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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스트는 가까운 타인의 패션제품 모방 구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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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mimicry buying on differentiation behavior in the context of fashion

product consumption. Merging insights from social identity theory, optimal distinctiveness theory and prev-

ious research on narcissism, this article presents ingroup-outgroup categorization, narcissistic tendency and

social status to serve as boundary conditions of this effect. Experiment 1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more

differentiation behavior against mimicry buying is reinforced when the mimicker is an in-group member

compared to an out-group member. Based on this result, we conducted Experiment 2 to understand the eff-

ect of narcissistic tendency and mimicker's social status on differentiation behavior in the in-group context.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narcissistic tendency on differentiation behavior is mediated by a percei-

ved distinctiveness threat when the mimicker is an in-group member. In addition, this mediating effect is

moderated by the mimicker's social status. Narcissistic tendencies have a direct negative effect on differen-

tiation behavior when the mimicker is an in-group member with a high social status. However, high narci-

ssistic tendency induces a more distinctiveness threat when the mimicker is an in-group member with a low

social status. This then results in a greater differentiation behavior. Implications for marketers and sugges-

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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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길을 걷다가 나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마주쳤다

고 상상해 보자. 타인이 나와 동일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

다는 사실은 해당 제품의 인기에 대한 대리지표로써 긍

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과 다른

소유자를 구별하고 싶은 욕망을 촉발하여 다소 부정적

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왜 이러한 모순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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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하

여,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누군가가 따라 구매

하였을 때 타인의 모방 행동에 대한 지각이 타인과의 차

별화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영향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 및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연결망서비스) 이용

의 급속한 확산은 제품에 대한 이미지와 정보를 다수의

대중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

매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Abidin, 2016; Libai

et al., 2010). 소비자들이 SNS에 공유한 제품 정보는 해

당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의 소유욕을 유발할 수 있으며

(Mull & Lee, 2014), 이러한 점에서 SNS 환경은 타인의

모방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모방 행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무의식

적인 행동이나 표정 모방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소비 맥

락에서 모방 구매 행동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표현으로 해석되며, 이는 친애 욕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

다(Chartrand et al., 2005; Lakin & Chartrand, 2003). 그러

나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자아를 추구

하고자 하는 욕망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 하에

서의 모방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예

를 들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제

품을 누군가 따라 구매하게 되면 차별성 욕구가 침해 당

했다고 느끼며, 제품 처분이나 교환과 같은 부정적인 반

응을 보인다(White & Argo, 2011). 특히 나르시시즘(Nar-

cissism)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차별성 욕구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Campbell & Foster, 2007; Emm-

ons, 1984; Lee et al., 2013),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타인의 모방 구매를 인지한

상황에서 차별화 행동을 일으키는 동인임을 확인하고,

이 영향력의 경계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모방 행동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상대

방의 행동을 따라 하는데(Chartrand & Bargh, 1999; Dim-

berg et al., 2000), 모방 행동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연구결과는 다수 존재한다. 모방자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상대로부터 더 높은 호

감과 신뢰를 얻고, 더 많은 도움을 받거나 심지어 더 매

력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을 모방

하는 상대방이 던지는 사적인 질문에 더 잘 대답해주기

도 하며, 쇼핑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점원이 자신을 모방

하는 행동을 보일 때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Kulesza et al., 2016). 선행연구들은 모방 행동의 긍정적

결과에 대해, 타인의 모방 행동이 자신과 높은 수준의 관

계를 맺고 있음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Bern-

ieri, 1988; Chartrand & Bargh, 1999). 그러나 모방 행동의

긍정적 해석은 주로 모방되는 사람이 이를 인지하지 못

한 경우에 이루어졌다(Chartrand & Bargh, 1999; Chart-

rand et al., 2005; Lakin et al., 2003). Kulesza et al.(2016)

은 피모방자가 타인의 모방 행동을 인지하게 되면 모방

자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는데, 타인의 모

방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피모방자 그룹에서는

모방 행동의 긍정적 효과가 사라짐을 밝혔다.

