의 자기조절 능력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광고 문구나 

직원의 설명 등에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근거 삼고 이에 근거하여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출 증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되면 더욱 쉽게 설득된다는 연구(Burkley, 2008)에 

비추어 소비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대중의 

지혜’는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 즉흥적인 

소비가 장려되는 때와 장소(e.g., 놀이공원, 휴가지, 세일 행사)에서 다수의 

의견을 근거로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설 2의 검증을 통해 소비자 독특성 욕구가 높은 경우에는 다수에 

의한 압력을 덜 느끼고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덜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중의 지혜’를 활용할 마케팅 타겟의 기질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독특성 욕구는 순응 또는 타인과의 유사성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낮춰지기도 하는 점(Cheema & Kaikati, 2010)에 

착안하여 타겟의 독특성 욕구를 상황적으로 저하시켜 ‘대중의 지혜’의 

영향력을 도모하는 것 또한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40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수립한 가설을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향후 좀 더 엄밀하게 

실험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실험은 두 개의 레스토랑 

선택 안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이원 선택 상황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 안을 바탕으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 비추어 향후 다원 선택 

상황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다. 

더욱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 때 소비자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외부 

단서들을 찾는다는 점(Brown & Reingen, 1987; Lamberton et al., 2013)에 비추어, 

다수의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정량적 

지표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그에 따라 더 강하게 순응 압력을 느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나 충동 구매와 같은 잠재적 

비용이 마찬가지로 동반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충동 구매의 측정으로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의뢰한 

신제품 수요 조사에서 실제로 구매를 하는 지 검토했는데, 실험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구매 상황이긴 하나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 특별한 목적으로 

의뢰한 바를 따르려는 요구 특성(demand characteristics) (Orne, 1962)을 반영한 

의도적인 구매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구매이지만 

학교에서 의뢰한 수요 조사에 응답을 한다는 추가적인 실용적 목적이 있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구매를 정당화하고 해당 충동 구매에 대해 긍정적인 규범적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Rook & Fisher(1995)는 특정 충동 구매 

상황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긍정적이면(e.g., 즉흥적인 소비 행동이 도모되는 

놀이 공원, 휴가지 등, 실용적인 구매로 평가되는 세일 행사) 충동 구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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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요구 특성과 긍정적인 규범적 

판단이 충동 구매를 야기했을 가능성을 포함시키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검토한 실험집단과 다수의 의견을 검토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충동 구매 

금액 및 물량의 차이는 모두 두 배 가까이 확연하게 드러남에 따라 다수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 순응 압력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통제 능력을 

저하시켰고 그것이 충동 구매를 초래했음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충동 구매를 측정한 신제품 수요 조사 과제가 앞서 

다수의 의견을 검토 또는 미검토하여 레스토랑 선택을 한 과제와 무관함에도 

집단 간 충동 구매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의 지혜’에 

의존하여 선택한 것과 무관한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충동 구매가 촉진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행동적 비용의 높은 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에 의한 심리적 

비용으로써 자기조절자원의 고갈과 행동적 비용으로써 충동 구매를 각각 

검증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비용들이 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추후 

밝혀볼 수 있겠다. 자기조절자원의 고갈과 충동 구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Vohs & Faber(2007)는 자기조절자원이 고갈되어 조절 능력이 저하된 

집단이 제품의 금액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더 높은 비계획적 구매 의향을 

보여 더 많은 충동 구매를 함을 밝힌 바 있다. 본 논문의 실험 데이터 

분석으로는 이를 재검증하지 못했으나, 추후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참조한 

정보(다수의 의견 포함 vs. 다수의 의견 미포함)에 따른 충동 구매 행동을 

매개하는지, 즉 다수의 의견을 참조함에 따라 자기조절자원이 고갈되고 

이것이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대중의 지혜’가 동반하는 

소비자 비용에 대한 더욱 엄밀하고 완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의의를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소비자 독특성 욕구가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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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덜 일어난다는 하나의 조절변수를 검토했는데, 

선택에 앞서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더라도 자기조절자원의 고갈과 충동 

구매가 덜 일어나거나 더 많이 일어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이 무엇일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Usta & Häubl(2011)의 연구에서는 

자유 의지를 강조하거나 독립적인 선택을 했던 과거 경험을 기억하게 하여 

독립적인 자기를 상기시켰을 때 대리인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한 것에 대한 

자기조절자원의 고갈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고, Tice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코미디 영상을 보거나 깜짝 선물을 증정하여 긍정 정서가 발생한 

경우 자기조절자원의 고갈 효과가 감소했다. 이러한 자기 개념 또는 특정 

정서의 효과를 중심으로 다른 조절 변수들을 추가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여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 독특성 욕구를 Tian et al.,(2001)의 

척도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개인차 변수로써 측정 및 분석했는데, 이를 

상황적으로 고양시키거나 저하시켜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또한 추가적으로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남들과 구별된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가치를 상기시키거나 그 중요성을 강조하게 했을 때 본 논문의 결과가 

완화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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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조작 1: 실험집단 (“다수의 의견 참조” 조건) 

* 아래 주어진 상황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이 상황에 놓인 귀하의 입장을 상상하여 주십시오. 

