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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홈퍼니싱은 근래에 소비자에게 주목받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특

히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한도 내에서 일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

는 홈퍼니싱 소품은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제 성장과 더

불어 여가 문화가 확산되면서 집이라는 공간에서 누리는 휴식이 중요해

지고, 그에 따라 자신의 취향대로 꾸미는 것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타

인과 차별화된 삶을 꿈꾸는 현대 소비자들은 패션을 넘어서 주거공간에

서도 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소비자의 부가 가치

에 대한 요구에 따라 주거공간의 패션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집이라

는 공간을 자신의 취향대로 디자인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소비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집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되면서 집도 꾸며야 할 사회적 공간이라는 사실을 자각

하게 되었다. 소비자의 일상이 SNS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게시되고 소

비와 관련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에, 홈퍼니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다른 깊이를 제시할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홈퍼니싱 소품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홈퍼니싱 소품 소비의 현황 및 구매의도

를 파악하며 홈퍼니싱 소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소비가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SNS 사용에 따라 홈

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소비가치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

펴보았다. 또한 상황에 따라 소비 행동에 차이가 난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에 착안하여 소비상황에 따라 홈퍼니싱 소품 소비에서 추구하는 소비

가치의 차이가 있는지, 또 SNS 사용이 소비가치와 홈퍼니싱 소품 구매

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20대에서 40대의 성인 남녀 380명의 조사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주요 결과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 수준의 전체 평균은 3.38 점으로 약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큰 비용 지출보다는 적은 금액의 소품을 선

호하는 상황이었다.

둘째,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 소비가치 요인 중 심미

지향가치, 자기표현가치와 타인지향가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그

중 심미지향가치가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퍼니

싱 소품에 대해 소비자는 상품의 가격, 기능 등의 특성보다 심미성을 우

선적으로 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홈퍼니싱 소비를 통하여

자신의 미적 감각과 취향을 표현하고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셋째,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소비가치 요인이 상황에 따

라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상황과 관계없이 심미지향가치는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지향가치 외에 이사·결혼·기존

제품 고장이나 변형 등 대체품을 필요로 하는 특정 상황의 경우, 타인지

향가치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그러한 상황 아닌

경우, 자기표현지향가치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특정 상황 집단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등

의 타인에 의한 영향을 받아 과시하고 싶은 성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홈

퍼니싱 소품 소비에서 비 특정 상황 집단은 자기의 이미지와 개성을 표

현하는 등 자기지향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상황에 따른 소비가치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SNS 사용이 가지는 조절효과의 차이가 검증되었다. 특정 상황의 경우,

SNS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쾌락지향가치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인 정보공유

와 콘텐츠 포스팅하기 위하여 시선을 끌 수 있는 쾌락적이고 유희성이

강한 홈퍼니싱 소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가지게 됨을 시사한다. 반면 특

정 상황 아닌 경우, SNS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저가지향가치가 홈퍼니

싱 소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비 특정 상황에서 홈퍼니싱 소품 소비가 자기지향적인 성격을 띄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상황에 따른 소비가치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SNS상 자기표현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

정 상황의 경우, 타인지향가치는 SNS상 자기표현이 강하면 강할수록,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를 더욱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미지향

가치의 긍정적인 영향은 약화되었다. 또한 SNS상 자기표현이 강할수록,

홈퍼니싱 소품의 구매의도에 쾌락지향가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었으며 저가지향가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상 자기표현을 통하여 ‘집’이라는 공간이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사

회적 기능이 부과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이 제품의 가시성

이 높을수록 기능적·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상징적 가치를 더 추구한다

는 주장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특정 상황 아닌 경우, 소비가치와 홈퍼니

싱 소품 구매의도 관계에서 SNS상 자기표현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발견

되지 않았다.

주요어 :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 소비가치, SNS 사용, SNS상 자

기표현, 조절효과

학 번 : 2016-2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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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홈퍼니싱은 근래에 소비자에게 주목받고 있는 시장 중 하나다. 통계

청에 따르면 2016년 국내 홈퍼니싱 시장 규모는 약 12조 5천억 원으로

2008년(약 7조 원) 대비 두 배 가량 성장하였으며 2023년까지 18조 원대

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유명 홈퍼니싱 브랜드들의 한국 진출

과 함께 글로벌 패스트 패션(SPA) 브랜드들이 라이프 스타일 샵의 형태

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 소비자 비중은 줄고

가구나 소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대형 유통업계들은 홈퍼니싱 코너

를 확충하고 있으며, 문구 소품류 브랜드까지 홈퍼니싱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한도 내에서 일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홈퍼니싱 소품은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여가 문화가 확산되면서 집이라는 공간에서 누리

는 휴식이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자신의 취향대로 꾸미는 것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타인과 차별화된 삶을 꿈꾸는 현대 소비자들은 패션을

넘어서 주거공간에도 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소

비자의 부가 가치에 대한 요구에 따라 주거공간의 패션화 경향이 나타나

고 있으며 집이라는 공간을 자신의 취향대로 디자인하는 것이 하나의 트

렌드가 되었다. 2015년 시장 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

모니터가 홈 인테리어에 대해 전국인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2,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8%가 홈 인테리어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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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 전체 75.2%가 셀프 인테리어는

또 다른 여가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공민지, 2016). 또

한, 전통적인 가족 형태 및 성에 따른 고정관념의 변화도 집을 꾸미는

것에 대한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패션, 여가생활에 이어 나의 안식처인 집에 대

한 투자가 늘어났다. 특히 남성 요리 열풍 및 남성이 등장하는 홈 인테

리어디자인 방송의 증가로 인하여 남성들이 주거공간을 적극적으로 소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홈퍼니싱 소비하는 소

비자의 특성과 홈퍼니싱 소비를 통하여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구조의 변화 및 개인 소비가치의 변화와 더불어 소셜네트워크서

비스(SNS)의 발달로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소비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SNS를 통하여 자신의 집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집을 꾸며야 할 사회적 공간으로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전문가처럼 여러

가지 제품이 서로 어울리게 코디네이션을 한다거나, 창의적인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신의 공간을 직접

꾸미는 것은 소수의 소비자가 즐기는 취미 생활이었다(정혜선과 나건,

2016). 그러나 최근에 SNS를 통하여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구나 소품 등

의 노출은 제품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잘 꾸며진 집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러움을 일으켜 집 꾸미기에 도전하는 사람을 증가시

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자신이

꾸민 집 인테리어 인증샷을 올리는 해시태그인 ‘집스타그램’은 190만 건,

‘홈스타그램’은 112만 건에 달한다. SNS의 사용은 홈퍼니싱 소비에 있어

개성과 취향을 과시하는 하나의 채널이 되었다. 한편, 맥락과 서사의 실

종이라는 특성을 가진 디지털 매체에서는 사람들이 더 작고, 가볍고,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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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재미를 추구하게 되며 짧고 재미있는 컨셉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있는 소비’가 만족을 제공했

다면, 이제는 쾌락적이고 유희성이 강한 ‘컨셉 있는 소비’가 더 큰 만족

감을 선사한다(김난도 외, 2018). 소비자의 일상이 SNS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게시되고 소비와 관련된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홈퍼니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다른 깊이를 제시할 연구가 필요하다.

홈퍼니싱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반영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 홈퍼

니싱과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나 인

테리어 품목을 대상으로 디자인학, 주거학, 생리학적으로 접근하였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 숍 매장 속성 연구(서고우미와 오경화,

2017; 김지수, 2017), 홈 인테리어 브랜드 특성 비교 및 사례 연구(황승

호와 한정원, 2015; 김승주, 2015),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정

혜성과 나건, 2016; 공민지, 2016; 정혜성과 나건, 2017), 홈 인테리어 제

품 선호도 연구(김칠순과 박수연, 2005; 홍서라 외, 2015; 서민녕 외,

2016; 김태선, 2016), 홈 인테리어 소품 적용 경향 연구(최정운, 2004; 김

정연과 김숙진, 2017),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주택 트렌드 연구(김희정,

2016), 치료적 개념으로서의 인테리어 테라피 효과 연구(장미정, 2017)

등이 있다. 소비자학적 관점에서 홈퍼니싱 소비 요인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홈퍼니싱 소품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사

회에서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대한 소비가치의 영향이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SNS 사용에 따라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소비

가치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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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위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국내 홈퍼니싱 소품 소비 현황 및 구매의도 수준을 파악하며

홈퍼니싱 소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소비가치 특

성을 밝히고자 한다. 소비가치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탐구함으로써 소

비자학 관점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 꾸

미는 문화’와 ‘홈퍼니싱 및 연관 산업의 급속한 성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홈퍼니싱 소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SNS 사용이 소비가치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의 관계를 조

절하는 메커니즘을 탐구함으로써 소비자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SNS

관련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눈에 잘 띄지 않은 장소로 판단되어왔던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비가시적 제품으로 정의되어왔다. 그러나 SNS

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홈퍼니싱 소품을 비롯하여 사용 장소 기준으로 규정되었던 제

품의 가시성 관련 논의를 확장함에 따라 소비자학에 있어 학문적으로 기

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상황에 따라 홈퍼니싱 소품 소비에서 추구하는 소비

가치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고, SNS 사용이 소비가치와 홈퍼

니싱 소품 구매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

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와 제품에 대한 대

안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다각적인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의 홈퍼니싱 소비 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며, 연

구주제 간의 학문적인 연결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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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홈퍼니싱 소품의 개념 및 분류

국내 연구에서는 홈퍼니싱을 대게 비슷하게 정의하였다. 환승호와 한

정원(2015)에 따르면 홈(home, 집)과 퍼니싱(furnishing, 단장하는)의 합

성어인 홈퍼니싱은 가구나 조명은 물론 벽지나 침구, 카펫, 인테리어 소

품 등으로 집안을 꾸미는 것을 말한다. 김태선(2016)에 따르면 홈퍼니싱

은 ‘집 꾸미기’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며, 각종 가구는 물론 조명, 커튼과

벽지, 침구, 카펫, 부엌용품,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집 안을 보기 좋게 꾸

미는 것을 말한다. 이평수와 전동한(2017)은 홈퍼니싱은 인테리어 소품,

조명, 카페트, 벽지, 침구, 가구, 부엌용품 등으로 스스로 집안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홈퍼니싱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홈 인테리어가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들을 ‘인테리어’로 많이 부르고 있지만 홈퍼니

싱과 개념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정혜선과 나건(2016)에 의하면 집과 인

테리어, 그리고 디자인의 합성어인 홈 인테리어디자인에는 디자인 전문

가를 통한 주거공간 실내디자인과 거주자가 직접 자신의 공간을 꾸미는

‘집 꾸미기’가 있으며, 국내에서 ‘홈 인테리어디자인’을 일반적으로 ‘홈 인

테리어’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한편, 황승호와 한정원(2015)은 홈 인테리

어는 공간의 구조를 바꾸고 마감재를 시공하는 홈 리모델링 부분과 소형

가구, 페브릭, 조명, 소품, 데코레이션까지 전체적으로 맞추어 공간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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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홈퍼니싱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홈퍼니싱은

홈 인테리어 중의 일부분이고 전문가를 통한 작업과 차별되어 소비자가

스스로 진행하는 주거공간 꾸미기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홈퍼니싱 소품에 관하여 학문적으로는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사회 전

반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없는 상황이다. 홈퍼니싱은 홈 인테리어 중 소

비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여 공간 구조를 바꾸지 않고 집 꾸미는 것이

다. 주거공간 꾸미는 데 사용하는 소품이 홈퍼니싱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소품은 실내디자인학에서 액세서리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박홍(1990)은 액세서리를 “인테리어를 완성시키는 모든 종류의 비교적

작고 움직이기 쉬운 오브제(objet)”라고 정의하였다. 오인욱(2004)은 기능

적 측면에서 입각하여 액세서리를 실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들을 조합, 연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능적인 측면보다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장식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최정신 외(2009)는 비슷한 맥락

에서 실내소품을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기능을 더해 주거나 미적 효용

성을 더해 주는 물품”으로 정의하였다. 최정운(2004)은 국내외 여러 학자

들의 인테리어 소품에 대한 정의 중 반복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

여 인테리어 소품의 정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실내디자인학에서 마지막

으로 그 공간을 완성시키면서 실용적으로 사용되거나 장식적인, 혹은 둘

다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가구보다 작고 이동이 용이하여 자주 교체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홈퍼니싱 소품은 다양한 연구에서 각기 다르게 분류되고 있다. 최정

운(2004)은 이를 실용성과 장식성에 따른 분류와 사용되는 공간에 따른

분류, 설비/기기별 분류, 배치 방법에 따른 분류로 크게 4가지의 방법을

정리하였다. 그중에서 기능에 따라 실용성과 장식성으로 분류하는 방법

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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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홈퍼니싱 소품은, 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발휘하면서 부수적으로 장식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장식적

인 홈퍼니싱 소품은 일차적으로 장식적 역할이 우세한 물품들을 말한다

(최정운, 2004).

