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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소비자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 혹은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를 자아 일치성 이론(Self-congruity)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불확실성의 증가와 기업 간 제품의 품질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오늘날의 

경쟁시장에서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behavioral intention)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개념인 자아 일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존감은 개인의 내적 속성으로,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전반적인 

평가로서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심리적 욕구 중 하나인 자존감을 소비자—브랜드 관계에 적용시킨다면 

자아일치성 이론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 간의 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 대한 자존감의 조절적 영향, 및 그 배후의 매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총 두 차례 실험을 진행한 결과, 브랜드에 대한 자아이미지 일치성은 

소비자의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존감은 이러한 

관계에 조절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자아일치성이 놀을수록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는 자존감이 낮은 소비자에 비해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자는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대한 자아일치성의 영향을 자존감이 높은 

소비자보다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실험 1). 또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자아일치성의 영향은 긍정적인 소비감정의 매개하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 2). 소비자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브랜드의 이미지와 

연관지어 판단할 때 제품 카테고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실험 

제품을 력셔리 제품과 가전제품으로 나뉘어 실험을 진행한 결과,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대한 자아일치성의 영향은 제품 카테고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에서 제품의 기능적인 속성만 강조하는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의 감성적인 측면을 자극하고 자존감이라는 

심리적 요소와 결합하여 정확한 경영 전력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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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 

 

주요어: 자아일치성 이론,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자존감, 긍정적인 소비감정 

학번: 2017-2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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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소비자 행동 문헌에 의하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혹은 평가는 제품의 

성능 뿐만 아니라 제품이 주는 상징적 의미에 의해 결정되기고 한다(Park et al., 

1986; Sirgy, 1982). 그 이유는 소비자들은 흔히 구매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 하고 그와 동시에 이러한 자기 표현의 동기 역시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즉, 브랜드나 제품이 주는 차별화된 이미지에 대한 열광과 

믿음이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자극하여 구체적인 구매행동, 나아가서 구전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의 개성과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정확하게 자극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와 브랜드 

혹은 제품 간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앞서 언급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도로 경쟁화된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브랜드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로부터 차별화된 제품과 브랜드를 선보이기 위한 수많은 마켓팅 

관행에 노출되어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 기업들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을 경쟁사보다 빨리 파악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소비자들의 자아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동기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 것이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자아표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전략을 내세워 브랜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자판기 판매율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자판기인 “프리스타일(Freestyle)”을 개발하였다. 

해당 자판기로 첨가할 수 있는 맛이 무려 120 여개나 되어 소비자는 취향대로 

자신만의 코카콜라 음료를 만들어 마실 수 있다. “프리스타일”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맛을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기술을 동원하여 이제까지 단 한번도 

맛보지 못한 음료를 소비자가 직접 제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느껴진다. 스타벅스에서도 오만가지 이상의 조합을 응용하여 소비자들이 

자신한테 맞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음료수를 직접 제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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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은 소비자에게 자아를 맘껏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고, 

타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사회적 자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브랜드는 정체성 시그널(Berger and Heath, 2007), 

소비자의 감정적 애착(Thomson et al., 2005)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자아표현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브랜드는 마케팅 도구(tool)로서 자사의 

제품을 타사의 제품으로부터 차별화하고 타겟 소비층에 가치를 창조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Keller, 2007).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을 알리는 것, 두 번째는 

제품 속성을 능가하는 모 종의 가치를 첨부하여 의미있는 연결을 창조하는 

것이다. 단언컨대 오늘날의 시장에서 브랜드는 제품의 물리적인 속성을 떠나서 

브랜드 가치의 중요한 원천인 소비자 자아 정체성의 확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아일치성 이론(Self-Congruity)에 

입각하여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측면에서 소비자 자아이미지와 제품이미지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 

혹은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를 자아일치성 이론이라고 한다. 자아일치성은 

제품이미지와 자아이미지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연구원들이 

자아이미지에 관한 이론과 소비자 행위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소비자 행동 이론가들 역시 “자아이미지”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다양한 소비자 

행동을 해석하고 있다. 최근 제품의 기능보다는 감성적 요인이 소비자 의사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품의 상징성, 이미지, 디자인 등의 제품의 

총체적 느낌이나 서비스 등을 통한 마케팅 자극, 제품 주변의 외적 환경인 

감성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편이다(황민우 & 정헌배, 2007). 또한 

소비자는 브랜드나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아 이미지와 일체감을 느끼고 자신의 

개성과 일치하는 브랜드나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신종국 등, 2006). 

자아 이미지의 이론적 근거는 사회 심리학 문헌에서 파생되었고 이는 소비자 

개성은 그들이 사용하는 제품 브랜드,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브랜드가 

주는 의미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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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격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Sirgy, 

1985). 이러한 성격적 이미지 또는 제품이미지는 “친근한, 현대적인, 젊은, 

전통적인 속성”으로 서술할 수 있다. 자아이미지와 제품이미지에 대한 토론은 

부동한 제품이 투영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온 Landon(1974)으로 

인해 시작되였다. 제품의 성격적 속성은 성능이나 가격과 같은 제품의 기능적 

속성(functional attributes)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이는 제품의 물리적 특징 뿐만 

아니라 광고나 정형화 등 수많은 요소, 기타 마케팅 및 심리적 연관성에 의해 

결정된다(Grubb and Grathwohl, 1967; Sirgy, 1985). 또한 제품 이미지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경험, 구전효과 또는 광고를 포함한 경제적 정보나 기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Eriksen, 1996).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제품이미지는 소비자의 자아이미지와 상호 작용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사 및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일치성을 초래하였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내면에 형성된 자아와 