몇몇 연구는 소비 맥락에서 모방 행동이 소비자 반응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신의 소유물에 대

한 타인의 모방 구매 행동을 인지했을 경우 피모방자는

부정적 감정을 느꼈으며, 제품 재구매 의도가 감소하였

고(Choi et al., 2015), 제품을 처분하기도 하였다(White

& Argo, 2011).

2. 차별성 욕구와 유사성

최적 차별성 이론에 따르면(Brewer, 1991), 사람들은 동

조성과 비동조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

한다. 즉, 남과 같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존재가 되는 균

형점을 찾아 소속감과 차별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려 하

는 것이다. 이때 동조에 대한 욕구는 자신이 소속되는

내집단을 통해 충족시키고, 비소속 집단인 외집단과 내

집단 간의 구분을 통해 차별성을 획득한다.

모방 행동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모

방 행동은 보통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할 때 일어나지만

(Bernieri et al., 1988; Guéguen & Martin, 2009), 사람들

은 타인과의 유사성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피하고

싶어한다. 이로 인해 친밀한 관계에서 타인과의 과도한

유사성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차별성을 회복하고

자 하는 인지 행동 반응을 촉진시킨다(Lynn & Snyder,

2002). 이때 자아의 확장 수단인 개인 소유물을 통해 자

아의 독특성을 획득하기도 하는데, 희소성 있는 제품의

소유를 그 예로 들 수 있다(Snyder & Fromkin,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타인이 자신의 소지품을 따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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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했을 때 모방자가 자신과 비슷할수록 제품 처분, 교

환 등을 통해 타인과 나를 분리시키고자 했다. 과도한

유사성으로 인해 자신의 차별성이 침해 받았다고 느꼈

기 때문이다(White & Argo, 2011). Kim et al.(2012)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친한 이웃과는 차별적인 구매를 하

길 원하는데, 이는 친한 이웃과 구분되는 개인의 정체

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모

방자와 모방자 간의 사회적 관계가 밀접하다면, 모방

행동이 둘 간의 유사성을 더욱 높이고 피모방자로 하여

금 차별성을 침해 받았다는 느낌을 증가시켜 차별화 행

동을 유발할 것이다. 이상을 근거로, 타인의 모방 구매

에 대해 피모방자가 보이는 차별화 행동은 모방자와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고 가

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타인의 모방 구매에 대한 피모방자의 차별화

행동 의도는 모방자가 외집단 구성원일 때보

다 내집단 구성원일 때 더 높게 나타날 것이

다.

3.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스트(Narcissist)들은 타인과의 차별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독특성 욕구가 매우 높다(Fromkin,

1970; Ohmann & Burgmer, 2016; Riketta, 2008). 또한 이

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개인적 욕구가 침해된다고 느끼면 내집단의 구성

원들에게도 부정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Bizumic

& Duckitt, 2008). 이러한 특징은 소비 상황에서도 드러

나는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소비재 구매를 자아의 고양 및

유지 수단으로 여기며(Lee et al., 2013), 남들과 긍정적으

로 구별되는 제품을 더 선호한다(Lee et al., 2013; Sedi-

kides et al., 2011).

한편 나르시시스트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타

인과 사회적 동맹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A-

shton-James & Levordashka, 2013; Campbell, 1999). 이

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피

드백을 받고, 이상적인 사람들과 본인을 연관시킴으로

써 자아를 고양시키고자 한다. 즉,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

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매우 가치 있고 완벽하

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경향을 보

인다. 따라서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타인의 모방 행동에는 차별성

위협을 덜 느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타인의

모방 구매 상황에서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차

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2~4). 특히 타인의 모방 구매에 따른 피

모방자의 차별화 행동 의도가 모방자와 피모방자의 관

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1을 바탕으로,

나르시시즘 성향의 영향 및 기저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모방자가 내집단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하여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내집단 구성원의 모방 구매에 대한 피모방자