<표 2-1> 홈퍼니싱 소품 분류

종류 예시

실용적인

홈퍼니싱

소품

식사용

기구

실버웨어, 유리그릇, 식탁보 등의 린넨류,

부수적인 장식물

침실/욕실

소품

시트/베갯잇/침대 덮개 등의 린넨류, 바닥용

매트, 타월, 샤월커튼

조명 기기
각종 이동이 용이한 스탠드, 움직일 수 있는

천장조명

그 외
스크린, 병풍, 거울, 옷걸이, 우산꽂이, 서적,

휴지통, 꽃꽂이 용구, 담배세트

장식적인

홈퍼니싱

소품

예술품

회화, 도화/선화, 판화, 사진, 조각품,

스테인드글라스, 예술적 직물, 프린트, 골동품,

포스터, 고가구, 공예품, 도자기

식물류 식물, 생화, 건화/조화

그 외
모형(인형, 동물, 비행기, 자동차 등 각종

모형), 수석, 감상용 완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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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비가치

1. 소비가치의 개념

Rockech(1968)는 가치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목

적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으로 정의하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준”, “우리가 행동을 정당화하고, 도덕적

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표준”, 그리

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치관,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끼칠 가치가 있

는지 알려주는 표준”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가치는 특정 대상과 특정 상

황을 넘어서 행동 방식과 존재의 최종상태에 관련된 것이므로 특정 행동

방식 또는 존재의 최종상태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른 행동 방식

또는 존재 상태에 우선하는 개인의 영속적인 믿음이기에 태도와 구분되

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Schwartz와 Bilsky(1987)는 선행연구에서 인간의 가치관에 관한 정의

에 대하여 공통적인 다섯 가지 특징을 정리하였다. 즉 가치는 (a) 개념

또는 신념, (b) 바람직한 최종상태 또는 행동, (c) 특정 상황을 초월하는

것, (d) 행동 및 사건의 선택 또는 평가를 유도하는 것, (e) 상대적 중요

성에 따라 정렬되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가치는 특정한 상황이나 즉각적인 목표

를 넘어서 보다 궁극적인 존재의 최종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행동과 판단

을 이끄는 지속적 신념이다. 소비자학에서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

한 수단의 하나로 가치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수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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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활동 영역에서 가치에 대한 선구적 연구자인 Vinson 외(1977)는

개인의 신념 체계가 “전반적 가치”, “영역 특수 가치”와 “평가적 신념”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영역 특수 가치”는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및 기타 활동과 관련된 신념으로 특정 상황이나 활동 영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치를 획득하고, 특정 환경의 맥락을 제외하고는 행동을

이해하거나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신념을 반영하며 “전반적 가

치”와 “평가적 신념”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영역 특수

가” 중 하나인 “소비 관련 가치”를 경제적 교환 및 소비 활동 영역에서

태도와 행동을 유도하는 가치라고 설명하였다.

Sheth 외(1991)는 소비가치를 “소비자의 시장 선택, 즉 제품 구매를

결정하고 특정 상표를 선택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기준

이나 목표가 되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특정 제품에 대한 구

입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제품 유형과 상표를 선택하는 이

유를 설명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제시하였다(권영진, 2017).

소비가치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동원(1994)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학습을 통해 획득되고 수정되며, 인간의 행위를

형성하고 인도하는 기준”으로 정의하였고 권미화와 이기춘(2000)은 “소

비자가 소비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의 표현으로 특정

소비행동양식을 다른 소비행동양식보다 선호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인의

지속적인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구명진 외(2015)는 일반적 가치가 개인

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소비가치는 그 개인이 ‘소비

생활’이라는 삶의 한 영역에서 소비자로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한하여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자 신념이라고 제시하였으며 소비가치를 “소비생활

이라는 삶의 한 영역에서 다양한 개별 소비상황 및 소비생활 전반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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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를 움직이는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신념들”로 통

합적으로 재정의하였다.

2. 소비가치연구의 흐름

소비 영역이 포함된 일반적 가치와 가치체계 측정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Rokeach(1973)의 Value Survey(RVS), Mitchell(1978)의

Values and Life Style(VALS)과 Kahle(1986)의 List of Values(LOV)가

있다. Rokeach(1973)는 인간 가치에 대하여 “여러 구체적 상황 전체에

걸쳐, 또한 즉각적 목표를 향하여 행동과 판단을 지시하는, 개인이 중요

시하는 지속적인 신념”으로 정의하였으며(구명진 외, 2015), 궁극적 가치

(terminal values)와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s)로 구분하였다. 궁

극적 가치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존재의 바람직한 최종상태를 말하며,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한다. 도구적 가치는 선호

하는 행동 양식을 말하며,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들을 말한

다. Mitchell과 SRI(1978)는 RVS의 영향을 받고 Maslow의 욕구계층이

론에 근거하여 태도 및 인구통계학적 질문으로 성인 미국인 소비자 대상

을 9 가지 라이프 스타일 유형으로 분류하는 VALS를 개발하였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소비자의 기호와 선택을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성격 특성

과 구매 행동 사이에 연결지었다. Kahle 외(1986)는 RVS의 번거로움을

단순화시켜 궁극적 가치에만 한정하여 5개 영역의 가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 맥락에서 인간의 일반적인 가치에 출발하여 도출한

가치체계들은 소비라는 특정 영역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에 한계가 있

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가치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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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비가치에 관련하여 단일차원적으로 접근한 연구와 다차

원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있다(원종현, 2014). 단일차원으로 접근한 연구

들은 효용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소비자가 얻는

이득과 이를 위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소비가치를 평가한다( Zeithmal,

1988; Bolton과 Drew, 1991; Gale, 1994). 반면, 다차원적으로 접근한 연

구들은 소비가치에 경제적 효용과 같은 기능적 측면 외에 정서적 측면도

포함되었다. 특히 Sheth 외(1991), Holbrook(1996, 1999)의 연구가 대표적

이다.

Sheth 외(1991)는 인간의 소비 활동과 관련되는 가치만을 추출하여

기능적 가치(Functional value), 상황적 가치(Conditional value),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감정적 가치(Emotional value)와 탐험적 가치

(Epistemic value) 총 다섯 가지로 소비가치 측정항목을 분류하였다. 이

러한 다섯 가지 소비가치를 바탕으로 특정한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표 2-2> Sheth 외(1991)의 소비가치이론

소비가치 정의

기능적 가치
현저한 기능적, 물리적 성과를 나타내는 제품에 의해 획득되고

지각되는 효용

사회적 가치
특정한 사회 집단 간의 연관으로부터 제품에 획득되고

지각되는 효용

감정적 가치
제품으로부터 특정한 감정과 연관되거나 감정촉진이 이루어질

때 얻어지는 효용

상황적 가치 소비자가 직면하는 특정한 상황의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효용

탄험적 가치
호기심, 참신함, 지적 욕망 등을 불러일으키고 충족시킬 때

얻어지는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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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brook(1999)는 소비자 가치를 “상호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선호 경

험”으로 정의하였으며 외재적 가치 대 내재적 가치(extrinsic value

versus intrinsic value), 자기 지향적 가치 대 타인 지향적 가치

(self-oriented value versus other-oriented value), 그리고 능동적 가치

대 반응적 가치(active value versus reactive value)의 세 가지 기본 차

원을 반영하는 소비자 가치 틀을 개발하였다. 세 가지 차원의 바탕으로

효율성, 탁월성, 지위, 존중, 오락, 심미, 윤리 및 영성 8 가지 유형을 나

타내는 행렬을 개발하였다. Holbrook(2006)는 그 전의 연구결과를 기초

로 두 가지 차원에 4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표 2-3> Holbrook(1999)의 소비자 가치 유형

다른 한편으로 소비가치에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크게 특정 상품

및 서비스로부터 소비자가 인지한 가치와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소비자

가 중요시하는 신념이나 기준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비가치를 다루는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표 2-4>와 같다. 김동원(1994)은 소비가치를 Sheth 외(1991)의 5

가지 소비가치로 분류하여 세제제품에 맞게 수정하였다. 김선희(1999)는

남녀 대학생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 의복 소비가치의 하위구

조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다르게 파악하였다. 남자의 의복 소비가치로

상황적-사회 가치, 외모 매력성 가치, 심리적 가치, 기능적 가치, 진귀적

가치, 유행성 가치를 도출하였으며 여자의 의복 소비가치로 유형성 가치,

소비자 가치 외재적 내재적

자기 지향적
경제적 가치

(효율성, 탁월성)

쾌락적 가치

(오락, 심미)

타인 지향적
사회적 가치

(지위, 존중)

이타적 가치

(윤리, 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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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가치, 외모 매력적 가치, 기능적 가치, 상황적 가치, 개성표현 가

치,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임경복(2005), 문희강과 추호정(2008)은

여성 소비자의 의복 소비가치의 하위차원으로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

진귀적 가치, 사회적 가치와 상황적 가치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Sheth 외

(1991)가 언급한 변수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허원무 외(2007)는

Sheth 외(1991)의 소비가치이론을 기초하여 대표적인 컨버전스 제품인

로봇청소기를 통해서 소비자가 컨버전스 제품을 통해 얻고자 하는 소비

가치의 하위차원으로 정서적 가치, 진귀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

치를 도출하였다. 김병숙과 김민정(2012)은 웰빙관련가치의 하위요인으

로 감성상징가치, 차별화가치, 개인주의가치, 가족건강가치, 친환경가치,

기능적 가치 여섯 개의 요인이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크게 소비지향

가치와 웰빙가치로 구성되었다. 김보름 외(2007)는 프리미엄 푸드 마켓

에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소비가치의 하위차원으로 편의성과 효율성을 뜻

하는 편의적 가치, 제품의 품질에 기초한 기능적 가치, 차별화된 서비스

와 제품을 통해 사회적 만족감을 얻는 사회적 가치, 기존 마켓과는 다른

차별화된 공간에서의 유희를 체험하는 정서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박경

호(2015)는 소셜커머스 이용 소비가치의 하위차원으로 경제적 가치, 정

서적 가치, 기능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표 2-4> 소비가치 관련 선행연구 정리

분

류
연구자 연구주제 하위차원

특

정

상

품/

김동원(1994)
세제제품에 대한 소비가치

척도 개발

기능적, 사회적, 감정적, 진

귀적, 상황적 가치

김선희(1999) 의복소비가치 개발 및 적용

상황적, 사회적, 표현적, 심

리적, 기능적, 진귀적, 유행

성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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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행연구 중에서는 소비생활전반을 포괄하여 개발된 소비가치

척도를 사용한 연구도 존재한다. 권미화와 이기춘(2000)은 청소년소비자

의 소비가치의 하위차원으로 절약성, 과시성, 차별성, 친환경성, 심미성,

향유성을 도찰하였다. 박배진과 김시월(2006)는 Sheth 외(1991)가 개발한

측정 항목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도출해낸 한계점이 있기에 소비자의

특

정

서

비

스

백선영(2000)
청소년 소비가치가 의류제

품평가에 미치는 영향

유행적, 유용성, 정서적, 기

능적, 탐색적, 심리적 가치

임경복(2005)
여성 소비자의 의복 소비가

치

기능적, 감정적, 진귀적, 사

회적, 상황적 가치

문희강과 추

호정(2008)

의복소비가치가 양면적 의

복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감정적, 진귀적, 기능적, 사

회적, 상황적 가치

허원무 외

(2007)

컨버전스 제품의 소비가치

도출

정서적, 진귀적, 사회적, 기

능적 가치

김병숙과 김

민정(2012)

웰빙소비가치와 웰빙소비자

의 유형화

감성상징, 차별화, 개인주

의, 가족건강, 친환경, 기능

적 가치
김보름 외

(2014)

프리미엄 푸드 마켓에서 추

구하는 소비가치 도출

편의적, 기능적, 사회적, 정

서적 가치

박경호(2015)
호텔 상품의 소셜커머스 이

용 소비가치 세분화

경제적, 정서적, 기능적, 정

보적 가치

소

비

생

활

전

반

권미화와 이

기춘(2000)

청소년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소비행동

절약성, 과시성, 차별성, 친

환경성, 심미성, 향유성
박배진과 김

시월(2006)

한·일 대학생 소비자의 소비

가치와 소비자-브랜드 관계

차별적 개성 추구, 기능적,

감정적, 사회적 인정 가치

남수정(2007)
소비가치가 소비에 대한 자

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사회가치, 탐험가치, 기능

가치, 감정가치

원종현(2014)
소비가치에 따른 1인 가구

세분화

기능적, 사회적, 감정적, 탐

험적, 상황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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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욕구를 반영한 차별적 개성 추구가치를 비롯되어, 기능적 가치, 감정

적 가치, 사회적 인정 가치를 도출하였다. 남수정(2007)은 기존의 Sheth

등(1991)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사회가치, 탐험가치, 기능가치, 감정가치

를 모두 네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구명진 외(2015)는 대부분의 소

비가치 연구들은 ‘소비가치’’를 ‘상품 및 서비스로부터 소비자가 인지한

가치’로 파악하고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신념이나 기준보다는 상품에 대

한 소비자의 긍정적 평가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계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론적 고찰을 통해 소비생활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소비

가치 척도를 개발하였다.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으로 효용지향, 저가지향,

쾌락지향, 심미지향, 혁신지향, 과시지향, 소속지향, 친환경지향, 사회정의

지향, 자율지향과 자기표현지향 소비가치를 도출하였다.