제품이미지의 일치성를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애착, 브랜드 충성도와 관련된 주제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적지 않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나 구매행위, 구전효과와 같은 결과행동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아일치성 이론에 입각하여 소비자들의 소비감정과 소비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였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한다. 자존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주관적인 느낌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고 자기 주장적인 경향이 있어서 한계와 마주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이를 표현한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이 없으며 자신이 이 상황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선행 연구에 의거하면 높은 자존감은 프라이드(pride)와 환희(joy)의 

결과물이다(Lea and Webley, 1997). 프라이드와 환희는 긍정적인 자기평가(self 

appraisals)와 긍정적인 반사평가(reflected appraisals)에 의해 유발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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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평가들은 흔히 브랜드나 제품의 성격적 이미지와 소비자 자아이미지가 

일치할 때 발생한다. 그 이유는 특정 브랜드 또는 제품의 이미지와 실제적 혹은 

이상적인 자아이미지가 일치할 경우 타인과 상관없이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초래하고 개인의 현재 또는 이상적인 자아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정 

브랜드 또는 제품의 이미지와 사회적 혹은 이상적인 사회적 자아 이미지가 

일치할 경우 타인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만족감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반사평가를 

끌어낼수 있다는 것이다(Johar and Sirgy, 1991). 

불확실성의 증가와 기업 간의 제품의 품질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오늘날의 

경쟁시장에서 제품이 주는 감성적 요인은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자극할 수 밖에 

없다. 브랜드 또는 그 제품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개성을 갖는다고 가정한다면, 

브랜드와 소비자의 개성 혹은 이미지가 유사할수록 해당 브랜드 또는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수많은 외적인 요소들로 인해 갈수록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 오늘날의 시장에서 자아일치성, 소비감정, 소비자의 자존감, 그리고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규명한다면 소비자 심리와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향상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소비자 자존감의 작용하에 자아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상의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두 차례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아 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이러한 효과는 자존감이라는 변수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첫번째 실험을 통하여 자아일치성 이론을 검증하고 자존감이라는 요소가 해당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두번째 실험을 통하여 

자아일치성 이론과 자존감의 조절작용을 재확인하고 소비감정이라는 심리적 

요소가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자아일치성의 영향을 매개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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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2.1 자아일치성  이론  

 

오늘날의 소비자, 특히 낮은 연령대의 소비자들은 예전과 달리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트랜드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개인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다. 더불어 최근의 소비자들은 유행에 

너무 뒤처지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나 제품을 

선호한다. 그렇게 때문에 이들을 상대하는 기업은 기술과 같은 하드한 요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프트한 요소인 감성적인 측면을 자극하여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소비자 구매행동은 더 이상 제품의 물리적 속성으로 부터 출발하여 구매 동기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소비자의 감성적, 상징적 소비행동에 주목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는 자아 이미지와 제품 또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일치할수록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해석하려면 자아—브랜드 연관성(Cooper et al., 2010)에 대해 집고 

넘어가야 한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특정 브랜드가 강력하고 우호적인 브랜드 

연관성을 불러 일으킬 때 비로소 자아-브랜드 연관성이 발생한다(Escalas and 

Bettman, 2003).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 때문이다. 

이러한 특별한 가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아—브랜드 연관성을 발생하게 하고 

반면에 자아—브랜드 연관성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타인과 연결될 수 있도록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Escalas, 

2004). 자아와 브랜드 이미지 간에 형성된 일치성은 구매의도와 제품 또는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하고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Grathwohl(1967)은 개인의 

소비 행위는 “제품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자아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소비행위는 사실상 표현적인 행위 범주에 

속하며 소비자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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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싶은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Kressmann et 

al.(2006)은 자아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따른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자아일치성 이론을 한층 명확히 

하였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자아일치성과 BRQ(brand relationship quality)와 브랜드 

충성도 간의 인과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Sirgy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일치성은 이벤트(NASCAR, Nextel cup series)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자아일치성과 브랜드 충성도의 인과관계에서 

소비자 관여와 브랜드 인지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도 검증하였다. 

소비자는 브랜드가 부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브랜드화 된 제품을 구매할 

때 물리적인, 기능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고려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소비자의 이러한 상징적인 욕구는 자아일치성 

이론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데 그 이유는 상징적 욕구로서 자아표현의 동기는 

소비자들의 매우 강력한 니즈이기 때문이다. 구매행위를 할 때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아이미지와 제품이미지를 비교하고, 두 이미지간에 어느 정도의 

일치성이 보이면 해당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싶은 소비심리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소비되는 제품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 

이유는 이런 경우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평가가 보다 빈번히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평가는 자아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자아이미지와 제품이나 브랜드 이미지 간의 일치성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만족감 및 신뢰, 재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그리고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와 같은 여러 가지 소비자 평가 

변수들에까지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Kressmann et al., 2006). 소비자들은 

브랜드나 제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자아이미지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가진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따라서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되며, 점차 브랜드와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고 궁극적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하게 된다. 그 말인 즉,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각 산업에서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브랜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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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로 되었다는 것이다. 