의 차별화 행동 의도는 나르시시즘 성향이 낮

은 피모방자보다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피

모방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차별화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차별성 위협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 4.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지각된 차별

성 위협에 미치는 영향은 모방자의 사회적 지

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III. 실험 1. 타인의 모방 구매에 대한

피모방자의 차별화 행동:

 모방자-피모방자 간 관계가 미치는 영향

실험 1에서는 타인의 모방 구매에 대한 피모방자의 차

별화 행동이 모방자와 피모방자 간 관계(내집단 vs. 외집

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1을 확인하였

다. White and Argo(2011)의 연구에서, 상징적 제품군에

한하여 자신과 유사성이 높은 사람이 모방 행동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차별화 행동이 강하게 나타남이 밝혀졌

다. 따라서 타인의 모방 구매에 대한 피모방자의 차별화

행동은 모방자가 외집단에 속해 있을 때보다 내집단에 속

해 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가설 1).

1. 실험 설계 및 절차

1) 실험 설계 및 진행 일정

실험 1은 모방자와 피모방자의 관계에 따른(내집단

vs. 외집단) 피모방자의 차별화 행동 의도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집단 간 설계로 진행되었다. 실험은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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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3일 간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한 설문지법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20~30대 참가자

중 내집단 조건 35명, 외집단 조건 31명, 총 66명이 실

험에 참여하였다.

2) 자극 제품 및 시나리오 구성

실험에 사용한 자극 제품은 패션 제품으로 한정하였

다. 패션 제품은 정체성 표현 기능이 강한 제품군으로, 사

람들이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내보여 소

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han et al., 2012; Fourn-

ier, 1998; Goffman, 2012; Richins, 1994; Sapir, 1931). 특

히, 패션 제품 중에서도 정체성 표현 기능과 상징성이 높

은 제품으로 확인된 재킷(jacket)을 최종 자극 제품으로

선정하였다(Berger & Heath, 2007, 2008; Chernev et al.,

2011; Strizhakova & Coulter, 2015).

시나리오는 실험 참가자가 아직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곧 구매 예정인 재킷 사진을 인스타그램(Instagram)에 게

시한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자신도 이 재킷이 마음에

들어 피험자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본 후 따라 구매하였

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때 내집단 조

건의 경우 타인은 실험 참가자와 같은 집단(예. 고등학

교 친구 집단, 대학교 친구 집단, 동아리, 회사 동료 등)

에 속해 있으며 주 2회 이상 만나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설정하였고, 외집단의 경우 전혀 일면식이 없는 인스타

그램 사용자로 설정하였다.

3) 실험 절차 및 변수의 측정

내집단 조건의 실험 참가자들은 먼저 자신이 속한 집

단 중 하나를 떠올리도록 요청 받았다. 이후 최근에 가

장 구매하고 싶었거나 구매 예정인 재킷을 상상하게 했

으며, 제품에 대한 대략적인 묘사를 부탁해 실험 참가자

가 제품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사

전 과정이 끝난 뒤 제작된 시나리오를 읽도록 하고, 시

나리오에 제시된 타인과 재킷은 각각 자신이 떠올린 집

단의 구성원과 재킷임을 명시해주었다. 시나리오를 읽은

뒤, 타인이 실험 참가자를 모방하여 제품을 구매한 것을

지각한 이후의 차별화 행동 의도(변함없이 재킷을 구매

한다 vs. 재킷을 구매하지 않는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외집단 조건의 실험에서는 피험자 자신이 속한 집단

을 떠올리라는 문항을 제거하고, 시나리오에 제시된 타

인을 일면식이 없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로 명시하였으며

이 외에는 내집단 조건의 실험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2. 분석결과

연구결과, 내집단 조건과 외집단 조건에서 타인의 모

방 구매가 유발한 피모방자의 차별화 행동은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내집단 조건의 경우 타인의 모방 구매에 상