<표 2-5> 구명진 외(2015)의 소비자 가치 유형

분류 하위차원 설명

상품속성가치
효용지향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안전에 대한 가치
저가지향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는 가치

개인지향적

상품경험가치

쾌락지향 재미, 향유를 추구하는 가치
심미지향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치
혁신지향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가치

타인지향적

상품경험가치

과시지향 물질적 과시를 추구하는 가치
소속지향 사회 소속감을 추구하는 가치

소비공동체적

가치

친환경지향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친환경적 가치

시회정의지향
노동자 인권 존중, 생산 및 유통 공정성 등

친사회적 가치

소비자주체적

가치

자율지향
주체적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

자기표현지향
소비생활을 통해 타인과 구분되는 ‘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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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구매의도

1. 구매의도의 개념

구매의도는 태도와 행동 간의 중재 변수로써 마케팅 분야의 경제학자

들이 소비자의 미래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왔다.

Fishbein과 Ajzen(1975)은 구매의도를 “소비자의 해당 제품에 관한

태도와 구매행동의 중간 변수로써 소비자들이 미래의 구매행동에 대한

생각”으로 정의하였다(온시화, 2016).

Taylor와 Baker(1994)는 구매의도를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

도로써 실제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요인을 미치므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정의하였으며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간주하였다. 즉,

구매의도를 가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전환되는 상관관계

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Engel과 Blackwell(1995)은 구매의도를 “소비자의 계획된 미래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의 신념과 태도가 실

제 구매행위로 옮겨질 확률이자,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소로서 구매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였다.

Tsang 외(2004))는 구매의도를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

기 위한 의지를 말하며,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치

인식, 신념, 태도 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주관적인 가능성”으로 정의하

였다.

이처럼, 구매의도는 구매와 가장 밀접한 개념이자, 구매행동을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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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구매행동의 지표로 관련 문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권영진, 2017).

2. 소비가치와 구매의도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 개인의 소비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윤리적 소비 영역에서, 공혜원(2010)의 연구에서 기능적 가치와 사회

적 가치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구매행동에는 사회적 가치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기능적

가치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대기(2012)의 연

구에서는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가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가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지와 손상희(2015)는 소비가치를 선

행연구에서 윤리적 소비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생태적 소비

가치와 감정적 소비가치로 구분하였다. 감정적 소비가치는 중고유아용품

구매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위험 지각이

중고 유모차와 중고 책/장난감/교구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생태적 소비가치는 중고 유

모차와 중고 책/장난감/교구의 구매의도에 대해서 제품 위험의 부적 효

과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 프리미엄 제품과 관련된 소비 영역에서, 김화동(2012)은 명품의

소비가치와 사전지식 및 지각된 위험 정도를 소비자의 특성 변인으로 도

입하여, 명품 브랜드가 가격을 인상할 때 소비자 특성별로 구매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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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그는 소비가치를 추구형태에 따라 제품의

독특성과 타인의 과시성 측면을 중시하는 독특성 및 과시적 가치 추구집

단, 사회적 상징성 측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집단, 명품의 우수

한 품질과 자신의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즐거움 측면을 중시하는 품질 및

쾌락적 가치 추구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소비가치에 따른 구매의도는 독

특성 및 과시적 가치 추구집단과 품질 및 쾌락적 가치 추구집단에서는

긍정적 구매의도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 추구집단은 부정적 구매

의도를 보이며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특성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분석 결과, 독특성 및 과시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전지식이 높은 집단과 품질 및 쾌락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각된 위험

이 높은 집단에서만 긍정적 구매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강진

희(2017)는 프리미엄 디저트 메뉴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프리미엄 디저트 메뉴에 대해 지각된 가치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한 결과 프리미엄 디저트 메뉴에 대해 지각된 가치의 하위 요

인인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감정적 가치, 본질적 가치 모두 이용고

객들의 재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소비 영역에서, 박은주와 강은미(2005)는 인터

넷을 쇼핑할 때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쇼핑가치를 쾌락적 쇼핑가치와 실

용적 쇼핑가치로 측정하였으며 쾌락적 쇼핑가치를 지닌 소비자들이 실용

적 쇼핑가치를 지닌 소비자들에 비해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광호와 이윤주(2002)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의 형성

에 영향을 주는 점포 이미지의 주요차원을 파악하고 쾌락적 가치를 추구

하는 소비자집단과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집단 간에 인터넷 쇼

핑물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사이트 이미지변수의

상대적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쾌락적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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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경우에는 신뢰성과 사이트 분위기가 구매의도를 형성하는 데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실용적 소비자집단의 경우에는 신뢰도, 제품구

색, 편리성, 고객서비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제품과 관련된 소비 영역에서, 주선희와 구동모(2014)는 지각된

가치를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지적 가치의 네 가지 차

원으로 구분하여 아트 콜라보레이션 제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네 가지 소비가치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조은주(2015)는 Sheth 외(1991)가 제시한 다섯 가지 구성요인 중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대

학생 친환경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능적

소비가치, 사회적 소비가치, 감정적 소비가치 순으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무 외(2016)는 주얼리 브랜드가치를 기능

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로 구분하였으며 브랜드애착의 매개를

통하여 구매의도와 SNS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였다. 또한, 리빙과 관련된 연구로서 이은아와 황진숙(2015)의 연구는 라

이프스타일 샵의 특성에 맞게 소비가치를 수정하고 기능적 가치, 진귀적

가치, 쾌락적 가치, 유행추구가치로 분류하여 소비가치와 구매의도의 관

계를 검증한 결과, 진귀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적 가치는 점포 선택기준을 매개로 하여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가치와 구매의도의 상관관계 분석 시, 소

비가치는 Sheth 외(1991)의 소비가치 분류 기준이 보편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품이 가지는 속성과 이미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

비가치들을 중심으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홈퍼니싱과 가장 비슷한 특성을 띠는 패션과 리빙 분야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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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구매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기능적, 사회적, 감정

적 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3. 상황과 구매의도

Belk(1974)는 소비자행동 분야에서 상황의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그는 상황을 “개인적(내면적) 속성이나 자극(선택대안) 속성에 대한 지식

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위에 대해 명백하고 구체적인

효과를 미치는 관찰 시점 및 장소와 관계되는 요인”으로 정의하였으며

(Belk, 1974), 상황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일반적인 특성으로 물리적 환

경, 시간적 차원, 인간 관계적 환경, 정서, 목표 지향을 제시하였다(Belk,

1975). Srivastava 외(1978)는 사용상황을 제시하였으며, “제품이나 서비

스가 구매되는 목적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Assael(1987)는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을 구매상황, 커뮤

니케이션상황, 소비상황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중 소비상황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시점에서 제품에 대해 예상되는 사용

계기나 목적, 장소 등 특정 상표에 대해 기대되는 사용상황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상황을 자기 사용을 위한 구매상황, 선물을 위

한 구매상황,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성이 낮은 사적 상황, 타인에게

자신의 구매의사결정이 노출되어 자아표현이 이루어지는 공적 상황 등으

로 설정하고 이들 제품의 구매동기, 구매목적, 사용목적, 사용상황 등 다

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장은지와 김기옥, 2018).

상황은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대안평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Miller



- 21 -

와 Ginter(1979)는 상황적 다속성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소비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한 속성을 다른 속성보다 더 중요시하는지 연구하였다.

그들이 식사 상황으로는 평일 점심 식사로 먹을 상황, 쇼핑 시 간식으로

먹을 상황, 서두르게 저녁 식사로 먹을 상황과 서두르지 않게 가족과 함

께 저녁 식사로 먹을 상황을 선정하였으며 패스트푸드 브랜드 선택 행동

과 태도에 상황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상황에 따라 선택대안들이 가지는

가치도 다르게 인식될 것이고 Sheth 외(1991)는 제품 소비를 하게 되는

상황과 관련된 소비가치를 의미하는 상황적 가치를 제시한 바 있다.

홈퍼니싱 소비에 관련지어 보면 박광희(2001)의 연구에서 20대 이상

의 주부를 대상으로 침구류 교체이유를 조사한 결과 직물손상(31%), 기

분전환(27%), 변색(19%), 분위기와의 조화(16%) 순으로, 손상되거나 변

화를 주기 위해 대부분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녕 외(2016)의

연구에서 연령별 침구용품 구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20대는 이사/분가,

30대는 계절의 변화, 40대는 변색/폐기처리가 가장 큰 구매동기로 나타

났으며 20대, 30대, 40대는 대체적으로 변색/폐기처리와 계절변화의 이유

로 침구용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침구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홈퍼니싱 소비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침구류 제품을 중심으로 다루어왔기 때문에 광범위 의미에서의 소품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침구류 구매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사, 결혼, 제품 고장이나 변형 등 소비자의 신념과 중요도 평가를 일시

적으로 변화시키는 특정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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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1. SNS 정의와 동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인터넷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

고 정보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백

선아, 2017).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보고서에 의하면 SNS는 3가지 세대를 걸

쳐 진화해왔다. 오프라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온라인으로 표면화되기 시

작한 것이 1세대 SNS이다. 대표 사례로 싸이월드가 있다. 2세대 SNS는

실험적이고 일부 폐쇄적인 1세대 SNS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콘텐츠

중심의 특징을 가진다. 2세대 SNS의 등장으로 온라인 문화와 정보의 유

통은 관계지향적 서비스로 옮겨갔다. 대표 사례로 페이스북이 있다. 3세

대 SNS는 정보수집 가공 방식이 좀 더 원활하고 쉬워진 상태에서 개인

들의 정보 필터링 역할에 대한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많은 SNS 사용자들에 의해 분류되고 재가공되어 서로

의 필요에 따라 유통하며 표현하는 소위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Social

Curation Service)’, ‘버티컬 SNS(Vertical SNS)’ 등을 포함한다. 3세대

SNS는 비슷한 취향과 선호를 가진 사용자들이 폐쇄된 네트워킹을 통해

컨텐츠를 공동으로 생산, 유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진, 비즈니스,

게임, 음악, 레스토랑 등 특정 관심 분야만 공유하는 것으로 다양한 정보

와 기능을 나열해 백화점식으로 공유하는 2세대 SNS와 차별화되었다.

인스타그램(Instagram), 핀터레스트(Pinterest)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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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사용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사용 행동은 검색, 글이나 사진 읽기 또는

UCC 등 동영상 보기, 댓글 작성하기, 퍼나르기, 변형·가공·편집하기, 작

성 또는 제작하기, 오프라인 활동에 참석하기 등을 포함한다(최아영과

나종연, 2010).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사용의 정도는 소비자가 상품, 서

비스의 구매, 저축, 투자 등 소비 관련된 정보의 획득, 유통, 생산 등을

위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얼마나 활발하게 활용하였는지의 수준에

대한 개념이다(나종연, 2010). SNS 사용은 다른 선행연구에서 SNS 활

용, SNS 참여 등 용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같은 뜻으로

보았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사용 정도를 소극적

사용과 적극적 사용(혹은 수동적 사용과 능동적 사용)으로 구분하였다.

Burnett(2000)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행동 특성을 상호작용과

비 상호작용 행동을 분류하였으며 Shang 외(2006)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의 포스팅과 러킹 행동을 각각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로 제시하였

다. 나종연(2010)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활용의 범주를 정보의 획득,

확산과 생산으로 나누어 보았다. 정보의 획득은 검색과 게시물 읽기 또

는 동영상 보기를 포함하며, 이와 같은 행동은 가장 낮은 수준의 활용

행동으로 소극적인 활동이다. 정보의 확산은 댓글 달기, 퍼나르기, 변형·

가공과 같이 자신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지는 않지만, 만들어진 컨텐츠에

반응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 또는 이종의 플렛폼으로 이동시키며,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변형에 참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정보의 생

산은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고, UCC 등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온라인 커

뮤니티에서 종종 일어나는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고, 직접 온라인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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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 등의 소비자 정보의 장을 운영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가장 적극성을

띠는 활동이다.

연구자에 따라 구분 기준에 차이가 다소 존재하나 소극적 사용은 다

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읽지만 본인은 어떠한 피드백을 주지 않는 수동

적인 이용을 의미하며 콰이어트멤버십(Quite membership), 러커

(Lucker), 무임 승차자(Free-rider), 브라우징(Browsing) 등 행위로 표현

된다(이혜성과 남궁영, 2015). 반면에 적극적 사용은 커뮤니티에서 능동

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용을 의미하며 다른 사용자가 게시한 글에 댓글

달기, 호스트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질문게시,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

올리기, 제품의 평가 또는 경험을 게시하는 포스터(poster) 행위로 표현

된다(Hammond, 2000; Pöyry 외, 2013).