기술로 인한 차별화는 사실상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충성고객으로 전환시키려면 기업들은 브랜드 로고, 제품 

디자인과 같은 일차적인 요소외에도 기업의 독특한 문화를 내포한 브랜드 및 

제품이미지를 구축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자아 일치성은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그리고 제품의 충성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또는 

제품이미지의 일치성과 관련한 국내연구로는 카페의 물리적인 환경과 

자아일치성의 영향관계(이상미, 2013), 축제 이미지와 자아 이미지 일치성이 

관광객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박양우 & 손원성, 2010), 그리고 관광지 

이미지와 자아이미지의 일치가 관광자의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한금희 

& 선진영, 2009)등이 있다. 그 외에도 최근에 발표된 논문으로 여행 목적이 

항공사의 상징 색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일치성이 지각된 서비스 

품질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다(Jeongmin Lee et al., 2018). 따라서 모 브랜드에 

대한 자아일치성이 높을 수록 해당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2.2 자존감의  조절작용  

 

소비행위는 중요한 사회적 행동으로서 사람들의 의식에 지배되기도 하지만 

많게는 무의식적인 흐름을 따른다. 즉 소비행위는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과 같은 

내적 속성의 영향을 받는 반면, 사회적 지위나 습관과 같은 외적 속성의 영향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자존감은 가장 강력한 심리적 욕구 중 하나로서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내적 속성인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리학 문헌에 의하면 사람들은 흔히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Brown, Collins and Schmidt, 1988).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적 자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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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편이다. 그들은 실제적 자아를 잘 반영하는 브랜드나 제품에 친근감을 

느끼고, 이러한 자기검증 과정을 통해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에 긍정적인 감정, 

나아가서 애착을 느끼게 된다. Chebat et al.(2006)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의식적으로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제품 또는 브랜드를 구매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존감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과연 모 제품이나 브랜드의 이미지가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다고 자신하는지, 

습관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들이 과연 과감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할지 의문이 든다. 

자존감에 관한 선행연구(Campbell J.D., 1990)를 살펴본 결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자아 개념(self-concept)과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행동(situation-specific behavior)간에 일치성이 떨어지고, 내적 일관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여기서 자아 개념은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과 

평가, 역할과 가치 등 세부적인 특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아 개념이 일관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아 소비행위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쉽게 위축되고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며 우유부단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제적 

자아를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에 확신이 부족하다. 

또한 그들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 특정 브랜드 또는 

제품에 감정적인 커넥션을 느끼기 어렵고, 설령 느낀다 할지라도 새로운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에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Higgins, 1987)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자아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자아이미지와 일치성을 보이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과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궁극적으로 구매의도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구전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Nail et al., 2003)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긍정적이고 확실적인 정보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부딛혀도 회복력이 강하다. 따라서 지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 애써 합리화 하려고 하지 않는다(Sherman and Cohen, 2006). 예를 

들어, 그들은 자신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였다고 하여 해당 제품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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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리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제품의 가치를 낮추는 

것과 같이, 자신의 선택행위에 대한 합리화 경향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보다 의사결정에 따른 합리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소비행위라는 맥락에 놓고 보면, 자존감이 낮은 소비자들은 

주변인의 설득과 같은 외부 요소의 자극하에 부정적인 자아이미지와 일치하는 

브랜드를 구매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소비행위에 따른 자기 합리화 과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매행위는 긍정적이고 확신적인 소비심리에서 

출발한 결과물 아니기 때문에 엔젠가는 현실 지각 타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회의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구전효과의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2.3 소비감정의  매개작용  

 

소비감정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소비감정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정서적 반응(emotional responses)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Havlena and 

Holbrook, 1986; Phillips, 1999; Hanzaee et al., 2011; 안세희 & 전병길, 2012). 해당 

정의에서 출발해보면, 소비감정은 주로 구매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소비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감정 상태, 즉 제품 성능과 같은 소비경험의 영향만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렇지마는 않다. Mooradian 과 oliver 가  

1997 년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의 성격적 특성은 그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 특정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비자의 성격 또는 이미지는 그들의 감정적 반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Watson and Clark, 1992). 예를 들어 호텔의 고객 응대 서비스에 불만족을 느낀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장시간 동안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분노를 느끼는 고객이 있는 반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고객이 있을 것이다. 똑같이 불만족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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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경험하였지만 고객들의 정서적 반응의 크기와 지속시간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즉, 사람들이 소비 과정 중 발생한 사건으로 부터 느끼는 감정은 

그들의 성격이나 자아이미지와 매우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Gilboa and Revelle, 

1994). 따라서 특정 브랜드 혹은 제품의 사용자 성격이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이미지 일치성과 같은 성격적 심리학은 특정 소비 행위를 유발하는 소비심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Heesup Han and Ki-Joon Back, 2008).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소비감정은 흔히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뉘는데 두 가지 차원의 감정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소비감정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소비감정은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감정은 소비 행위를 예측하는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2008). 

소비자 연구원들은 설득, 선호도, 평가, 구매의도와 같은 소비 행위의 여러 

측면과 소비감정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입증하였다(Simonson et al., 2001). 

소비감정과 소비자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호텔 

레스토랑 고객의 소비감정 중 긍정적인 소비감정이 소비가치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소비행위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하였고 

(이채은, 2014), 브랜드의 마케팅 수단이 소비감정을 통해 고객의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있다(김태희 등, 2008). 그 외에도 소비감정이 소비자 

만족도와 구전혀과에 미치는 영향(Hanzaee and Khanzadeh, 2011), 헬스 케어 소비스 

이용자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소비감정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재이용 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있다(Biyan Wen, 2007).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을 높게 판단할수록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소비감정을 느끼고, 따라서 구매의도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구전효과로 

이어질 것이라 에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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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가설  및  모형  설계  

 

앞서 설명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일치성과 소비자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재확인하고 이러한 효과가 

소비자들의 자존감에 따라 조절되는지 여부와 그 이면의 매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브랜드 혹은 제품의 이미지와 소비자 자아이미지 일치성은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자존감 변수의 조절효과는 자아일치성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거라 추론한다. 즉, 자존감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자존감이 낮은 소비자에 

비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보다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높은면 높은대로, 낮으면 낮은대로 구매의사 

및 구전효과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작고 자신의 선택행위에 대해 애써 합리화하려는 경향,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자아이미지 등 원인으로 하여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 

정도와 큰 상관없이 자존감이 높은 소비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자아일치성이 높은 소비자는 

소비감정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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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자아일치성이 높을수록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자존감이 클수록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자아일치성의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긍정적인 소비감정은 자아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 

 

 

 [그림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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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설계  및  분석  결과  

 

4.1 실험 1 

 

실험 1 은 소비자가 자아 이미지와 모 브랜드 이미지가 일치하다고 느낄 때 

해당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하고, 

자아일치성과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의 관계가 개인차 변수인 자존감에 따라 과연 

다르게 나타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가설 1 과 가설 2 를 검증하고자 

진행하였다.  