관없이 제품을 그대로 구매하겠다는 응답자가 35명 중

18명으로 51.4%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외집

단 조건의 경우 31명의 응답자 중 28명이 변함없이 재

킷을 구매한다고 응답하여 구매율이 90.3%에 달했다

(Fig. 1). 두 응답률 차이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χ
2
=11.78, p=.001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IV. 실험 2. 타인의 모방 구매에 대한

피모방자의 차별화 행동: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과

모방자의 사회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

실험 2는 타인의 모방 구매에 대한 피모방자의 차별화

행동이 모방자가 외집단에 속해 있을 때보다 내집단에

속해 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실험 1의 결과를 바

탕으로,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과 모방자의 사회적

지위가 차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목적

이 있다.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차별성을 중

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집단에 속해있는 타인의 모

방 구매에 대한 차별화 행동 의도는 피모방자의 나르시

Fig. 1. Differentiation behavior intention by relation-

ship with mimickers (in-group vs. ou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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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즘 성향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가설 2). 또한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

이 차별화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타인의 모방 구매

지각 시 느끼는 차별성 위협에 의해 매개될 것이며(가

설 3), 나르시시스트들은 높은 지위를 가진 타인과 사회

적 동맹을 맺고 싶어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피모방

자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지각된 차별성 위협에 미치는

영향은 모방자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 예

상하였다(가설 4).

1. 실험 설계 및 절차

1) 실험 설계 및 진행 일정

실험 1을 통해 타인의 모방 구매가 유발한 피모방자

의 차별화 행동은 모방자가 외집단인 조건보다는 내집

단인 조건에서 발생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험 2는 내

집단 조건만 진행하였다. 실험 1의 내집단 조건을 동일

하게 사용하되 모방자의 사회적 지위를 두 조건(모방자

의 사회적 지위: 고 vs. 저)으로 조작하여 집단 간 설계로

진행되었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기법의 설문

지법을 사용하였으며, 2016년 12월 10일 하루 동안, 20

~30대 피험자 494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중 조건에

맞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183부를 제외하고,

총 31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극 제품 및 시나리오 구성

모방 구매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는 내집단 조건의 실

험 1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모방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조건은 모방자를 실험 참가자와 같은 집단

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집단 내에서 인기가 많고, 예쁘고/

잘생겼으며, 똑똑하고 현명하여 평소에 자신이 동경하였

거나 부럽다고 느끼는 대상이라 설정하였고, 반대로 모

방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조건은 모방자를 실험 참가

자와 같은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평소 조용하고 존

재감이 크게 드러나지 않으며, 뛰어나지 않은 외모에 집

단 내에서 인기가 없는 대상이라 설정하였다.

3) 실험 절차 및 변수의 측정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실험 참가자들은 먼저 머릿속으

로 최근에 가장 구매하고 싶었거나 구매 예정인 재킷 제

품을 잠시 떠올리도록 요청 받았으며, 떠올린 제품에 대

한 대략적인 묘사를 통해 제품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 과정이 끝난 뒤, 실험 참가자들은 모방자

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두 가지 상황 중 한 조건에 무작

위로 배정되어 해당 시나리오를 읽었다. 시나리오를 읽

은 후, 타인의 모방 구매 지각 이후의 차별화 행동 의도

(변함없이 재킷을 구매한다 vs. 재킷을 구매하지 않는다)

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차별성 위협을 White and Argo

(2011)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르시시즘 성향은 Ra-

skin and Terry(1988)에 의해 개발된 ‘NPI-40’ 40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모방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조작이 잘 이

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작 점검을 시행하였다.

2. 분석결과

1) 측정 문항의 신뢰도 및 조작 점검

NPI-40 척도와 지각된 차별성 위협 척도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NPI-40 척도 중 어

떠한 요인으로도 잘 나누어지지 않은 2개의 문항을 제

외한 38개의 문항은 1) 권위, 2) 우월성, 3) 자부심, 4) 과

시, 5) 착취, 6) 허영심, 7) 특권의식으로 나뉘었으며, 각

각의 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모두 .62 이상으로 높

아 측정 문항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Table 1). 지각된 차별성 위협 측정 문항의 신뢰도 계수

도 .92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Ta-

ble 2).