최근 특정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의도에 SNS 사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순화(2012)는 SNS 활용 정도가 소비자

의 화장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NS 사용량과 SNS 사

용 다양성의 두 가지 하위 변수를 설정하였다. SNS 사용량을 사용하고

있는 SNS의 유형과 평균 접속 횟수를 측정하였으며 SNS 사용량이 화

장품 기업이나 브랜드 SNS의 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 SNS 사용 다양성을 나종연(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SNS 정보 활용을 기준으로 정보의 획득, 확산의 2개 범주를 참고하여

SNS를 통해 행해지는 정보의 검색, 읽기, 댓글달기, 단순 퍼나르기, 변

형·가공하기 등 온라인 SNS상의 정보 활용 스펙트럼으로, 소비자들이

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를 측정하였다. 그

러나 SNS 사용 다양성과 화장품 기업이나 브랜드 SNS의 방문의도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석(2012)은 SNS를 사용하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으로서 정보적 상호작용성, 정보적 연결성, 정보적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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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으며 이들은 소비자들의 정보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SNS에서 정보적 참여를 통해 감

정적 애착을 형성하고 이는 소비자의 문화콘텐츠 구매의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혜성과 남궁영(2015)은 SNS 참여

가 레스트랑에서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SNS에 수동

적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자 모두 레스토랑에서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록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 소비생활에 있어

SNS 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는 연구도 있다. 김효선(2011)은 SNS

활용정도에 따라 소셜커머스의 이용행태와 불평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보기 위해 SNS를 활용하여 정보를 사용하는 정도와 경향에 따

라 “정보생산형”, “정보확산형”, “제한적 정보획득형”, “소극적 정보획득

형”으로 명명하여, 4개의 유형으로 군집을 도출하였다. 군집별로 구매행

동 변인인 이용횟수, 이용품목, 이용경로, 전반적인 만족도 중 이용횟수,

이용경로, 이용품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서형(2011)은 비용절

감, 충동구매, 사회적 영향, 의사결정지원, 구전효과 등으로 도출한 소셜

커머스 특성과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SNS 사용 정도의 조절효과를 검정

하였다. 그 결과, 비용절감과 구전효과가 SNS를 많이 활용할수록 소셜

커머스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SNS상 자기표현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항상 자신



- 26 -

을 표현한다. Goffman(1959)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인상관리

를 하는 것은 공연에서 수행하는 행동에 빗대었다. 무대 위에서 배우는

관객이 관람하는 것을 의식하고 특정 규칙과 사회 관례를 준수하여 자신

의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노출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체면을 잃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늘 상황에 맞게 자신을 표

현하고 이러한 인상관리는 목적의식이 있는 의도적인 행위이다.

Brown(1998)은 이러한 연출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에게 더

강화된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점에서

‘자기표현(self presentation)’으로 제시하였다(Bullingham과 Vasconcelos,

2013). Dominick(1999)는 자기표현을 개인들이 자신에 대하여 타인이 가

지고 있는 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자신이 원하

는 인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목적을 가치 있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SNS는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공간이다. 또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커뮤니케이션 방식

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을 현실 공간에서 가상공간으로 확장시키

에, 사용자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자기표현 장소가 되고 있다. SNS

는 현실보다 선별적이고 한정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 면대면 상황에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통한 인상통제가 쉽지

않지만, Walther(2007)가 제시한 바와 같이 SNS에서 상호작용이 비동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 편집이 가능하다. SNS에서 나의 정보,

메모, 상태 업데이트 등의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매력적이고 자기 홍보적인 정보를 선택하여 노

출할 수 있다. 한편, Fox와 Vendemia에 의하면 SNS에서 자기표현은 친

구, 가족 등 주변 사람부터 일반 대중까지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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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네트워크를 연결함과 더불어 네트워크 구성원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회적 피드백을 게시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

상한 관객들에 의하여 통제받는 느낌을 경험한다. 따라서 개인은 긍정적

인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상관리 전

략을 사용한다.

SNS상 자기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Mehdizadeh

(2010)는 사진 업로드가 SNS에서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가능

이라고 제시하였으며 SNS의 사용자들이 정보나 사진공개를 통해서 자

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널리 사

용되고 있는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이미지가 첫 번

째, 글이 두 번째”라는 원칙하에 이미지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다(우혜

진 외, 2017). 페이스북은 주로 지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일상과 감정을

소통하는 정서지향적 상호작용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윤정미와 임정수,

2012). 페이스북에서는 이용자의 사진과 기초적인 프로필 정보, 친구들의

사진,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입력창들과 같은 자신의 신상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 Ellison 외(2007)에 따르면, 이

용자들은 실제로 자랑하고 싶거나 과시하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자영 외(2013)에 따르면 페이스북 이용자

들은 자신을 매력적으로 표출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Sheldon과 Bryant(2016)는 사진을 통해 자기표현

에 최적화되는 특성이 사진 콘텐츠를 중심으로 등장한 인스타그램에서

나타나는 이용자의 나르시시즘, 과시, 자랑이 부각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3세대 SNS 중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로 특정 단

어를 덧붙여 사진과 글을 게시해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고 감정을 표현한

다. 해시태그는 검색이 가능해 다른 사용자들과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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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특정 주제를 자신과 관련지을 수 있다(김민지, 2018). 김미영

과 김지희(2018)는 서울의 고급호텔을 해시태그한 인스타그램 사진과 해

당 포스팅에 나오는 해시태그 텍스트를 분석하여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스스로를 더 멋있고, 화려하고, 풍요롭게 보이게 하는 일종의 과시적 자

기표현 공간으로 호텔이란 공간을 소비하는 것을 밝혔다.

SNS에서 일어나는 자기표현이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다.

Mehdizadeh(2010)의 연구에 의하면 SNS의 사용자들은 정보나 사진공개

를 통해서 남들에게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봐주길 바란

다고 밝혔다. 양혜승 외(2012)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은

SNS를 사용하는 동기 중 하나이다. 김유정(2015)은 가상공간에서 현실

의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기도 하지만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모

습을 만들어 그 모습으로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며 어떤 사람은 자신에

장점을 과장하며 잘난 체 하기도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과시적 자기

표현을 “과장된 자기상을 가지는 것으로 스스로에 몰두되어 자신은 찬미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드러내기, 환심사기, 유능함보이기를 포함하

여 측정하였다. 우혜진 외(2017)에 의하면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인상을 꾸미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현

실 속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종종 과시적인 형태의 이상적

인 모습을 업로드함으로써 인상을 관리하곤 한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에

서 물질을 통한 과시적 자기표현 행동을 “자신의 물질적 소비를 사진이

나 해시태그를 통해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동”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동시에 자기표현 유형을 과시 대상에 의하여 “경험을 통한 과시적 자기

표현 행동”, “친분을 통한 과시적 자기표현 행동”, “펫을 통한 과시적 자

기표현 행동” 3가지로 나누었다. 과시적 자기표현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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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사진 포스팅에 대하여 사진 속 과시 대상 등장 유무와 해시

태그에서 과시 대상과 관련된 단어 언급 횟수로 조사하였고 물질이 등장

하는 사진 속 제품 위치, 브랜드 로고 가시성을 추가 분석하였다.

4. 소비가치와 구매의도에서 SNS의 조절효과

SNS 사용과 관련된 연구는 근래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SNS 사

용에 따라 소비가치와 같은 의사결정 요인의 영향 차이를 검증한 선행연

구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는가의 정도를 나타난 가시성이나 제품 노출 정

도에 따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치 차이를 검증되는 연구들

이 이루어졌다. 곽해리(2011)의 연구에서 제품의 가시성을 의미하는 노

출 정도가 심미성과 사용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노출이 많을수록 심미성 높은 제품을 더 많이 선택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다혜 외(2017)는 제품의 심미성과 기

능성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제품의 가시성에 따라 고심미성/저기능성 제

품 및 저심미성/고기능성 제품의 구매의도 간에 차이가 존재한 것을 밝

혔으며, 가시적 제품의 경우에 한해 고심미성/저기능성 제품의 구매의도

가 저심미성/고기능성 제품의 구매의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윤지와 김기옥(2012)은 제품의 가시성에 따라 집안형과 집밖형

을 비교한 제품이 타인의 눈에 띄는 곳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집안형 제품

의 경우에는 효율성과 우수성과 같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가치를 더 추

구하는 한편, 타인의 눈에 띄는 집밖형 제품의 경우에는 즐거움,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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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지위, 존경과 같이 감성적이고 타인과 관련되는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지과 김기옥(2018)는 소비상황을 소비지향성과 소

비목적의 두 가지 측면에서 타인지향-실용목적, 타인지향-쾌락목적, 자

기지향-실용목적, 자기지향-쾌락목적 4가지 소비상황으로 분류하여 소비

상황에 따른 소비가치의 구체적인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타인지향-실용목적, 타인지향-쾌락목적, 자기지향-쾌락목적에서 소비자

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소비가치는 감정적 가치로 나타났으며 자기지

향-실용목적에서는 기능적 가치가 가장 높게, 사회적 가치가 현저히 낮

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집이나 기타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가족

이나 친지를 제외하고 그 제품의 소유나 사용 여부를 타인이 알기 힘들

므로 노출 정도가 낮은 제품, 혹은 비가시적 제품으로 정의하였다(Chao

와 Schor, 1998; 김상훈, 2006). 그러나 ‘시각 중심 SNS’, ‘관심사 중심

SNS’를 통하여 세세한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의 확산에 따라 그 배경이

되는 집에 대한 정보가 노출하기 시작되었으며, 집이라는 공간도 자신의

세련된 취향을 과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SNS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한편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함에 따라 홈퍼니싱 소품의

노출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SNS상 자기표현이

일어나는 정도가 높을수록 SNS에서 자신의 감각과 취향 등을 과시하는

데 다양한 홈퍼니싱 소품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남에게 보

이기 위하여 소품의 경제적, 기능적 효용보다는 사회적, 상징적 의미를

더욱 추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S 사용에 따라 홈퍼니싱 소품

소비를 통하여 추구하는 소비가치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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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1

절에서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

을 선정하여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정리한 후, 2 절에서 조사에서 사용

하고자 하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를 설명하고자 한다. 3 절

에서는 2 절에서 살펴본 도구를 토대로 조사방법, 조사대상, 분석방법에

대해 소개할 것이며, 4 절에서 본격적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로 들

어가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SNS 사용 관련 특성 자

료를 요약하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홈퍼니싱 소품 소비 수준을 파악하고 홈퍼니싱 소품 소비

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인과 소비가치 특성 요인

을 알아보며 SNS 사용이 소비가치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탐구하고자 한다. 소비상황에 따라 홈퍼니싱 소품

소비에서 추구하는 소비가치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SNS 사용이

소비가치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의 차이

가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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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홈퍼니싱 소품에 대한 구매의도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홈퍼니싱 소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상황에 따른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SNS 사용이 상황에 따라 소비가치와 홈퍼니싱 소품 구매

의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SNS상 자기표현이 상황에 따라 소비가치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가 어떠한가?

2. 연구모형

위의 연구문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그

림 1>과 같다. 앞서 살펴본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인과 소비가치 특성 요인으로 분류하여 구성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월평균 소득, 거주평형, 거주행

태를 영향요인으로 포함시켰다. 소비가치 변수로 타인지향가치, 자기표현

지향가치, 쾌락지향가치, 심미지향가치, 효용지향가치와 저가자향가치 총

6개 하위차원을 포함시켰다. 소비가치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의 관계

에 SNS 사용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았으며 검증대상으로서 모형

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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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1. 구매의도

Engel과 Blackwell(1995)은 구매의도를 “소비자의 계획된 미래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의 신념과 태도가 실

제 구매행위로 옮겨질 확률이자,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소로서 구매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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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구매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haw와 Shiu(2002)가 개발

한 척도를 오종철(2014)이 번언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표 3-1>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 측정 문항 및 신뢰도 계수

2. 소비가치

구명진 외(2015)는 일반적 가치가 개인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기준

이라고 한다면, 소비가치는 그 개인이 ‘소비생활’이라는 삶의 한 영역에

서 소비자로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한하여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자 신

념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소비가치를 ‘소비생활이라는 삶

의 한 영역에서 다양한 개별 소비상황 및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소비자

의 행동과 태도를 움직이는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신념들’로 통합적으로

재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명진 외(2015)가 개발

한 소비가치 측정 척도 하위차원 중 효용지향가치, 저가지향가치, 쾌락지

향가치, 심미지향가치, 타인지향가치, 자기표현지향가치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원 척도의 요인 구조대로 여섯 가지 요인으로 분류

되었다.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 및 척도의 신뢰도는 아래와 같다.