 

4.1.1 실험방법  

 

자아일치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고 있다(Sirgy et al., 1997). 

첫번째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아일치성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인 브랜드 

이미지와 자아 이미지를 각각 측정하여 두 개념에서 일치성을 유추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모 브랜드가 

자신의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가를 묻는 방식이다. 소비자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일치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실험에서는 두번째 측정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이전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5 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와 “매우 그렇다” 

(5)로 평가하였다. 독립변수인 브랜드-자아 이미지 일치성의 측정항목은 Malar et 

al.(2011)의 시용한 측정항목을 활용하였다. 본 실험은 시나리오 조작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브랜드 이미지의 경우 가상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언어로 조작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개별 소비자와 특정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이다. 구매의도는 브랜드 친숙성이나 정서적 

브랜드 애착과 같이 시간에 의존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잘 알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 새롭게 접하는 가상의 브랜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일치성을 평가하기 위해 2 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가상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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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를 제시하고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참가자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생각하게 하였다. 그 후 참가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자아이미지와 A 브랜드의 이미지 간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기타 관련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종속변수는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이미혜, 2017)을 약간의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4.1.2 실험절차  

 

실험 1 은 총 2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설계 시 

실험 목적을 숨기기 위하여 설문조사 과정에서 실제 실험 목적을 감추고 신제품 

개발 시 필요한 이미지 조사로 설명하고 설문 조사를 실행하였다. 실험에서는 

모든 연령층이 자주 사용하고 친숙도가 높은 휴대폰을 실험제품으로 사용하였다. 

시나리오는 “귀하는 지금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매장 직원은 귀하에게 

A 브랜드 휴대폰을 소개하였고 해당 브랜드는 ‘십여년간 한가지 디자인을 

고수하였고 강인하며 클래식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구성되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A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자신의 자아이미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그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 이미지와 A 브랜드의 이미지 간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질문에 5 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해당 시나리오에 접한 뒤 참가자들은 자존감에 관한 설문 문항과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관한 질문에 노출되었다. 자존감에 관한 측정은 로젠버그 자존감 

지수(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활용하여 10 가지 문항에 대해 측정하였고,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관한 측정은 선행연구(이미혜, 2017) 에 사용된 문항을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구매의도 및 구전효에 관한 

측정은 “귀하는 앞으로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귀하는 이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귀하는 이 

브랜드를 주변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귀하는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에 더 높은 친밀감을 느끼십니까?”라는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투입된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편가한 결과 독립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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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일치성(4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는 .919 이였고, 종속변수인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4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는 .913 이였으며, 조절변수인 자존감(10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는 .878 로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표 1] 측정항목  및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자아일치성  

1) 해당 휴대폰 브랜드는 귀하의 이미지에 부합됩니까? 

2) 해당 휴대폰 브랜드는 귀하의 가치관에 부합됩니까? 

3) 해당 휴대폰 브랜드는 귀하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됩니

까? 

4) 귀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해당 휴대폰 브랜드를 

선호할거라 생각하십니까? 

 

   

    .919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1) 앞으로도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 귀하는 이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3) 이 브랜드를 주변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4)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에 더 높은 친밀감을 

느끼십니까? 

 

   

    .913 

자존감  

1)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한다. 

2) 나는 장점이 많다. 

3) 나는 성품이 훌륭하다. 

4)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나도 할 수 있다. 

5) 나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6) 나는 가끔 스스로가 유용하게 느껴진다.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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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8) 나는 스스로가 매우 존경스럽다. 

9) 나는 스스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10) 나는 스스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4.1.3 실험결과  

 

1) 주효과  (Main Effect) 

독립변수인 자아일치성과 종속변수인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의 관계에 대한 

주효과 (가설 1)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아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t=13.67, p< .001) 나타나 가설 1 은 지지되었다.  

 

[표 2] 자아일치성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 = 240)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841 .204  4.115 .000 

자아일치성 .678 .050 .663 13.673 .000 

종속변수: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R2 = .440, F = 186.96 (p < .001) 

 

2) 조절효과  (Moderation Effect) 

자아일치성과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간의 관계가 소비자의 자존감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 를 검증하기 위해 SPSS 의 Process macro 를 

사용하여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Process Model 1: [그림 2]).  

 

[그림 2] 조절효과의  개념적  모형  (Process Model1; Hay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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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일치성과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의 관계에 대해 검정한 결과, 자존감의 

크기에 따라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대한 자아일치성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 가 성립되었다(t=5.907, p< .001). 자아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대한 영향은 자존감이 낮은 소비자보다 자존감이 높은 소비자인 경우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일수록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 

비해,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존감이 높은 소비자가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이 클수록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소비자가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낮을수록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자존감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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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240) 

 베타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1.075 .206 5.209 .000 

자아일치성 .321 .052 6.161 .000 

자존감 －.113 .095 －1.190 .236 

자아일치성＊자존감 .140 .024 5.907 .000 

종속변수: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R2 = .872, F = 533.97 (p< .001) 

 

[그림 3] 자존감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4.1.4 논의  

 

실험 1 의 연구 결과는 자아일치성이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즉, 모 브랜드나 제품의 

이미지가 소비자의 자아이미지와 일치성이 높을수록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가 

높게 나타나며 (가설 1), 또한 자아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대한 영향은 

자존감이 낮은 소비자보다 자존감이 높은 소비자인 경우 더 선명하게 

나타나(가설 2)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자아일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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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입증되었고 자존감이라는 심리적 요소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이론의 