2) 가설 검증

가설 2 검증을 위해 나르시시즘 성향 중위수를 기준

으로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나르시시즘 성향

(고 vs. 저)과 차별화 행동 의도(구매한다 vs. 구매하지 않

는다)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Fig. 2>에

서와 같이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는 타인이

따라 구매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차별화 행동 의

도 비율이 32.1%로, 나르시시즘 성향이 낮은 집단에서는

46.5%로 나타났으며, χ
2
=6.76, p=.011로 통계적 유의성

이 검증되었다(Table 3). 즉, 나르시시즘 성향이 낮은 집

단에서의 타인에 대한 차별화 행동 의도가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

는 기각되었다.

NPI-40 척도의 7개 하위 요인 중 어떤 요인이 타인의

모방 구매가 유발한 피모방자의 차별화 행동 의도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NPI 하

위 요인과 차별화 행동 의도 간 교차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NPI_과시(χ
2
=5.90, p=.015), NPI_허영심(χ

2
=4.34,

p=.047), NPI_특권의식(χ
2
=5.29, p=.027)이 높고 낮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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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NPI-40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Exhibitionism

I know that I am good because everybody keeps telling me

so.
.59

13.98
36.80

(36.80)
.90

I wish somebody would someday write my biography. .62

I am apt to show off if I get the chance. .68

Modesty doesn't become me. .64

I get upset when people don't notice how I look when I go

out in public.
.75

I like to be the center of attention. .73

I would do almost anything on a dare. .74

I really like to be the center of attention. .77

I like to start new fads and fashions. .63

Authority

I would prefer to be a leader. .74

3.34
8.79

(45.59)
.91

I see myself as a good leader. .70

People always seem to recognize my authority. .66

I have a natural talent for influencing people. .62

I am assertive. .65

I like to have authority over other people. .71

I am a born leader. .73

Superiority

I will be a success. .59

1.82
4.79

(50.38)
.83

I can live my life in any way I want to. .61

I always know what I am doing. .58

I am going to be a great person. .73

I am an extraordinary person. .70

I think I am a special person. .61

Exploitativeness

I can read people like a book. .63

1.38
3.64

(54.02)
.81

I can make anybody believe anything I want them to. .75

I find it easy to manipulate people. .63

I can usually talk my way out of anything. .71

Everybody likes to hear my stories. .49

Vanity

I like to look at my body. .72

1.27
3.33

(57.35)
.89I like to look at myself in the mirror. .76

I like to display my body. .66

Entitlement

I will never be satisfied until I get all that I deserve. .43

1.11
2.93

(60.28)
.81

I want to amount to something in the eyes of the world. .77

I have a strong will to power. .45

I insist upon getting the respect that is due me. .42

If I ruled the world it would be a much better place. .47

Self-sufficiency

I rarely depend on anyone else to get things done. .73

1.06
2.80

(63.08)
.62I like to take responsibility for making decisions. .56

I am more capable than other peopl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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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차별화 행동 의도에 차이를 보였다.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차별화 행동 의도에 미

치는 영향은 타인의 모방 구매 행동 지각 시 느끼는 차별

성 위협에 의해 매개될 것이며(가설 3), 피모방자의 나르

시시즘 성향이 지각된 차별성 위협에 미치는 영향은 모

방자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 조절될 것(가설 4)이라는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Macro Process(Hayes, 2013)

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및 조절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

였다. 단순매개모형의 경우 독립변수(X)에서 매개변수

(M)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a와 매개변수(M)에

서 종속변수(Y)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b를 곱

하여 산출되는 값의 유의도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독립변수(X)에서 종속변수(Y)로 이어지는 경로

의 효과계수 c는 제안된 모형이 완전매개인지 부분매개

인지 판단하는 지표가 되며, a*b와 c를 더한 값인 d는 독

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총 효과를 의미한다(Preac-

her & Hayes, 200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

여 신뢰도 구간을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샘플 수

를 5,000으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Hayes, 2012;

Koo, 2013; Preacher & Hayes, 2004).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나르시시즘 성향을 독립변수

로, 차별화 행동 의도를 종속변수로, 지각된 차별성 위협

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Fig. 3).