변수명 문항
신뢰도

계수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

나는 홈퍼니싱 소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885

나는 홈퍼니싱 소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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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소비가치 측정도구 요인분석 결과

문항
소비가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타인지향가치1 .836 .010 .130 .044 .115 .014
타인지향가치2 .813 .054 .036 -.005 .152 .031
타인지향가치3 .782 -.091 .135 .182 .115 .023
타인지향가치4 .731 .127 .189 .184 -.044 .091
타인지향가치5 .653 .377 .214 .202 -.005 -.037
타인지향가치6 .528 -.021 .237 .185 .389 .093
효용지향가치1 .084 .806 .114 .076 .114 .175
효용지향가치2 .061 .780 .113 .045 .089 .207
효용지향가치3 .044 .778 .139 -.023 .026 .027
효용지향가치4 .070 .716 .097 .021 .097 -.057
효용지향가치5 -.009 .650 .068 .083 .274 .126
쾌락지향가치1 .124 .184 .794 .166 .237 -.014
쾌락지향가치2 .092 .162 .782 .189 .262 .038
쾌락지향가치3 .330 .104 .747 .208 .105 .008
쾌락지향가치4 .370 .182 .647 .281 .143 .082
자기표현지향가치1 .183 .005 .185 .857 .048 .081
자기표현지향가치2 .118 -.080 .093 .794 .203 .163
자기표현지향가치3 .100 .154 .236 .787 .172 .080
자기표현지향가치4 .247 .187 .369 .607 .211 .009
심미지향가치1 .119 .227 .170 .173 .768 .036
심미지향가치2 .178 .259 .374 .189 .701 .000
심미지향가치3 .218 .222 .334 .299 .637 .011
저가지향가치1 .021 .232 -.007 .101 .070 .810
저가지향가치2 .142 -.093 .008 .149 -.078 .804
저가지향가치3 -.038 .398 .071 .019 .095 .669
고유값 8.232 3.036 2.001 1.865 1.030 .953

요인 설명력(%) 32.929 12.145 8.003 7.460 4.120 3.813
총 설명력(%) 68.470

주성분 분석법, VARIMAX 회전

KMO 측도=.893, Bartlett x²=5110.778(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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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소비가치 측정문항 및 신뢰도 계수

변수명 문항
신뢰도

계수

타인지향가치

나는 소비할 때, 브랜드가 잘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864

유명한 상표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

비를 나도 같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할 때, 내가 속한 집단과 잘 어울

릴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할 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할 때, 남들이 보기에 버젓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효용지향가치

나는 소비할 때, 성능이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835

나는 소비할 때,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

긴다.

나는 소비할 때,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할 때,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할 때,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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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현

지향가치

나는 소비할 때,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868

나는 소비할 때, 나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

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할 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

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심미지향가치

나는 소비할 때, 보기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831
나는 소비할 때, 세련된 것을 중요하게 여긴

다.
나는 소비할 때, 아름다운 것을 중요하게 여

긴다.

쾌락지향가치

나는 소비할 때, 재미를 중요하게 여긴다.

.855

나는 소비할 때, 오락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

긴다.
나는 소비할 때, 즐거운 것을 중요하게 여긴

다.
나는 소비할 때,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저가지향가치

나는 소비할 때, 싸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708
나는 소비할 때, 가격이 싼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할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

요하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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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 사용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사용의 정도는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의 구매,

저축, 투자 등 소비 관련된 정보의 획득, 유통, 생산 등을 위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얼마나 활발하게 활용하였는지의 수준에 대한 개념이다

(나종연, 2010). 본 연구에서 SNS 사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혜성과 남

궁영(2015)이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번언한 SNS 적극적 참여 정도의 척

도를 사용하였다.

<표 3-4> SNS 사용 측정문항 및 신뢰도 계수

변수명 문항
신뢰도

계수

SNS

사용

나는 SNS에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

진에 댓글을 다는 편이다.

.946

나는 SNS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는 SNS에 주기적으로 글을 올린다.

나는 SNS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나는 SNS의 다른 구성원에게 유용한 정보를

종종 제공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글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다는 편이다.
나는 방문하는 장소를 체크인하며 함께 있는

사람들을 태그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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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S상 자기표현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인상을 꾸미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현실 속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기보

다 종종 과시적인 형태의 이상적인 모습을 업로드함으로써 인상을 관리

하고는 한다(우혜진, 2017). 김유정(2015)은 SNS상 자기표현을 “과장된

자기상을 가지는 것으로 스스로에 몰두되어 자신은 찬미하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SNS상 자기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Dominic(1999),

Hollenbaugh와 Ferris(2014)의 척도 중 김유정(2015)이 SNS 맥락에 맞게

드러내기, 환심사기, 유능함보이기로 재구성한 15문항을 골라 사용한 것

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표 3-5> SNS상 자기표현 측정문항 및 신뢰도 계수

변수명 문항
신뢰도

계수

SNS상

자기표현

나는 SNS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다.

.972

나는 SNS에서, 나에 관한 좋은 내용을 주로

올린다.
나는 SNS에서, 나의 좋은 인상을 보이려고 한

다.
나는 SNS에서, 내 글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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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SNS에서, 내가 성취한 일의 가치를 과장

하여 제시한다.
나는 SNS에서, 내가 잘한 일에 대해 이야기한

다.
나는 SNS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의견을 가

지고 있다고 표현한다.
나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글을 올린다.
나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한 일을

잘 해낸 사실을 알린다.
나는 SNS에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

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설명한다.

나는 SNS에서, 나의 좋은 점을 말한다.

나는 SNS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싶다.
나는 SNS에서, 친구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

다.
나는 SNS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

기 위해 글을 남긴다.
나는 SNS에서,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

을 받기 위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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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조사대상은 20 대에서 40 대까지 온라인 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성

인 남녀 385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 및 성별 분

포에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을 20 대에서 40 대

까지로 선정한 이유는 10대의 경우 주체적인 홈퍼니싱 소비활동을 한다

고 보기 어렵고 50대 이후의 경우 SNS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

이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후 최종 380 명의 유효 자료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SNS는 홈퍼니싱 소품 노출로 콘텐츠 생성과 자

기표현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연구 취지에 적합하도록, “이용자별 프로

필 페이지를 가지면서, 다른 사용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및 소식 공유가 가능한 서비스”로 한정하

였다(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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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홈퍼니싱 소비 특성, 소비가

치 특성과 SNS 사용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 소비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서 SNS 사용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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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정 분석 결과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4-1>과 같다. 응답자는

총 380 명이며 성별 및 연령대는 고루 분포하였다. 월평균 소득에서는

200 만원 이상 400 만원 미만인 사람이 4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고 400 만원 이상인 사람이 22.1%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거주 상태 및 거주 공간과 관련된 특성을 조사한 결과, 거

주행태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각 38.2%와 33.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혼자 거주하는 사람과 기

타 행태 거주하는 사람(동료와 함께 거주, 부부끼리만 함께 거주 등)이

각 14.5%와 13.9%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거주 평형의 경우, 20 평

미만, 20 평에서 30 평, 30 평에서 40 평으로 응답한 사람이 비슷했으나

40 평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10.0%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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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

별

남성 191 50.3

거

주

행

태

나혼자

거주
55 14.5

여성 189 49.7
자녀와

함께
127 33.4

연

령

20대 126 33.2
부모와

함께
145 38.2

30대 131 34.5 기타 53 13.9

40대 123 32.4

거

주

평

형

20평 미만 96 25.3

월

평

균

소

득

200 만원

미만
119 31.3 20평~30평 118 31.0

200~400

만원
177 46.6 30평~40평 129 33.7

400 만원

이상
84 22.1 40평 이상 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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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가치 특성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측정한 소비가치를 조사한 결과 효용지향

가치는 평균 4.05 점, 중위값 4.00 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심미지향가치는 평균 3.66 점, 중위값 3.67 점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타인지향가치는 평균 3.06 점, 중위값 3.00 점으로 ‘보통

이다(3점)’에 가까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2> 조사대상자의 소비가치특성

3. SNS 특성

1) SNS 이용률

전체 응답자 380 명 중 설문지에서 제시한 모든 유형의 SNS를 하루

평균 사용시간에 0으로 답한 응답자는 55명으로 약 14.47%에 해당하였

으며 연령별 고르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이용하는 SNS 서비스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반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

5점 리커트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타인지향가치 3.06 .71 3.00

자기표현지향가치 3.40 .75 3.50
쾌락지향가치 3.37 .71 3.38
심미지향가치 3.66 .73 3.67
효용지향가치 4.05 .61 4.00
저가지향가치 3.56 .68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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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페이스북은 각 연령대에서 모두 반 정도가 사용하는 보편화된

서비스로 나타났고. 인스타그램은 20대 126 명 중 87명, 30대 131 명 중

84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 유형이었다. 그러나 40대에서는 123 명 중 41 명이 사용하는 것으

로 4 가지 SNS 유형 중 가장 낮은 이용도를 보였다. 밴드는 40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로 나타났으나 20대에서 1/4보다 적은 이용도로

나타났다. 카카오스토리도 마찬가지로 40대에서 반에 가까운 높은 이용

도로 나타나지만 20대에서 가장 이용하지 않은 SNS로 나타났다.

<표4-3> 조사대상자 일반특성별 이용하는 SNS (단위: 명)

페이스

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그램
밴드

이용

안함

성별
남성(n=191) 115 52 88 73 37
여성(n=189) 93 62 124 76 18

연령
20대(n=126) 74 14 87 27 18
30대(n=131) 72 41 84 55 19
40대(n=123) 62 59 41 67 18

소득
200 미만(n=119) 63 26 69 34 19
200~400(n=177) 100 53 102 73 25
400 이상(n=84) 45 35 41 42 11

거주

나혼자 거주(n=55) 32 13 34 16 9
자녀와 함께(n=127) 65 62 47 74 19
부모와 함께(n=145) 79 23 93 38 20

기타(n=53) 32 16 38 21 7
합계 208 114 212 14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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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은 약 2 시

간이며 전 연령대에서 중위값은 1 시간으로 나타났다. 여성 평균 이용시

간이 2.23 시간, 중위값은 1.50 시간으로 남성보다 높은 수준이 보였다.

20 대에서 평균 이용시간이 2.22 시간, 중위값이 2.00 시간으로 가장 길

어, 20 대 이용자들이 대체적으로 SNS를 오랜 시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30 대에서 평균 이용시간이 2.08 시간, 중위값이 1.50 시간으로 20

대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득 수준 중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

인 그룹에서 평균 이용시간이 1.42 시간, 중위값이 1.00 시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거주행태 중 자녀와 함께 거주한 그룹에서 평균 이용

시간이 1.61 시간, 중위값이 1.00 시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4-4> SNS 하루 평균 이용시간 (단위: 시간)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전체 1.90 2.11 1.00

성별
남성(n=191) 1.56 1.85 1.00
여성(n=189) 2.23 2.30 1.50

연령
20대(n=126) 2.22 2.36 2.00
30대(n=132) 2.08 2.10 1.50
40대(n=123) 1.37 1.74 1.00

소득
200 미만(n=119) 1.93 2.27 1.00
200~400(n=177) 2.10 2.22 1.20
400 이상(n=84) 1.42 1.50 1.00

거주

나혼자 거주(n=55) 1.93 2.08 2.00
자녀와 함께(n=127) 1.61 1.78 1.00
부모와 함께(n=145) 1.92 2.01 1.10

기타(n=53) 2.50 2.93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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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사용

SNS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의미한 SNS 사용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 평균 2.39 점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낮

은 수준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SNS 사용 수준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의 SNS 사용 수준은 4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

균 소득 수준에 있어서 200만 원 미만 그룹에서 SNS 사용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그룹에서 SNS 사용 수준이 가

장 높았다. 거주행태 유형별 SNS 사용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5> SNS 사용 수준

5점 리커트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전체 2.39 1.02 2.14

성별
남성(n=191) 2.30 1.03 2.00
여성(n=189) 2.49 1.01 2.43

연령
20대(n=126) 2.49 1.07 2.29
30대(n=132) 2.50 1.03 2.43
40대(n=123) 2.18 .95 2.00

소득
200 미만(n=119) 2.26 .94 2.14
200~400(n=177) 2.48 1.06 2.29
400 이상(n=84) 2.40 1.05 2.14

거주

나혼자 거주(n=55) 2.40 1.09 2.14
자녀와 함께(n=127) 2.31 1.01 2.14
부모와 함께(n=145) 2.44 1.05 2.29

기타(n=53) 2.44 .92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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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상 자기표현

SNS상 자기표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 평균 2.66 점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SNS 사용의 평균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SNS상 자기표현 평균 수준은 남성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의 SNS상 자기표현 평균 수준

은 4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수준에 있어서 200만

원 미만 그룹에서 SNS상 자기표현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200만 원 이

상 400만 원 미만 그룹에서 SNS상 자기표현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는

SNS 사용 정도와 비슷한 결과가 보였다. 거주행태 유형별 SNS상 자기

표현은 부부끼리 거주, 친구와 거주 등 기타 거주행태에서 가장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진 거주행태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6> SNS상 자기표현 수준

5점 리커트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전체 2.66 .95 2.80

성별
남성(n=191) 2.59 1.03 2.60
여성(n=189) 2.73 .87 2.80

연령
20대(n=126) 2.74 1.01 2.87
30대(n=132) 2.75 .96 2.87
40대(n=123) 2.48 .86 2.47

소득
200 미만(n=119) 2.55 1.01 2.60
200~400(n=177) 2.72 .90 2.80
400 이상(n=84) 2.68 .98 2.87

거주

나혼자 거주(n=55) 2.66 1.03 2.80
자녀와 함께(n=127) 2.60 .93 2.60
부모와 함께(n=145) 2.62 .99 2.80

기타(n=53) 2.89 .8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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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

1. 홈퍼니싱 소품 소비의 지출현황 및 지출희망

홈퍼니싱 소품 소비에 최근 3개월간 한 달 평균적으로 지풀한 금액

은 평균 약 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

하고 발휘하면서 부수적으로 장식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인 실용적인

홈퍼니싱 소품의 평균 지출금액이 약 8 만 원으로 나타나 일차적으로 장

식적 역할이 우세한 물품인 장식적 홈퍼니싱 소품의 평균 지출금액보다

높았다.