효과를 극적으로 확대하며, 그 수치가 낮을수록 해당 이론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4.2 실험 2 

 

실험 2 에서는 실험 1 에서 확인된 효과를 새로운 표본에서 재확인하여 조사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고, 이러한 효과가 과연 긍정적인 소비감정에 

의해 매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실험 2 에서는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표본, 나아가서 부동한 제품 카테고리에서도 가설 1,2 가 

입증되는지 재확인하고 가설 3 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4.2.1 실험방법  

 

실험 1 과 다른 점은 실험 2 에서는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특정 제품 영역(product domain)을 자신의 정체성을 

암시하는데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Belk, 1981). Berger & 

Heath(2007)는 소비자들이 제품 영역 별로 정체성을 상징하는 정도를 다르게 

인식하며, 제품의 정체성 상징성에 따라 소비자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동일한 경우, 제품 카테고리의 

정체성 상징성이 클수록 해당 제품의 브랜드가 자신의 정체성을 더 크게 

반영한다고 인지함으로써 해당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Chan et al.(2012)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액세서리와 같은 제품은 

보다 정체성과 관련된(identity-relevant) 영역이라고 여기는 반면, 생활필수품, 가사 

용품 등은 상대적으로 정체성과 덜 관련된 영역이라고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실험에서는 제품 카테고리를 럭셔리 제품인 시계와 

가전제품인 청소기로 나누어 두 차례의 설문을 진행하였다. 

 

4.2.2 실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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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는 각 180 명을 상대로 총 두 차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자아일치성은 실험 1 과 동일하게 브랜드—자아일치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질문해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측정하는 2 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시나리오는 “귀하는 지금 력셔리 시계 매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매장 직원은 

귀하에게 B 브랜드 시계를 소개하였고 해당 브랜드는 ‘해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해 유행에 민감하고 영하며 도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구성되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자신의 이미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그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이미지와 B 브랜드의 

이미지 간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질문에 5 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조절변수인 자존감에 관한 측정은 실험 1 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소비 

감정에 관한 측정은 Heesup Han et al.(2010)이 사용한 문항을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감정에 관한 측정은 “귀하는 A 브랜드 시계 

(청소기)에 흥미나 기대감을 느끼십니까?”, “귀하는 A 브랜드 시계 (청소기)를 

구매함으로써 성가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십니까?”, “귀하는 A 브랜드 시계 

(청소기)에 대해 예상된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라는 세 가지 질문을 구성되었고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도 실험 1 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럭셔리 제품 연구에 투입된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독립변수인 

자아일치성(4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는 .919 이였고, 종속변수인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4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는 .939 이였으며, 조절변수인 자존감(10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는 .970, 소비감정의 크론바흐 알파는 .900 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가전제품 연구에 투입된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독립변수인 자아일치성(4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는 .918 이였고, 

종속변수인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4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는 .913 이였으며, 

조절변수인 자존감(10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는 .972, 소비감정의 크론바흐 

알파는 .898 로 역시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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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측정항목  및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소비감정  

1) 귀하는 A 브랜드 시계 (청소기)에 흥미나 기대감을 

느끼십니까? 

2) 귀하는 A 브랜드 시계 (청소기)를 구매함으로써 성가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십니까? 

3) 귀하는 A 브랜드 시계 (청소기)에 대해 예상된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900/ .898 

(럭셔리/가전제품) 

 

4.2.3 실험결과  
 

1) 주효과  (Main Effect) 

실험 1 에서 검증되었던 주효과 (가설 1)를 재확인하기 위해 자아일치성과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설 1 의 자아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효과는 력셔리 제품과 가전제품을 막론하고 모두 유의한 

것으로(t=9.27, p< .001; t=10.43, p< .001) 나타나 자아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효과는 제품 카테고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설 1 을 

다시 한번 입증하었다. 

 

[표 5] 럭셔리  제품  (시계 )의  자아일치성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 = 180) 

 

정체성 

관련성 

높음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930 .260  3.578 .000 

자아일치성 .665 .063 .591 9.268 .000 

종속변수: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R2 = .372, F = 105.42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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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전제품  (청소기 )의  자아일치성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 = 180) 

 

정체성 

관련성 

낮음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986 .249  3.967 .000 

자아일치성 .628 .060 .616 10.426 .000 

종속변수: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R2 = .382, F = 108.706 (p < .001) 

 

2) 조절효과  (Moderation Effect) 

자아일치성과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간의 관계가 소비자의 자존감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 를 재검증하기 위해 실험 1 과 마찬가지로 

SPSS 의 Process macro 를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Process Model 1: [그림 2]: 

자아일치성[X], 자존감[M],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Y]). 분석 결과 자존감의 크기에 

따라 자아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대한 효과가 두 가지 재품 카테고리 

모두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자존감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t=5.59, 

p< .001; t=5.98, p< .001).  

 

[표 7] 자존감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럭셔리  제품 ) 

(N = 180) 

 베타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1.309 .269 4.874 .000 

자아일치성 .252 .068 3.721 .000 

자존감 －.195 .116 －1.690 .093 

자아일치성＊자존감 .162 .029 5.591 .000 

종속변수: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R2 = .845, F = 319.793 (p< .001) 

 

[표 8] 자존감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가전제품 ) 

(N = 180) 

 베타 표준오차 t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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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1.406 .257 5.232 .000 

자아일치성 .226 .065 3.326 .000 

자존감 －.235 .114 －2.060 .041 

자아일치성＊자존감 .172 .026 5.976 .000 

종속변수: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R2 = .835, F = 295.710 (p< .001) 

 

3) 조절된  매개효과  (Moderated Mediation Effect) 

마지막으로 자아 일치성과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에 따른 긍정적인 소비감정의 매개효과 (가설 3)를 분석하였다. 