나르시시즘 성향에서 지각된 차별성 위협으로 가는 경

로의 효과계수는 .324로 나타났으며, 효과계수에 대한 유

의확률은 .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나르시시즘 성향에

서 차별화 행동 의도로 가는 경로와 지각된 차별성 위협

에서 차별화 행동 의도로 가는 경로는 로지스틱 회귀분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erceived distinctiveness threat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Perceived

distinctiveness

threat

To what degree did having someone select the same product

threaten your sense of distinctiveness?
.88

3.23
80.77

(80.77)
.92

To what degree did having someone select the same product

as you make you feel less unique?
.90

To what degree did having someone select the same product

threaten your sense of being a unique individual?
.92

To what degree did having someone select the same product

threaten your individuality?
.89

Table 3. Differential behavior intention by narcissistic tendency

Variable

Differential behavior intention
Total

N (%)
χ
2

Buy

N (%)

Do not Buy

N (%)

NPI
Low 083 (043.9) 072 (059.0) 155 (049.8)

6.76*High 106 (056.1) 050 (041.0) 156 (050.2)

Total 189 (100.0) 122 (100.0) 311 (100.0)

*p<.05

Fig. 2. Differentiation behavior intention by narcissi-

stic tendency (low v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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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도출되었는데 각각의 경로계수는 −.906, 1.278

로, 유의확률은 .000, .000으로 나타났다. 즉,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을수록 내집단 멤버의 모방 구매

행동으로 인한 차별성 위협을 더 크게 느끼며, 차별성 위

협을 크게 느낄수록 차별화 행동을 더 강하게 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나르시시즘 성향이 차별화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직접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가설 2에서 검

증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

을수록 타인의 모방 구매에 대한 차별화 행동 의도는 감

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르시시즘 성향이 지각된

차별성 위협을 매개하여 차별화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

칠 때는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나르시시즘

성향이 차별화 행동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는 부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

된 방향의 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 매개모

형에 모방자의 사회적 지위 수준을 조절변수로 추가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가설 4)(Fig. 4).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변수인 모방자의 사회적

지위 수준에 따른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방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 피모방자의 나

르시시즘 성향이 지각된 차별성 위협을 매개하여 차별

화 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방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 지각된 차

별성 위협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며(Effect=.7372, 95%

CI [.2981, 1.2813]),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차별

화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

았다(Effect=−.5475, 95% CI [−1.2115, .1165]). 반면 모방

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매개경로가 유의하지 않

았으나(Effect=.1873, 95% CI [−.2134, .6405]), 나르시시

즘 성향에서 차별화 행동 의도로 가는 직접 경로가 부적

인 효과계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Effect=−1.0362,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the hypothesized mediation pathways for H3.

Fig. 4. A schematic diagram of the hypothesized moderated mediation pathways for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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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1.6485, −.4238]). 내집단 내 모방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을

수록 지각된 차별성 위협을 강하게 느끼며 이는 결과적

으로 차별화 행동 의도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도록 한다.

반대로 내집단 내 모방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을수록 모방자와 자신

을 차별화하려는 행동 의도가 감소한다(Fig. 5). 결론적

으로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지각된 차별성 위

협에 미치는 영향은 모방자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 조절

될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모방 구매가 피모방자의 차별

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모방자-피모방자와의 관계, 피

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 및 모방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규명하였다. 먼저, 타인의 모방 구

매에 대한 피모방자의 차별화 행동 의도는 모방자가 외

집단 구성원일 때보다 내집단 구성원일 때 더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모방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차별성을 획