홈퍼니싱 소품 소비에 월 희망 지출금액에서 전체 평균은 약 15만

원, 중위값 10만 원으로 최근 월평균 지출금액보다 높게 나타나 더 높은

금액을 소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장식적 홈퍼니싱 소품

보다 실용적 홈퍼니싱 소품의 평균 희망 지출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희망하는 홈퍼니싱 소품 소비가 전체 소비에 차지는 비율에서 전체

평균은 약 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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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홈퍼니싱 소품 소비의 지출현황 및 지출희망

2.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 수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는 3.38 점으로 ‘보통이다(3점)’보다 높은 것

으로 약간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4-8>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 수준

분류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최근 3개월

월평균 지출금액

(만 원)

전체 13.33 21.01 6

실용적 소품 8.28 13.05 5

19.235.05장식적 소품

1022.5115.42

월평균 희망

지출금액

(만 원)

전체

514.819.32실용적 소품

39.976.10장식적 소품

월평균 희망 지출 비율(%) 11.19 11.99 10

5점 리커트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
3.38 .87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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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홈퍼니싱 소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치를 규명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비가치 요인을 투입한 모형 2의 설명력은

39.1%로서 모형 1에 비해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상

승하였다. 회귀계수를 검증한 결과 여성(β)=.112(p<.05)로 유의하게 나타

나 남성보다 여성의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

다. 40대(β)=-.147(p<.01)로 유의하게 나타나 30대보다 40대의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가 더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서

월평균 소득, 거주평형, 거주행태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치 요인 중에서는 타인지향가치

(β)=.107(p<.05), 자기표현지향가치(β)=.137(p<.05)와 심미지향가치

(β)=.364(p<.001)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미지향가

치, 자기표현지향가치와 타인지향가치 순서대로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쾌락지향가치, 효용지향가

치와 저가지향가치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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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001,  p<.01, p<.05

모형 Ⅰ 모형 Ⅱ
변수 B β B β
상수 3.431   　 3.333   　
성별 여 .315   .181 .194 .112
연령 20대 .041 .022 -.087 -.047
30대=1 40대 -.355  -.191 -.273  -.147
월소득 저 -.098 -.052 .066 .035
중소득=1 고 .108 .051 .052 .025
평형 20평 미만 -.247 -.123 -.098 -.049
30~40평 20~30평 -.182 -.097 -.033 -.018
=1 40평 이상 -.047 -.016 -.133 -.046
동거인 혼자 -.006 -.002 -.065 -.026

부모=1
자녀 .077 .042 .130 .070
기타 -.034 -.014 -.052 -.021

타인지향가치 .132 .107
자기표현지향가치 .158 .137
쾌락지향가치 .110 .090
심미지향가치 .435   .364
효용지향가치 .017 .012
저가지향가치 -.015 -.012
R² (Adj.R²) .073(.046) .391(.362)
ΔR² .073  .317  
F 2.646  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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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별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사, 결혼, 기존 제품이 고장 등 특정 상황을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

2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모형을 비교하였다. 이사, 결혼,

기존 제품이 고장 등 특정 상황을 앞두고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과 소비가치 특성을 투입한 회귀모형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의

43.9%를 설명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모

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치 요인 중에서

는 타인지향가치가 (β)=.207(p<.05)로, 심미지향가치가 (β)=.444(p<.001)

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사, 결혼, 기존 제품이 고장 등 특정 상황 아닌 경우, 홈퍼니

싱 소품 구매의도 모형의 설명력이 35.6%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인구

통계학적 변수는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치 요인 중에서는 자기표현지향가치가

(β)=.196(p<.05)으로, 심미지향가치가 (β)=.281(p<.001)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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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상황별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001,  p<.01, p<.05

특정 상황(n=147) 비 특정 상황(n=233)
변수 B β B β
상수 3.396   　 3.245   　
성별 여 .229 .142 .141 .083
연령 20대 -.259 -.143 .067 .038
30대=1 40대 -.220 -.126 -.239 -.133
월소득 저 .239 .134 -.043 -.024
중소득=1 고 .087 .043 .046 .023
평형 20평 미만 -.155 -.083 -.064 -.033
30~40평 20~30평 -.071 -.041 -.022 -.012
=1 40평 이상 -.337 -.123 -.002 -.001
동거인 혼자 -.038 -.017 -.076 -.031

부모=1
자녀 .100 .061 .110 .059
기타 .300 .130 -.233 -.094

타인지향가치 .222 .207 .088 .068
자기표현지향가치 -.002 -.002 .227 .196
쾌락지향가치 .099 .097 .140 .109
심미지향가치 .508   .444 .335   .281
효용지향가치 .041 .031 -.012 -.008
저가지향가치 -.009 -.008 -.004 -.003
R² (Adj.R²) .439(.366) .356(.305)
ΔR² .360   .260  
F 5.948   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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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가치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서 SNS 사용의 조절효과

1) SNS 사용의 조절효과

소비가치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SNS 사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NS 사용을

조절변수로 투입함에 따라 모형의 설명력이 45.4%로써 SNS 사용 변수

투입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6.3%(p<.001) 증가하였으나 SNS 사용과 소

비가치의 상호작용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사용을

조절변수로 투입하기 전에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소비가치 요인이 타인지향가치, 자기표현지향가치와 심미지향가치

로 나타났으나 SNS 사용을 조절변수로 투입함에 따라 소비가치 요인

중 심미지향가치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SNS

사용은 (β)=.259(p<.001)로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퍼니싱 소품 소비를 통해서 타인에게 과시하고

싶거나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고 싶은 욕구와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

하고 싶은 욕구가 홈퍼니싱 소품과 관련된 콘텐츠를 생성하는 등 SNS

의 적극적 사용을 통해서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가치와 구매의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정 상황 그룹

과 특정 상황 아닌 그룹으로 나누어 조절효과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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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SNS 사용의 조절효과

  p<.001,  p<.01, p<.05

모형 Ⅰ 모형 Ⅱ
변수 B β B β
상수 3.333   　 2.839   　
성별 여 .194 .112 .116 .067
연령 20대 -.087 -.047 -.063 -.034
30대=1 40대 -.273  -.147 -.202 -.108
월소득 저 .066 .035 .095 .050
중소득=1 고 .052 .025 .047 .022
평형 20평 미만 -.098 -.049 -.056 -.028
30~40평 20~30평 -.033 -.018 -.059 -.031
=1 40평 이상 -.133 -.046 -.092 -.032
동거인 혼자 -.065 -.026 -.083 -.034

부모=1
자녀 .130 .070 .126 .068
기타 -.052 -.021 -.018 -.007

타인지향가치 .132 .107 .020 .016
자기표현지향가치 .158 .137 .090 .078
쾌락지향가치 .110 .090 .074 .061
심미지향가치 .435   .364 .457   .382
효용지향가치 .017 .012 .091 .063
저가지향가치 -.015 -.012 -.028 -.022
SNS 사용 .220   .259
타인가치×SNS참여 .019 .022
표현가치×SNS참여 -.064 -.059
쾌락가치×SNS참여 .051 .047
심미가치×SNS참여 .026 .023
효용가치×SNS참여 .049 .036
저가가치×SNS참여 .054 .045
R² (Adj.R²) .391(.362) .454(.417)
ΔR² .317   .063  
F 13.656   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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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별 SNS 사용의 조절효과

이사, 결혼, 기존 제품이 고장 등 특정 상황을 앞두는 그룹을 대상으

로 SNS 사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

도 모형의 설명력이 57.7%로써 SNS 사용 변수 투입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13.8%(p<.001) 증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 그룹이 (β)=.205(p<.01)로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그룹보다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소비가치 요인 중 심미지향가치가 (β)=.522(p<.001)로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사용 변수가 홈

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쾌락지향가치와 상호작용 변수가 (β)=.292(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쾌락지향가치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59 -

<표 4-12> 특정 상황 SNS 사용의 조절효과

  p<.001,  p<.01, p<.05

특정 상황 대상 모형 Ⅰ 모형 Ⅱ
변수 B β B β
상수 3.396   　 2.841   　
성별 여 .229 .142 .142 .088
연령 20대 -.259 -.143 -.130 -.072
30대=1 40대 -.220 -.126 -.068 -.039
월소득 저 .239 .134 .365  .205
중소득=1 고 .087 .043 .039 .019
평형 20평 미만 -.155 -.083 -.135 -.073
30~40평 20~30평 -.071 -.041 -.043 -.025
=1 40평 이상 -.337 -.123 -.241 -.088
동거인 혼자 -.038 -.017 .032 .014

부모=1
자녀 .100 .061 .227 .138
기타 .300 .130 .348 .151

타인지향가치 .222 .207 -.045 -.042
자기표현지향가치 -.002 -.002 -.036 -.034
쾌락지향가치 .099 .097 .034 .034
심미지향가치 .508   .444 .596   .522
효용지향가치 .041 .031 .040 .030
저가지향가치 -.009 -.008 .021 .018
SNS 사용 .170 .215
타인가치×SNS사용 .135 .210
표현가치×SNS사용 -.087 -.092
쾌락가치×SNS사용 .279  .292
심미가치×SNS사용 -.149 -.147
효용가치×SNS사용 .170 .127
저가가치×SNS사용 -.163 -.156
R² (Adj.R²) .439(.366) .577(.494)
ΔR² .360   .138  
F 5.948   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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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결혼, 기존 제품이 고장 등 특정 상황 아닌 그룹을 대상으로

SNS 사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

모형의 설명력이 40.9%로써 SNS 사용 변수 투입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5.3%(p<.05) 증가하였다. 소비가치 요인 중 심미지향가치가

(β)=.322(p<.001)로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SNS 사용이 (β)=.217(p<.001)로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지향가치와 SNS 사용의 상호

작용 변수가 (β)=.154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저가지향가치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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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비 특정 상황 SNS 사용의 조절효과

  p<.001,  p<.01, p<.05

비 특정 상황 대상 모형 Ⅰ 모형 Ⅱ
변수 B β B β
상수 3.245   　 2.864   　
성별 남 .141 .083 .074 .044
연령 20대 .067 .038 .124 .070
30대=1 40대 -.239 -.133 -.214 -.119
월소득 저 -.043 -.024 -.094 -.052
중소득=1 고 .046 .023 .064 .032
평형 20평 미만 -.064 -.033 -.031 -.016
30~40퍙 20~30평 -.022 -.012 -.031 -.017
=1 40평 이상 -.002 -.001 .019 .007
동거인 혼자 -.076 -.031 -.062 -.026

부모=1
자녀 .110 .059 .120 .065
기타 -.233 -.094 -.165 -.067

타인지향가치 .088 .068 .023 .018
자기표현지향가치 .227 .196 .141 .122
쾌락지향가치 .140 .109 .087 .067
심미지향가치 .335   .281 .383   .322
효용지향가치 -.012 -.008 .047 .033
저가지향가치 -.004 -.003 .026 .020
SNS 사용 .189  .217
타인가치×SNS사용 .019 .017
표현가치×SNS사용 -.095 -.086
쾌락가치×SNS사용 -.050 -.045
심미가치×SNS사용 .054 .049
효용가치×SNS사용 .013 .010
저가가치×SNS사용 .190 .154
R² (Adj.R²) .356(.305) .409(.341)
ΔR² .260   .053
F 6.995   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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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가치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서 SNS상 자기표현의 조절

효과

1) SNS상 자기표현의 조절효과

소비가치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SNS상 자기

표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NS

상 자기표현을 조절변수로 투입함에 따라 모형의 설명력이 45.6%로써

SNS상 자기표현 변수 투입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6.5%(p<.001) 증가하

였으나 SNS상 자기표현과 소비가치의 상호작용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상 자기표현을 조절변수로 투입하기 전에 홈퍼니

싱 소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치 요인이 타인지향가

치, 자기표현지향가치와 심미지향가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SNS상 자기

표현을 조절변수로 투입함에 따라 소비가치 요인 중 심미지향가치만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SNS상 자기표현은