자아일치성과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의 관계에 대한 자존감의 조절효과가 

긍정적인 소비감정에 의해 매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의 모형 8 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했다(Procedd Model 8; [그림 4]). 

 

[그림 4] 매개효과의  개념적  모형  (Process Model 8; Hay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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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 제품의 분석 결과는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소비감정[Mi]에 대해 자아일치성[X], 자존감[W],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XW]을 

분석한 결과, 해당 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고 (R2=.850, F=332.118, p< .001), 

자아일치성과 자존감의 상호작용 또한 긍정적인 소비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t=5.142, p< .001). 

다음으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Y]에 대해 자아일치성[X], 긍정적인 

소비감정[Mi], 자존감[W], 그리고 자아일치성과 자존감의 상호작용[XW]을 분석한 

결과,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R2 = .949, F = 350.343, p< .001), 매개변수인 

긍정적인 소비감정도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t=18.764, p< .001). 그러나 자아일치성은 직접적으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t=－.953, p＞.05) 긍정적인 소비감정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럭셔리 제품을 상대로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소비감정이 증가함으로써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가 높아진다. 

또한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확인 결과 . 1217 이고, bootstrap 

신뢰구간은 [.0649 ~ .1652]이며 해당 구간 내에 0 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건부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9] 긍정적인  소비감정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럭셔리  제품 ) 

(N = 180) 

 베타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996 .265 3.753 .000 

자아일치성 .353 .067 5.278 .000 

자존감 －.170 .114 －1.490 .138 

자아일치성＊자존감 .147 .029 5.142 .000 

종속변수: 긍정적인 소비감정 (매개변수), R2 = .850, F = 332.118 (p< .001) 

 

 베타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485 .161 3.0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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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일치성 －.040 .042 －.953 .342 

긍정적인 소비감정 .828 .044 18.764 .000 

자존감 －.055 .067 －.812 .418 

자아일치성＊자존감 .040 .018 2.239 .026 

종속변수: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R2 = .949, F = 350.343 (p< .001)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1217 (95% CI: [.0649 ~ .1652]) 

 

가전제품의 분석 결과는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소비감정[Mi]에 대해 자아일치성[X], 자존감[W],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XW]을 

분석한 결과, 해당 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고 (R2=.843, F=315.375, p< .001), 

자아일치성과 자존감의 상호작용 또한 긍정적인 소비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t=5.718, p< .001). 

다음으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Y]에 대해 자아일치성[X], 긍정적인 

소비감정[Mi], 자존감[W], 그리고 자아일치성과 자존감의 상호작용[XW]을 분석한 

결과,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R2 = .950, F = 311.002, p< .001), 매개변수인 

긍정적인 소비감정도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t=17.174, p< .001). 가전제품의 경우, 럭셔리 제품과 마찬가지로 

자아일치성이 직접적으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t=－1.159, p＞.05) 긍정적인 소비감정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전제품을 상대로 진행된 연구는 럭셔리 제품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소비감정이 증가함으로써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확인 결과 . 1368 이고, bootstrap 

신뢰구간은 [.0878 ~ .1779]이며 해당 구간 내에 0 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건부간접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럭셔리 제품이든 

가전제품이든 제품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소비감정의 매개효과와 

자존감의 조절효과는 입증되었다. 다만 긍정적인 소비감정이라는 매개변수가 

작용할 시 자존감은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자아일치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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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긍정적인  소비감정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전제품 ) 

(N = 180) 

 베타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1.149 .260 4.415 .000 

자아일치성 .318 .066 4.830 .000 

자존감 －.226 .111 －2.038 .063 

자아일치성＊자존감 .159 .028 5.718 .000 

종속변수: 긍정적인 소비감정 (매개변수), R2 = .843, F = 315.375 (p< .001) 

 

 베타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419 .157 2.659 .008 

자아일치성 －.047 .041 －1.159 .247 

긍정적인 소비감정 857 .043 17.174 .000 

자존감 －.042 .064 －.648 .517 

자아일치성＊자존감 .035 .018 2.016 .032 

종속변수: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R2 = .950, F = 311.002 (p< .001)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1368 (95% CI: [.0878 ~ .1779]) 

 

4.2.4 논의  
 

실험 2 의 연구 결과는 실험 1 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아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대해 유의한 효과를 가진다는 가설을 다시 한번 지지하였다. 다시 

말하면,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높을수록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가설 1). 

자존감이 자아일치성과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가설 2) 

검증하기 위해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소비자들이 정체성 상징성을 다르게 

느낀다는 기존 이론에 입각하여 럭셔리 제품과 가전제품으로 나뉘어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제품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자존감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자아일치성의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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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존감의 조절효과에 따른 자아일치성의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인 소비감정에 의해 매개되는지(가설 3)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두 가지 제품 카테고리 모두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자아일치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소비감정이 증가하고, 따라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를 강화하며, 또한 

자존감이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소비자는 자존감이 낮은 소비자에 비해 [X]à[Mi]à[Y]의 매개효과를 더 

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는 브랜드 이미지와 자아 이미지 간의 일치성이 해당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자존감의 조절작용 및 그 

배후의 매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가설을 

도출하였고 해당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두 차례의 실험을 통해 실증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SPSS 20.0 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Process macro model 1 과 model 8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차례의 실험을 통해 도출된 가설 검증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11] 가설  검증  결과  요약  

가설 내용 결과 

가설 1 자아일치성이 높을수록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지 

가설 2 자아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자존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지지 

가설 3 긍정적인 소비감정은 자아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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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5.1 연구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자아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를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두 차례의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소비자는 자이이미지와 브랜드의 이미지 간에 일치성이 높을 때 긍정적인 