득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

과이다(Kim et al., 2012; Lynn & Snyder, 2002; White &

Argo, 2011). 두 번째, 내집단 구성원의 모방 구매에 대한

피모방자의 차별화 행동 의도는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을 때보다 나르시시즘 성향이 낮을 때 더 높게

나타났다. 타인과의 차별화 성향이 강하고 독특성 욕구

를 추구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이 자신을 따라 제

품을 구매했다는 것을 지각할 때 차별화 행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연구가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는 피모방

자의 나르시시즘 성향과 차별화 행동 사이의 관계 이면

에 복합적인 심리 작용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후속분석을 통해 그 기제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세 번째,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차별화 행

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차별성 위협에 의해 매

개되며, 지각된 차별성 위협의 매개효과는 모방자의 사

회적 지위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하였다. 모방자의 사회

적 지위가 낮은 경우 지각된 차별성 위협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아질수록

차별성 위협을 크게 느끼며, 차별성 위협을 크게 느낄수

록 차별화 행동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모방자의 사

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매개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

며, 직접 경로를 통해 차별화 행동 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자신을 모방

한 내집단 구성원의 지위가 낮으면 차별성 위협을 크게

지각하고 차별화 행동을 통해 상대방과 구별되고자 하지

만, 모방자의 지위가 높을 경우에는 차별성 위협을 받지

않고 예정대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타인과 전략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Fig. 5. Path changing according to the social status of mim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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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를 긍정적으로 고양시키고자 하는 나르시시스트들

의 욕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타인의 모방 행동에 대한 반응 연구 중 기

존 선행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피모방자가 모

방 행동을 인지한 상황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소비 맥

락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패션 제품

의 모방 구매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과적으로 내집

단과 외집단의 모방 행동에 대한 피모방자의 반응 차이

를 확인하였으며, 개인의 나르시시즘 성향 및 모방자의

그룹 내 지위변수를 도입하여 모방 행동에 대한 피모방

자의 반응이 달라지는 경계 조건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실무자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패션 마케팅 활동에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마케팅 환경에서는 SNS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지닌 사람들 간에 제품 정보

공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트워크 상에서 강력한 영향력

을 지닌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

거나, 이용자 정보에 기반하여 관심을 보일만한 상품을

SNS 상에 노출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다수의 SNS 이용자가 동일한 제

품에 관심을 가질 때 부정적 사용 행동이나 구매 결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SNS 이용자들이 인플

루언서나 유사 소비자를 내집단 또는 외집단 구성원으

로 판단하는지, 사회적 지위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에 따라 SNS 마케팅 활동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인플루언서는 이용자의 내집단 구성원으로 볼 수 없으

며, 내집단 구성원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으

로 인해 사회적 지위가 높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방 구매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유리한 광고원이

라 할 수 있다. 반면, 이용자와 유사한 소비자들은 내집

단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이용자와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모방 구매를

유도하기 어렵고, 이용자보다 우위 요소를 확보하고 있

음을 내세울 때 효과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시성이 높은 패션 제품인 외의류(재킷, 코

트 등)를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제

품이 잘 드러나는 경우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더욱 민

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Wang et al., 2012), 사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본 연구와는 다른 결

과가 나타날 수 있다. SNS를 통해 사적인 맥락에서 사용

이 이루어지는 제품의 노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

로, 보다 다양한 제품 자극에 대해 모방 구매의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모방 구매에 대한

피모방자의 차별화 행동이 모방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

라짐을 확인한 실험 1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실험 결과는 서구 문화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

여 모방자와의 유사성이 높을 때 피모방자의 차별화 행

동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밝힌 White and Argo(201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실험 2는 미국 소비자를 대

상으로 실시되어 내집단 구성원의 모방 구매에 대한 피

모방자의 차별화 행동에 피모방자의 나르시시즘 성향 및

모방자의 사회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일

반적으로 동양의 집단주의,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는 개

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소비 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추후 더욱 심도 있는 비교문화적 연구를 통해

국가 또는 문화권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것 또

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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