(β)=.248(p<.001)로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홈퍼니싱 소품 소비를 통해서 타인에게 과시하고 싶거나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고 싶은 욕구와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 싶

은 욕구가 홈퍼니싱 소품을 활용한 SNS상 자기표현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비가치와 구매의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

정 상황 그룹과 특정 상황 아닌 그룹으로 나누어 조절효과 모형을 검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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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SNS상 자기표현의 조절효과

  p<.001,  p<.01, p<.05

모형 Ⅰ 모형 Ⅱ
변수 B β B β
상수 3.333   　 2.745   　
성별 여 .194 .112 .160 .092
연령 20대 -.087 -.047 -.059 -.032
30대=1 40대 -.273  -.147 -.193 -.104
월소득 저 .066 .035 .089 .047
중소득=1 고 .052 .025 .044 .021
평형 20평 미만 -.098 -.049 -.068 -.034
30~40평 20~30평 -.033 -.018 -.035 -.019
=1 40평 이상 -.133 -.046 -.127 -.044
동거인 혼자 -.065 -.026 -.111 -.045

부모=1
자녀 .130 .070 .087 .047
기타 -.052 -.021 -.130 -.052

타인지향가치 .132 .107 .025 .020
자기표현지향가치 .158 .137 .106 .091
쾌락지향가치 .110 .090 .090 .074
심미지향가치 .435   .364 .390   .327
효용지향가치 .017 .012 .095 .066
저가지향가치 -.015 -.012 -.043 -.033
SNS상 자기표현 .226   .248
타인가치×SNS표현 .054 .058
표현가치×SNS표현 .021 .019
쾌락가치×SNS표현 .045 .040
심미가치×SNS표현 -.060 -.055
효용가치×SNS표현 .028 .019
저가가치×SNS표현 .016 .013
R² (Adj.R²) .391(.362) .456(.419)
ΔR² .317   .065  
F 13.656   1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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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별 SNS상 자기표현의 조절효과

이사, 결혼, 기존 제품이 고장 등 특정 상황을 앞두는 그룹을 대상으

로 SNS상 자기표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 모형의 설명력이 55.4%로써 SNS상 자기표현 변수 투입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11.4%(p<.001) 증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

수 중 여성이 (β)=.154(p<.05)로 남성보다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치 요인 중 심미지향가치가

(β)=.467(p<.001)로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SNS상 자기표현 변수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타인지향가치와 SNS상 자기표

현의 상호작용 변수가 (β)=.351(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타인지향가치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강하였다. 또한, 쾌락지향가치와 SNS상 자기표현의 상호작용 변수가

(β)=.290(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쾌락지향가치가 홈

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심미지향가치와

SNS상 자기표현의 상호작용 변수가 (β)=-.276(p<.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심미지향가치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수준을 낮추었다. 또한, 저가지향가치와 SNS상 자기표현

의 상호작용 변수가 (β)=-.212(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 저가지향가치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SNS상 자기표현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홈퍼니싱 소품 소비에서 사회적,

쾌락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한편, 심미적 경제적 가치를 덜 추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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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특정 상황 SNS상 자기표현의 조절효과

  p<.001,  p<.01, p<.05

특정 상황 대상 모형 Ⅰ 모형 Ⅱ
변수 B β B β
상수 3.396   　 2.934   　
성별 여 .229 .142 .250 .154
연령 20대 -.259 -.143 -.106 -.059
30대=1 40대 -.220 -.126 -.029 -.017
월소득 저 .239 .134 .220 .124
중소득=1 고 .087 .043 .057 .028
평형 20평 미만 -.155 -.083 -.133 -.071
30~40평 20~30평 -.071 -.041 -.025 -.014
=1 40평 이상 -.337 -.123 -.267 -.097
동거인 혼자 -.038 -.017 -.079 -.034

부모=1
자녀 .100 .061 .127 .077
기타 .300 .130 .225 .098

타인지향가치 .222 .207 -.002 -.001
자기표현지향가치 -.002 -.002 -.033 -.031
쾌락지향가치 .099 .097 .053 .051
심미지향가치 .508   .444 .534   .467
효용지향가치 .041 .031 -.008 -.006
저가지향가치 -.009 -.008 .090 .079
SNS상 자기표현 .133 .154
타인가치×SNS표현 .246 .351
표현가치×SNS표현 -.128 -.136
쾌락가치×SNS표현 .259  .290
심미가치×SNS표현 -.267  -.276
효용가치×SNS표현 .213 .156
저가가치×SNS표현 -.236 -.224
R² (Adj.R²) .439(.366) .554(.466)
ΔR² .360   .114  
F 5.948   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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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결혼, 기존 제품이 고장 등 특정 상황 아닌 그룹을 투입한 홈퍼

니싱 소품 구매의도 모형의 설명력이 40.9%로써 SNS상 자기표현 변수

투입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5.3%(p<.05) 증가하였다. 소비가치

요인 중 심미지향가치가 (β)=.286(p<.01)로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상 자기표현이

(β)=.201(p<.01)로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가치 요인과 SNS상 자기표현의 상호작용 변수

가 모두 통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가치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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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비 특정 상황 SNS상 자기표현의 조절효과

  p<.001,  p<.01, p<.05

비 특정 상황 대상 모형 Ⅰ 모형 Ⅱ
변수 B β B β
상수 3.245   　 2.788   　
성별 여 .141 .083 .111 .065
연령 20대 .067 .038 .101 .057
30대=1 40대 -.239 -.133 -.231 -.128
월소득 저 -.043 -.024 -.052 -.029
중소득=1 고 .046 .023 .045 .022
평형 20평 미만 -.064 -.033 -.040 -.020
30~40평 20~30평 -.022 -.012 -.032 -.017
=1 40평 이상 -.002 -.001 -.033 -.012
동거인 혼자 -.076 -.031 -.090 -.037

부모=1
자녀 .110 .059 .120 .065
기타 -.233 -.094 -.221 -.090

타인지향가치 .088 .068 .030 .024
자기표현지향가치 .227 .196 .185 .160
쾌락지향가치 .140 .109 .083 .064
심미지향가치 .335   .281 .341  .286
효용지향가치 -.012 -.008 .054 .037
저가지향가치 -.004 -.003 .007 .006
SNS상 자기표현 .189  .201
타인가치×SNS표현 .096 .082
표현가치×SNS표현 .011 .010
쾌락가치×SNS표현 -.100 -.081
심미가치×SNS표현 .020 .018
효용가치×SNS표현 .012 .008
저가가치×SNS표현 .159 .121
R² (Adj.R²) .356(.305) .409(.341)
ΔR² .260   .053
F 6.995   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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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홈퍼니싱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한국 사회에서 소품을 구

매하여 스스로 집 꾸미기 원하는 소비자가 어떠한 특성이 지니는지 살펴

보고자 하였다. SNS에 모든 일상을 공유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러

한 특성으로 이루어지는 홈퍼니싱 소품 구매 또한 SNS 사용의 영향을

받는지, 홈퍼니싱과 관련된 특정 상황을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

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홈퍼니싱 소품 소비의 특성을 개괄하였다. 홈퍼니싱 소품 구매

의도 수준의 전체 평균은 3.38 점으로 약간 긍정적인 편이었다. 월 회망

지출금액에서 전체 평균은 약 15 만 원으로 최근 3 개월 월평균 지출금

액보다 약간 높았다. 일차적으로 장식적 역할이 우세한 폼목인 장식적

홈퍼니싱 소품보다 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발휘하면서

부수적으로 장식효과를 가지고 있는 품목인 실용적인 홈퍼니싱 소품에

더 많은 지출과 지출의향을 보였다. 전체 소비지출에 10% 정도를 홈퍼

니싱 소품 소비에 사용 하고 싶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의 평균 수준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큰 비용 지출보다

는 적은 금액의 소품을 선호하는 상황이었다.

둘째, 홈퍼니싱 소품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실증

적으로 밝혔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구매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요리를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인기 및 남성이 등장하는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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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디자인 방송의 증가로 인하여 홈퍼니싱 영역에서 남성의 영향력

이 증가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는

여전히 성별의 영향을 받아 여성이 더 높은 구매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30대에 비해 40대의 구매의도 더 낮은 것으로 검증되

었다. 예쁘고 재미있는 홈퍼니싱 소품에 있어 연령대가 높은 층의 반응

이 더 느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홈퍼니싱 소비에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한 거주행태와 거주평형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퍼니싱 소품은 작은 공간을 차

지하며 적은 금액으로 분위기와 기분 전환할 수 있는 특성으로 주거공간

과 거주행태를 막론하고 자신의 공간을 꾸미는 활동에 활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소비가치 요인 중 심미지향가치, 자기표현가치와 타인지향가치

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그 중 심미지향

가치가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홈퍼니

싱 소품에는 상품의 가격, 기능 등 특성보다 모양이 예쁘고 귀엽고 오감

을 자극하는 심미성을 일차적으로 추구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홈

퍼니싱 소비를 통하여 자신의 미적 감각과 취향을 표현하고 타인의 인정

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소비가치 요인이 상황에 따

라 차이가 있는 것을 검증했다. 한편으로, 상황과 관계없이 심미지향가치

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황 변화와 상관없이

홈퍼니싱에 있어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뻐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심미지향가치 외에 홈퍼니싱 소품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사·결혼·기존 제품 고장이나 변형 등 대체품을 필요로 하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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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경우 타인지향가치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그러한 특정 상황이 아닌 경우 자기표현지향가치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특정 상황 집단이 사

회적으로 인정받는 등의 타인에 의한 영향을 받아 과시하고 싶은 성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반면, 홈퍼니싱 소품 소비에서 비 특정 상황 집단은

자기의 이미지와 개성을 표현하는 등 자기지향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성격

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상황에 따른 소비가치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SNS 사용이 가지는 조절효과에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상황의 경우, SNS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쾌락지향가치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와 콘텐츠 생성하기 위해 시선을 끌 수 있는 쾌락적이고 유희성이

강한 홈퍼니싱 소품에 대해 구매의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특정 상황 아닌 경우, SNS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저가지향가치가 홈퍼

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상황 아닌 소비자가 SNS에 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할수록 홈퍼니싱 소품의 경제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비 특정 상황에서 홈퍼니싱 소품 소비가 자기지향적인 성격을 띄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여섯째, 상황에 따른 소비가치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SNS상 자기표현이 가지는 조절효과에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

었다. 특정 상황의 경우, 타인지향가치는 SNS상 자기표현이 강하면 강

할수록,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를 더욱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미지향가치의 긍정적인 영향은 약화되었다. 또한, SNS상 자기표현이

강할수록, 홈퍼니싱 소품의 구매의도에 쾌락지향가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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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게 되었으며 저가지향가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SNS상 자기표현을 통하여 ‘집’이라는 공간이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이 더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SNS를 통하여 잘 꾸며

진 집으로 다른 사람을 뒤쳐지지 않거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러움을

일으키고 싶은 것은 그들이 홈퍼니싱 소품을 구매하고 싶은 이유가 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제품의 가시성이 높을수록 기능적·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상징적 가치를 더 추구한다는 주장과 일치하였다. 심미지향가치

의 긍정적인 영향이 약화된 것은 SNS에서 단순히 보기 좋거나 아름답

다는 요소만으로는 자기표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심미자향가치와 자기표현요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깊은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 상황 아닌 경우, 소비가치와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 관계에서 SNS상 자기표현의 유의한 조절효과

가 발견되지 않았다.



- 72 -

제 2 절 함의 및 제언

위의 결론을 통해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

다.

첫째, 홈퍼니싱 소비에서 얻고자 하는 소비가치에 대한 소비자 스스

로의 이해를 높여 제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는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원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며 소비를 통하여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한다. 열풍이 되는 홈퍼니싱 소품 소

비를 통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감으로써 삶 속에

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원적인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 또

한, 홈퍼니싱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함으로써 자신의 공간을

꾸미는 소비자의 양상을 그리고자 시도하였으며 학문적으로 홈퍼니싱 소

비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이사, 결혼, 기존 제품 변형 및 고장으로 교체 필요 등 특정 상

황에 따라 홈퍼니싱 소품이 가지는 가치가 다르게 인식되는지 검증함으

로써 복합적인 시각과 차원에서 홈퍼니싱 소비에 대해 접근하였다.

셋째, SNS 사용과 SNS상 자기표현 행위가 소비가치와 홈퍼니싱 소

품 구매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검증함으로써 SNS 관련 논

의와 집안형 제품 가시성 관련 논의를 확장하였다. 눈에 잘 띄지 않은

장소로 판단되기 때문에 비가시적 제품으로 정의되어온 집안형 제품은

SNS에 일상을 공유하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배경에서 노출됨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을 제시하였다.