소비감정을 느끼고 따라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의 자존감 또한 이러한 

관계에 조절작용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그들의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는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의 경쟁시장에서 기술을 어필하고 제품의 품질 차이로만 승부를 보는 

경쟁 방식은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통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이나 

성능과 같은 하드한 요소가 아닌 이미지와 같은 감각적인 요소 역시 소비행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브랜드에서 새로운 테마로 제품을 출시하여 해당 

이미지를 추구하는, 또는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이목을 

끌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루어 낸 사례는 매우 많다. “투명하고 인조적이지 

않으며 자연스러워서 당당한” 이미지의 화장품, “여행은 살아보는 것, 현지인의 집” 

이미지의 에어비앤비 등 사례는 모두 자아이미지와 일치성이 높은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자극하고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 해당 컨셉을 브랜드 이미지, 

나아가서 브랜드 경험에 잘 녹여낸 성공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나 

제품 뿐만 아니라 호텔, 카페와 같은 공간 역시 이미지 요소를 중요시 하여야 

한다. 음식이나 음료수를 제외하고도 호텔과 카페에서는 공간이나 분위기와 같은 

무형의 요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다름 아닌 호텔과 카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이미지에 근거하여 자신이 

기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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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이다. 브랜드 이미지는 구매행위가 랜덤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브랜드나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에 대해 동등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미지나 성격적 특징에 부합되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브랜드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높을수록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입각해 보면 브랜드나 제품 이미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이러한 이미지와 일치하는 자아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더욱 긍정적인 소비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른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역시 극대화 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브랜드 이미지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소비자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브랜드 이미지가 자아이미지와 

일치성이 높게 나타날 때 큰 희열을 느끼게 되고 자아 개념을 더 확고히 하게 

되며,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더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브랜드 이미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타 브랜드와 비교할 때 더 높은 

차별화 수준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리뭉실한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인상을 남기기 어렵고 확실한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진다. 흔하고 두리뭉실한 브랜드 이미지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대체적으로 실무자의 상상력 부족,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가하는 것, “만인의 제품, 만능의 제품”으로 되려는 과한 욕심 등이 있다. 

따라서 비슷한 제품 카테고리, 비슷한 타켓 소비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강력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타 브랜드보다 차별화 된 

요소를 소유하고 있기에 우세를 차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이다. 낮은 자아일치성은 구매 행위로 

이어지기 어렵다. 브랜드 혹은 제품 이미지가 소비자 자아이미지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주목을 끌기 어렵고, 어떠한 이유로 

한번의 구매가 발생했다 하더라고 재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강력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미지와 

일치하고 자아 개념을 강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미지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실무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브랜드에 대해 이미지 메이킹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되 명확한 주 타겟층이 있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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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즉,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장 세분화를 진행하여 이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자아아미지를 갖는 소비자들을 주 타켓으로 정하는 것이다. 

역으로 브랜드 구축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타겟시장이 자사 브랜드에 투영하는 자아이미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세 번째, 자아일치성이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는 기업 마케팅에 

주관적인 해석을 더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여, 기업에서 자사 브랜드에 

구축한 이미지와 담은 가치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일치성 이론과 더불어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요소와 소비자의 

감정적인 요인이 강조되는 정서적인 마케팅의 중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자아이미지는 이상적 자아이미지, 현실적 

자아이미지, 사회적 자아이미지 등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한 차원의 자아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와 일치성을 보일 경우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관계들도 자존감에 의해 

조절되는지, 긍정적인 소비감정에 의해 매개되는지, 그 이면의 기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행된 두 차례 실험에서 자아일치성과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제품군을 바탕으로 설문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한계성으로 인해 분석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제품으로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애서는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요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보고, 특히 자존감과 같은 요소는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보다 은밀한 개인의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연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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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브랜드로 응답자에게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을 판단하게 하였다. 실제로 존재하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자의 

입장에서 실험 브랜드의 이미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아이미지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브랜드로 실험을 진행하여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마지막 한계점은 실험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들 사이에 

인과관계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진행할 때 

자아일치성을 조작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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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록  

 

실험 2_측정항목  및  신뢰성  분석  결과  

 

변수 

 

측정 항목  

Cronbach’s 

alpha 

럭셔리

제품 

가제

제품 

 

 

 

자아일치성  

1) 해당 휴대폰 브랜드는 귀하의 이미지에 부합

됩니까? 

2) 해당 휴대폰 브랜드는 귀하의 가치관에 부합

됩니까? 

3) 해당 휴대폰 브랜드는 귀하의 라이프 스타일

에 부합됩니까? 

4) 귀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해당 휴

대폰 브랜드를 선호할거라 생각하십니까? 

 

 

 

.919 

 

 

 

 

 

 

.918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1) 앞으로도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 귀하는 이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3) 이 브랜드를 주변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4)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에 더 높은 

친밀감을 느끼십니까? 

 

 

 

.939 

 
 
 

 

.913 

 

 

 

 

자존감  

1)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한다. 

2) 나는 장점이 많다. 

3) 나는 성품이 훌륭하다. 

4)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나도 할 수 

있다. 

 

 

 
 
 

.970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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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_질문지  
 
시나리오 :  
 

 

 

귀하는 지금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매장 직원은 귀하에게 A 브랜드 

휴대폰을 소개하였고 해당 브랜드는 ‘십여년간 한가지 디자인을 고수하였고 

강인하며 클래식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 

1. A 브랜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한가? 

1) 해당 휴대폰 브랜드는 귀하의 이미지에 부합됩니까? (1———5) 

2) 해당 휴대폰 브랜드는 귀하의 가치관에 부합됩니까? (1———5) 

3) 해당 휴대폰 브랜드는 귀하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됩니까? (1———5) 

 5) 나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6) 나는 가끔 스스로가 유용하게 느껴진다. 