 

귀하께서는 다가오는 토요일 저녁,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맞이한 

귀하의 생일을 기념하여 친구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축하해주는 고마운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고자 귀하는 식사 장소를 선택하려 합니다. 맛집이 많기로 

유명한 이태원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 귀하는 생활정보 사이트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검색하였고, 그 결과 아래 두 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에 게재된 각 레스토랑 후보들의 기본 정보 및 다른 사람들의 평가 정보를 상세히 

살펴 보세요. 

 레스토랑 A 레스토랑 B 

주소/연락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71-2 

02-792-2004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5-13 

02-792-9200 

영업시간 오전 11시 ~ 자정 오전 11시 ~ 자정 

주요 메뉴 샐러드, 파스타, 리조또, 스테이크 샐러드, 파스타, 리조또, 스테이크 

예산 15,000원 ~ 40,000원  15,000원 ~ 40,000원 

세부 설명 캐주얼 와인 다이닝 레스토랑 남부 이탈리안 스타일 레스토랑 

좌석 규모 15명 내외 20명 내외 

휴무일 연중 무휴 월요일 

회원 평점 4.82점/5점 (참여 147명) 4.82점/5점 (참여 162명) 

회원 추천수 221명 494명 

회원 후기 등록수 134개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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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두 레스토랑 중 귀하께서 선택한 레스토랑은 무엇입니까? 

① 레스토랑 A 

② 레스토랑 B 

 

Q2. 그 레스토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주십시오.  

 

Q3. 위 선택을 하는데 가장 주요하게 고려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주소/연락처    ② 영업시간 ③주요 메뉴     ④예산          ⑤ 세부 설명 

⑥ 좌석 규모     ⑦ 휴무일  ⑧ 회원 평점    ⑨회원 추천 수 ⑩ 회원 후기 등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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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2: 통제집단 (“다수의 의견 미참조” 조건) 

* 아래 주어진 상황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이 상황에 놓인 귀하의 입장을 상상하여 주십시오. 

 

귀하께서는 다가오는 토요일 저녁,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맞이한 

귀하의 생일을 기념하여 친구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축하해주는 고마운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고자 귀하는 식사 장소를 선택하려 합니다. 맛집이 많기로 

유명한 이태원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 귀하는 생활정보 사이트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검색하였고, 그 결과 아래 두 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에 게재된 각 레스토랑 후보들의 주요 정보를 상세히 살펴 보세요. 

 레스토랑 A 레스토랑 B 

주소/연락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71-2 

02-792-2004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5-13 

02-792-9200 

영업시간 오전 11시 ~ 자정 오전 11시 ~ 자정 

주요 메뉴 샐러드, 파스타, 리조또, 스테이크 샐러드, 파스타, 리조또, 스테이크 

예산 15,000원 ~ 40,000원  15,000원 ~ 40,000원 

세부 설명 캐주얼 와인 다이닝 레스토랑 남부 이탈리안 스타일 레스토랑 

좌석 규모 15명 내외 20명 내외 

휴무일 연중 무휴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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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두 레스토랑 중 귀하께서 선택한 레스토랑은 무엇입니까? 

① 레스토랑 A 

② 레스토랑 B 

 

Q2. 그 레스토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주십시오.  

 

Q3. 위 선택을 하는데 가장 주요하게 고려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주소/연락처       ② 영업시간        ③주요 메뉴          ④예산   

⑤ 세부 설명       ⑥ 좌석 규모        ⑦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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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다음 문항들은 다양한 기분과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현재 어느 정도로 해당 감정을 느끼는지 응답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신이 난다 1 2 3 4 5 6 7 

속상하다 1 2 3 4 5 6 7 

즐겁다 1 2 3 4 5 6 7 

초조하다 1 2 3 4 5 6 7 

두렵다 1 2 3 4 5 6 7 

활기차다 1 2 3 4 5 6 7 

 

* 다음은 숫자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Q5. 아래 주어진 세 자리 수 더하기 문제들을 암산하여 계산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풀 때까지, 또는 원하는 만큼 푸시면 됩니다. 

중단하고 싶을 때까지 가능한 만큼 문제를 푸신 후, 하단의 화살표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124 + 713 = (1) 

238 + 437 = (2) 

743 + 334 = (3) 

629 + 619 = (4) 

365 + 429 = (5) 

272 + 535 = (6) 

426 + 714 = (7) 

445 + 253 = (8) 

816 + 334 = (9) 

688 + 431 = (10) 

522 + 538 = (11) 

280 + 773 = (12) 

323 + 362 = (13) 

917 + 741 = (14) 

248 + 428 = (15) 

 

* 중략 – 100개 문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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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요 조사 설문 

지금부터 학내 매점에 새롭게 입점할 제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은 이 제품들에 대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알고자, 

본 연구의 응답자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의 제품들을 보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Q6. 오늘 실험 참여에 대한 사례비로 귀하는 5,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을 사용하여 아래 제시되는 제품을 지금 구매하실 수 있고, 원치 않으시면 구매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들을 보시고 구매하실 제품에 대한 수량을 입력해주십시오. 