이상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홈퍼니싱 소품은 선행연구에서 측정된 바 많지 않은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측정하였다. 홈퍼니싱 소품 종류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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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지정하여 세분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들이 SNS에서 홈퍼니싱 소품 정보를 직접적으로나 배경

에 담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등 간접적으로 공유 및 과시 상황을 조

작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내용을 지정하지 않는 SNS 사용 변수로

측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SNS에서 홈퍼니싱 소품을 노출시키는 영

향력은 간접적으로만 이해하여야 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측정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사·결혼·기존 제품 고장 및 변형 등 특정 상황을 구분하여 연

구한 결과 상황에 따라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

치 요인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특정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세분

하거나 추가하여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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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지

Part 0.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 ②여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1. 만19세 미만[OUT]

2. 만19세 이상 ~ 만29세 미만

3. 만29세 이상 ~ 만39세 미만

4. 만39세 이상 ~ 만49세 미만

5. 만49세 이상 ~ 만59세 미만[OUT]

6. 만59세 이상[OUT]

Part 1. 홈퍼니싱 소품 소비 특성

아래는 홈퍼니싱 소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찬찬히 읽어보신 후 질문

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퍼니싱 소품이란?

홈퍼니싱(Home Furnishing)은 집을 뜻하는 Home과 ‘꾸민다, 단장

한다’의 뜻을 가진 furnishing이 합쳐진 것으로 ‘집 꾸미기’에 관한 모

든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홈퍼니싱 소품은 실용적 또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실내에 배치하는 이동 가능한 소품을 의미합니다.

홈퍼니싱 소품은 실용적인 홈퍼니싱 소품과 장식적인 홈퍼니싱 소

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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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다음은 귀하의 실용적인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와 관련된 질문

입니다. 응답 시 이사, 결혼 등 상황과 기존 제품이 고장, 변형 등으로

인해 대체품이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여 생각하시고 응답해주세요.

● 실용적인 홈퍼니싱 소품 예시

실용적인 홈퍼니싱 소품은 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

고 발휘하면서 부수적으로 장식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실용적인 홈퍼니싱 소품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식사용 기구 유리그릇, 식탁보 등의 린넨류
침실/욕실 소품 시트/침대 덮개 등 린넨, 바닥용 매트, 샤워 커튼

조명 기기
각종 이동이 용이한 스탠드, 움직일 수 있는 천장

조명
그 외 스크린, 병풍, 거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나는 실용적 홈퍼니싱 소품에 관심

이 있다.

1 2 3 4 5

나는 실용적 홈퍼니싱 소품에 호감

이 간다.
1 2 3 4 5

나는 실용적 홈퍼니싱 소품이 좋다. 1 2 3 4 5
나는 실용적 홈퍼니싱 소품을 구매

할 의향이 있다.
1 2 3 4 5

나는 실용적 홈퍼니싱 소품을 구매

할 계획이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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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다음은 귀하의 장식적인 홈퍼니싱 소품 구매의도와 관련된 질문

입니다. 응답 시 이사, 결혼 등 상황과 기존 제품이 고장, 변형 등으로

인해 대체품이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여 생각하시고 응답해주세요.

● 장식적인 홈퍼니싱 소품 예시

장식적인 홈퍼니싱 소품은 일차적으로 장식적 역할이 우세한

물품들을 말하며, 이러한 물품들은 장식적인 역할 이 외에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장식적인 홈퍼니싱 소품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술품 회화, 조각품, 예술적 직물
식물료 식물, 생화, 전화/조화
그 외 모형(인형, 동물, 비형기, 자동차 등 각종 모형)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나는 장식적 홈퍼니싱 소품에 관심

이 있다.

1 2 3 4 5

나는 장식적 홈퍼니싱 소품에 호감

이 간다.
1 2 3 4 5

나는 장식적 홈퍼니싱 소품이 좋다. 1 2 3 4 5
나는 장식적 홈퍼니싱 소품을 구매

할 의향이 있다.
1 2 3 4 5

나는 장식적 홈퍼니싱 소품을 구매

할 계획이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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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귀하는 평균 한 달에 전체적인 홈퍼니싱 소품 소비에 총 소비

지출의 ( )% 정도 지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Q3-2. 귀하는 평균 한 달에 실용적 홈퍼니싱 소품과 장식적 홈퍼니싱

소품 소비에 각 ( )만 원 정도 지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Q3-3. 귀하는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한 달에 실용적 홈퍼니싱 소품과

장식적 홈퍼니싱 소품 소비에 지출한 금액은 ( )만 원 정도 되십니까?

Part 2. 소비가치 특성

Q6-1. 다음의 문항부터는 일상적인 소비생활에 있어서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 행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소비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중요

하게 여긴다.
1 2 3 4 5

가격이 싼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성능이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싸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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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2. 다음의 문항부터는 일상적인 소비생활에 있어서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 행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소비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보기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적용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새롭고 색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긴

다.
1 2 3 4 5

세련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아름다운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오락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재미를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즐거운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최신 제품이나 최신 모델인 것을 중

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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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3. 다음의 문항부터는 일상적인 소비생활에 있어서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 행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소비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나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

게 여긴다.
1 2 3 4 5

남들이 보기에 버젓한 것을 중요하

게 여긴다.
1 2 3 4 5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비를 나도

같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내가 속한 집단과 잘 어울릴 수 있

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중요하

게 여긴다.
1 2 3 4 5

브랜드가 잘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

게 여긴다.
1 2 3 4 5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유명한 상표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

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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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SNS 이용 특성

Q7. 귀하께서 최근 SNS를 이용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

십시오.

나는 SNS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

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항상 궁금해한

다.

1 2 3 4 5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연인, 가족

등)의 처지를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종종 비교한다.

1 2 3 4 5

나의 인생에서 이루어 놓은 것에 대

해서 자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1 2 3 4 5

내가 어떤 것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는지를 알고자 한다.

1 2 3 4 5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알

고 싶을 때, 내가 해놓은 일과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일을 비교한다.

1 2 3 4 5

내가 얼마나 사회성(예: 사교성, 인기

등)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종종 비

교한다.

1 2 3 4 5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견주어 나의

능력은 어떤지 항상 많은 주의를 기

울인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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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귀하는 다음 SNS를 하루 평균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예: 0 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0.5 시간, 1 시간, 1.5 시간 등

Q9. 다음은 귀하의 SNS에서의 참여 정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종 내가 처한 문제와 비슷한 문제

에 직면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고자 한다.

1 2 3 4 5

종종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의견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

다.

1 2 3 4 5

종류 시간
페이스북 ( <=24 )시간/하루

카카오스토리 ( <=24 )시간/하루

인스타그램 ( <=24 )시간/하루

밴드 ( <=24 )시간/하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나는 SNS에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

람들의 사진에 댓글을 다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SNS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나는 SNS에 주기적으로 글을 올린

다.
1 2 3 4 5

나는 SNS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SNS의 다른 구성원에게 유용한

정보를 종종 제공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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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다음은 귀하의 SNS에서의 자기표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글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다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방문하는 장소를 체크인하며 함

께 있는 사람들을 태그하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SNS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다. 1 2 3 4 5
나에 관한 좋은 내용을 주로 올린다. 1 2 3 4 5
나의 좋은 인상을 보이려고 한다. 1 2 3 4 5
내 글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 바란다.
1 2 3 4 5

내가 성취한 일의 가치를 과장하여

제시한다.
1 2 3 4 5

내가 잘한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1 2 3 4 5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다.
1 2 3 4 5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글을 올린다.
1 2 3 4 5

다른 사람들이 어려한 일을 잘 해낸

사실을 알린다.
1 2 3 4 5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설명

한다.

1 2 3 4 5

나의 좋은 점을 말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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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인구통계학적 특성

DQ1.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미혼 ②기혼 ③기타(사별, 이혼 등)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일제 고용직 ② 파트타임 고용직 ③ 자영업 ④ 전업 주부

⑤ 학생 ⑥ 무직 ⑦ 기타

DQ3.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① 100 만원 미만

② 100 만원 이상~200 만원 미만

③ 200 만원 이상~300 만원 미만

④ 300 만원 이상~400 만원 미만

⑤ 400 만원 이상~500 만원 미만

⑥ 500 만원 이상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싶다. 1 2 3 4 5
친구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다. 1 2 3 4 5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

해 글을 남긴다.
1 2 3 4 5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

기 위해 글을 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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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4. 귀하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대략 얼마입니까?

① 100 만원 미만

② 100 만원 이상~200 만원 미만

③ 200 만원 이상~300 만원 미만

④ 300 만원 이상~400 만원 미만

⑤ 400 만원 이상~500 만원 미만

⑥ 500 만원 이상

DQ5. 귀하의 주택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일반주택 ② 아파트 ③ 빌라 ④ 오피스텔 ⑤ 가숙사/공동주택

DQ6. 귀하의 거주 평형은 얼마입니까?

① 20 평 미만 ② 20 평 이상~30 평 미만 ③ 30 평 이상~40 평 미만

④ 40 평 이상

DQ7.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나혼자 ② 친구, 동료와 함께 거주 ③ 자녀와 함께 거주

④ 부모와 함께 거주 ⑤ 부부끼리만 함께 거주

DQ8. 귀하의 하루 평균 집에서 머문 시간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DQ9. 귀하는 이사, 결혼 등 특별한 상황이나 기존 제품이 고장이나

변형 등으로 인해 대체품이 필요한 상황이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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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furnishing is one of the markets that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consumers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home furnishing

accessories that provide everyday enjoyment but do not represent a

significant economical burden get a good response among consumers.

As the leisure culture is spreading along with the economic growth,

the relaxing and resting functionality and the personalization of the

home space are becoming more important. Contemporary consumers

who dream of a life differentiated from others have begun to pursue

aesthetic value in the residential space. The demand for such added

value has caused fashion in the residential space, and designing the

home space to one’s own style have become a trend.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 services (SNS) has changed

consumers' consumption values and patterns. As consumers show

their homes to the outside world through SNS, houses become a

social space that must be decorate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studie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home furnishing and to shed

additional light on the social aspect of the once private backdrop of

our daily life and the information related to consumption that is

shared on SNS.

Considering these problems mentioned above, this study aims at

three main contributions. First, to summarize the current status of

purchases of home furnishing accessories by domestic consumers and

find out the different factors affecting the purchase intention. Second,

to find out how the effect of consumption values change with respect

to the intention of purchasing home furnishings according to th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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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NS. Third, to find whether different consumption values influence

the purchase intention and wether the moderation effect of S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values and the purchase

intention of home furnishing accessories varies in different

consumption situations. A study conducted on 380 male and female

adults on their 20s to 40s was used for the final analysis on this

thesis.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average purchase intention of home furnishing

accessories was 3.38 points, showing a slight positive effect. In

addition, consumers are only willing to spend a modest amount of

money on home furnishing accessories.

Second, the aesthetic, the self-expression and the other-oriented

values a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home

furnishing accessories. Especially, the aesthetic value emerge as the

strongest influence. Thus, rather than the price and function,

consumers prefer to pursue aesthetics, the expression of their taste

and the recognition of others through the consumption of home

furnishing accessories.

Third, it is proved that the effects of consumption values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home furnishing accessori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nsumption situation. The aesthetic value has the

most influence on the purchase intention across different situations. In

the case of the specific situations such as moving, marriage and the

substitution of existing object due to poor condition, the

other-oriented valu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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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In contrast, the self-expression valu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in non-specific situations. By purchasing

home furnishing accessories, consumers in specific situation are more

other-oriented as they seek to brandish their social condition and

gain recognition from others. In contrast, consumers in non-specific

situations are more self–oriented, focusing on achieving one's own

images and characteristics.

Fourth, the variation of the moderation effect of SN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umption values and the purchase intention of

home furnishing accessories according to the situation is proved. In

the case of specific situations, the higher the degree of SNS usage,

the bigger the positive effect of the hedonic value on the purchase

intention. This suggests that people who make and share contents

positively on SNS have an intention to purchase home furnishing

accessories with strong hedonic and amusing nature that can be

shared on SN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non-specific

situations, with a high degree of SNS usage, the price-oriented valu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This means that

because consumers in non-specific situations intent is driven by the

self-oriented value, as opposed to the other-oriented value, the more

positive usage of SNS in searching consumption related information

results in a more likely pursue of economic value in the purchase of

home furnishing accessories.

Fifth, the variation of the moderation effect of self-expression on

SN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umption values and the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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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of home furnishing accessories according to the situation is

proved. In the case of specific situations, the higher the degree of

self-expression on SNS, the bigger the positive effect of the

other-oriented value and the smaller the positive effect of aesthetic

value on the purchase intention. In additional, with a high degree of

self-expression on SNS, the hedonic value has a positive effect and

the price-oriented valu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Through self-expression on SNS, the living space has a

social function as a display to others. As the study has suggested,

with a higher visibility of the product, consumers put more emphasis

on the social and symbolic value rather than the functional and

economic value.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self-expression on S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value and the purchase intention of home furnishing

accessories in non-specific situations.

keywords : Home Furnishing Accessories, Purchase Intention,

Consumption Value, SNS usage, Self-expression on

SNS, Moderation Effect

Student Number : 2016-2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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