7)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8) 나는 스스로가 매우 존경스럽다. 

9) 나는 스스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10) 나는 스스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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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해당 휴대폰 브랜드를 선호할거라 

생각하십니까? (1———5) 

5) 앞으로도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5) 

6) 귀하는 이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5) 

7) 이 브랜드를 주변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5) 

8)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에 더 높은 친밀감을 느끼십니까? (1———5) 

 

2. 귀하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1)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한다. (1———5) 

2) 나는 장점이 많다. (1———5) 

3) 나는 성품이 훌륭하다. (1———5) 

4)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나도 할 수 있다. (1———5) 

5) 나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1———5) 

6) 가끔 스스로가 유용하게 느껴진다. (1———5) 

7)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1———5) 

8) 나는 스스로가 매우 존경스럽다. (1———5) 

9) 나는 스스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1———5) 

10) 나는 스스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5) 

 

실험 2_질문지 1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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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지금 력셔리 시계 매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매장 직원은 귀하에게 

B 브랜드 시계를 소개하였고 해당 브랜드는 ‘해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해 

유행에 민감하고 영하며 도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 

1. B 브랜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한가? 

1) 해당 시계 브랜드는 귀하의 이미지에 부합됩니까? (1———5) 

2) 해당 시계 브랜드는 귀하의 가치관에 부합됩니까? (1———5) 

3) 해당 시계 브랜드는 귀하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됩니까? (1———5) 

4) 귀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해당 시계 브랜드를 선호할거라 생

각하십니까? (1———5) 

5) 앞으로도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5) 

6) 귀하는 이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5) 

7) 이 브랜드를 주변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5) 

8)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에 더 높은 친밀감을 느끼십니까? (1———5) 

9) 귀하는 B 브랜드 시계에 흥미나 기대감을 느끼십니까? (1———5) 

10) 귀하는 B 브랜드 시계를 구매함으로써 성가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십니까? 

(1———5) 

11) 귀하는 B 브랜드 시계에 대해 예상된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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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1)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한다. (1———5) 

2) 나는 장점이 많다. (1———5) 

3) 나는 성품이 훌륭하다. (1———5) 

4)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나도 할 수 있다. (1———5) 

5) 나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1———5) 

6) 가끔 스스로가 유용하게 느껴진다. (1———5) 

7)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1———5) 

8) 나는 스스로가 매우 존경스럽다. (1———5) 

9) 나는 스스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1———5) 

10) 나는 스스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5) 

 

실험 2_질문지 2 

 

시나리오 : 

 

 

 

귀하는 지금 청소기 매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매장 직원은 귀하에게 C 브랜드 

청소기를 소개하였고 해당 브랜드는 ‘해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해 유행에 

민감하고 영하며 도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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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C 브랜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한가? 

1) 해당 청소기 브랜드는 귀하의 이미지에 부합됩니까? (1———5) 

2) 해당 청소기 브랜드는 귀하의 가치관에 부합됩니까? (1———5) 

3) 해당 청소기 브랜드는 귀하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됩니까? (1———5) 

4) 귀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해당 청소기 브랜드를 선호할거라 

생각하십니까? (1———5) 

5) 앞으로도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5) 

6) 귀하는 이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5) 

7) 이 브랜드를 주변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5) 

8)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에 더 높은 친밀감을 느끼십니까? (1———5) 

9) 귀하는 C 브랜드 청소기에 흥미나 기대감을 느끼십니까? (1———5) 

10) 귀하는 C 브랜드 청소기를 구매함으로써 성가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십니까? (1———5) 

11) 귀하는 C 브랜드 청소기에 대해 예상된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1———5) 

 

2. 귀하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1)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한다. (1———5) 

2) 나는 장점이 많다. (1———5) 

3) 나는 성품이 훌륭하다. (1———5) 

4)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나도 할 수 있다. (1———5) 

5) 나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1———5) 

6) 가끔 스스로가 유용하게 느껴진다. (1———5) 

7)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1———5) 

8) 나는 스스로가 매우 존경스럽다. (1———5) 

9) 나는 스스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1———5) 

10) 나는 스스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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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Brand-Self Image Congruity on  

Behavioral Intention 

 

Yiling C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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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itonal University 

 

Self-congruity refers to the perceived degree of affinity between individual self-image 

and a brand’s preferenc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elf-congruity, which 

influences consumers’ behavioral intention especially in today’s market full of increasing 

uncertainty and decreasing quality variation between products. 

Self-esteem, as an individual internal attribute, is a general evaluation of oneself,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making all kinds of decisions. Will it make any differences to 

self-congruity theory if applying self-esteem, which is one of the most powerful 

psychological desires to the context of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onsumers’ self-congruity on behavioral intention, and it also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self-congruity and 

behavioral intention, and also its underlying mechanism. 

Two studies were undertaken, and the results show that consumers’ self-congru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behavioral intention, and self-esteem moderates this relationship. 

Specifically, high self-congruity exerts more positive effects on behavioral intention 

compared with low self-esteem. And high self-esteem strengthen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self-congruity and behavioral intention (study 1). In addition, this study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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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ypothesis that consumers’ positive consumption emo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self-congruity and behavioral intention (study 2). Previous research showed that 

when consumers associate their images to those of brands, they are influenced by product 

category. Therefore, this study divided subject products into a luxury watch and a vacuum 

cleaner.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n effect of self-congruity on behavioral intention, 

regardless of product category. These findings help practitioners to get rid of conventional 

marketing strategies, which only put attachment to products’ performance. These findings 

also provide useful information about marketing strategies, which are combining consumers’ 

emotional factors and their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self-esteem. 

 

Keywords: self-congruity, behavioral intention, self-esteem, consumption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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