구매를 원치 않으시면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실험이 모두 종료되면, 입력하신 물량에 따라 정산과 제품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후르츠 젤리: 1,200원 / 1봉지 

 
 

껌(딸기 민트): 500원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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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컵: 3,000원 / 1개 

 
 

컵 솜사탕: 600원 / 1개 

 

 

새싹볼펜: 2,500원 / 1자루 

 

 

선 정리기: 700원 / 1개 

 
 

미니 치즈볼: 1,000원 / 1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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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의 앞선 문항에서 귀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대한 생활정보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레스토랑 A 와 레스토랑 B 중 한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Q7. 앞선 문항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선택을 하는데 귀하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0=노력 없음                      10=많은 노력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Q8. 앞선 문항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선택을 하는데 제시되었던 정보에 대한 다음 두 

가지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보통이다        매우 동의함 

1) 선택을 하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있었다. 
1 2 3 4 5 6 7 

2) 선택을 하기 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다. 
1 2 3 4 5 6 7 

 

 

* 다음은 독특성 욕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Q9.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께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보통이다        매우 동의함 

1) 나는 내 개성을 표현하는 

제품/브랜드가 제일 좋다. 
1 2 3 4 5 6 7 

2) 물건을 구매 할 때 주로 중요한 

목적은 내 개성을 전달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1 2 3 4 5 6 7 

3) 제품/브랜드가 일반 대중에게 

흔한 것일수록 그것을 구매하는데 

흥미를 덜 갖는다. 

1 2 3 4 5 6 7 

4) 모든 사람들이 자주 구매하는 

제품은 나에게 그다지 가치가 없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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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인구통계적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니, 빠짐없이 응답해주십시오. 

Q10.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Q1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Q1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예정)  

③ 대졸(예정)  

④ 대학원졸(예정)  

⑤ 기타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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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ark Side of ‘Wisdom of Crowd’ 

-Consumer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st of Using 

Information of Many Others’ Choice -  

 

Park, Yookyung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make the perfect decision that brings the best outcomes, we rely on simple mouse 

clicks or easy touches on our smartphones that we carry everyday and verify what many 

others have decided. Along with the social hubs growing in size and density, the online 

world has brought its members tighter than ever through enhanced diffusion of 

information(Gladwell, 2000; Keller & Barry, 2003; Goldenberg, Han, Lehmann, & 

Hong, 2009). The development of social media which has amplified communication 

among individual consumers has allowed us to make choices based on what others share 

across time and space(Mangold & Faulds, 2009; Kaplan & Haenlein, 2010). In other 

words, the influence that many others have on individual’s choice is stronger than ever, 

thus irresistible and inevitable. Significantly, what the majority has consented as ‘right’ 

is regarded as the truth, being considered as the ‘wisdom of crowd’(Surowiecki, 2004) 

that promises high accuracy based on lessened prediction errors. 

 This research brings up the potential problem that this ‘wisdom of crowd’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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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as an implicit pressure that demands people to conform to others’ thoughts. Choice 

is often made under social influence(Asch, 1955; Deutsch & Gerard, 1955), but also at 

the same time, it reflects human’s basic desire, autonomy, which one wishes to be the 

source of own action(Deci & Ryan, 1991). Therefore, referencing ‘wisdom of crowd’ is 

anticipated to evoke an internal conflict between the two essentials of choice. This leads 

to the objective of this paper; to reveal the dark side of ‘wisdom of crowd’ by examining 

what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sequences consumers may have to bear as the 

potential costs.  

 To be specific, this paper elicits from self-regulatory resource 

model(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 to suggest that 1) referring to 

many people’s thoughts upon making a choice may provoke conformity pressure which 

puts implicit control on free choice, and thus result in depletion of self-regulatory 

resource as the psychological cost. 2) This is expected to occur less for people with high 

need for uniqueness(Snyder & Fromkin, 1977; Tian, Bearden, & Hunter, 2001) which is 

based on the countercomformity motivation that induces disagreement upon norms(Nail, 

1986). Moreover, 3) solely referring to the ‘wisdom of crowd’ is expected to promote 

impulse spending(Rook, 1987; Rook & Fisher, 1995) which stands for the unanticipated 

behavioral cost.  

 

Keywords: consumer decision making, social influence, self-regulatory resource 

depletion, impulse spending, consumer need for uniqueness, wisdom of crowd 

Student Number: 2012-2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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