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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우리의 인생에서 

흔한 일이며(Williams 2007), 소비 상황(예: 특정 클럽

의 문 앞에서 외모나 옷차림 등을 이유로 입장할 수 

없을 때) 또는 비소비 상황(예: 데이트나 면접 시 상

대방에 의해 거절될 때 또는 직장동료들에게 차가운 

대우를 받을 때)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심리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사회적 배제를 당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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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social exclusion type and presence of others on consumers' on-go- 

ing purchase intention when purchasing fashion luxury goods. This study also identifies the moder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which the interaction effect of social exclusion type and presence of others on on-going pur-

chase intention. For the experiment, 2(social exclusion type: being ignored vs being rejected)×2(presence of 

others: presence vs absence)×2(self-efficacy: high vs low) factorial design was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

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on-going purchase in-

tention according to social exclusion type. Secon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social exclusion type and presence of others. Third,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of social 

exclusion type, presence of others, and self-efficac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

vide useful information on which direction is needed to mitigate negative consumer behavior caused by social 

exclusion at the servic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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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속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

적 정서가 유발될 뿐 아니라(Baumeister & Tice, 1990) 

자기패배적 행동(Twenge et al., 2002)과 공격성이 증

가하거나(Twenge et al., 2001)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Leary et al., 1995)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제가 이

러한 부정적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유는 Maslow(1968)

의 욕구 단계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리적 욕구

에 이어 안전 및 소속감의 욕구가 사람들에게 중요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제대

로 충족되지 못한다면 사회 속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자아를 실현해나가는 더 높은 단계의 욕구로 나아가

기 어려울 것이다(Kwon & Lee, 2009). Baumeister and 

Leary(1995)도 사회적 수용의 욕구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 생활 속에서 때

때로 경험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는 패

션 명품 구매 시 소비자 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

을까? 사회적 배제는 소비자가 쇼핑하는 동안 종업원

과의 서비스 접점에서 종종 관찰된다. 서비스 접점에

서 종업원들은 본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고객들

을 부정적으로 응대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고객들

은 쇼핑하는 동안 종업원에 의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프리미엄 고객 또는 VIP고객 전

용이라는 표시에 의해 명백하게 거절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비스 접점에서의 연구들은 판매 

상황에서 고객 불평에 대한 종업원이나 기업의 대응

(Eder & Eisenberger, 2008; Kim & Kwak, 2019; Kim et 

al., 2015; Migacz et al., 2018), 고객의 태도와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언어적, 비언

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Gabbott & Hogg, 2000; Kim, 

2016; Shrivastava, 2017; Worthington et al., 2000) 등 

고객에 대한 긍정적 응대방식을 찾아내어 기업 이윤

이나 브랜드 평판의 손실을 줄이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패션 명품 구매 시 서비스 접점

에서 무시와 거절과 같은 종업원의 고객에 대한 부

정적 응대방식인 사회적 배제에 따른 고객 반응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소비가 급증

하면서 소비력이 약해 보이는 고객들에 대한 명품관 

판매 종업원들의 부정적 응대문제가 온라인 커뮤니

티나 방송매체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10대와 20대

들은 명품 구매 과정에서 구매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종업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하므로 무시당하

지 않기 위해 최대한 외모에 신경을 쓰며 명품을 구

매하러 가야 할 정도임을 토로하고 있다(Choi, 2020; 

Park, 2019). 이는 패션 명품 구매 고객과 판매 종업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객이 판매원에게 불만이

나 불평을 호소할 때 효과적으로 응대하는 방식을 찾

아내는 것 뿐 아니라, 판매원에 의해 고객이 배제되는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배제 유형에 따라 

고객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등 기존과는 다른 관

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패션 

명품 쇼핑 시 고객과 종업원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

케이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상 관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들이 있을 때 자신의 행동을 조정한다고 한다(Argo et 

al., 2005; Dahl et al., 2001; Luo, 2005). 예를 들어, Argo 

et al.(2005)은 소매점에서 소비자가 다른 쇼핑객이 있

을 때 값비싼 명품 브랜드를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

은 반면, 혼자 구매하는 쇼핑객은 더 싼 브랜드를 선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업원에 의한 무시나 거절과 같은 사회적 배제 상황

에서 타인의 존재 유무에 따라 소비자 반응은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인

의 존재 유무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명품 구매 시 

무시나 거절 같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때 타인의 

존재 유무가 소비자의 구매진행의도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또한, 사회적 배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통상적인 구매의사결정 과정과

는 다른 의사결정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과

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갖

게 되는 신념으로(Bandura, 1997),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에 스스로 얼마나 대처 가능한지 자신의 능력을 판

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소

비자 개인의 자아-조절특성 변인으로서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인의 존재 유무의 상호작용이 구매진행의

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 첫째, 사회적 배제 유형이 소비자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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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둘째,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인의 존재 유무의 상호작용이 구매진

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셋째, 사회적 배

제 유형과 타인의 존재 유무가 구매진행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 접점에서 사회적 배제에 의

한 부정적인 소비자 행동을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방

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할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고찰및가설설정

1. 사회적 배제의 개념 및 유형

아직까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명료하게 정의되

지 않았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정의가 

소개되고 있다. Pierson(2002)은 사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개인, 가족, 집

단, 이웃으로부터 박탈하는 과정을 사회적 배제라 정

의하였으며, Room(1995)은 사회적 권리의 부정이나 

개인이 정치적, 도덕적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와 연결

되는 고리가 매우 미약한 상태로 사회적 배제를 정의

하였다. 그리고 Baumeister and Leary(1995)는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당하는 것을 사회적 배제

라고 정의하였으며, Oh and Hwang(2014)은 사회적 배

제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관련되

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사회적 배제의 유형 분류와 관련된 연구들은 또래 

사이에 이루어지는 왕따, 직접적 괴롭힘, 그리고 폭

력 등의 집단적, 물리적 배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다수로서, 그나마 배제, 거절, 따돌림, 괴롭힘, 왕따 

등의 용어 또한 정확한 정의 없이 혼용되었으며 그 구

분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회적 배제를 보

다 폭넓게 정의하고 선행연구들을 포괄한다면 배제

에는 다양한 범주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적, 

물리적인 폭력이나 공격성이 주류를 이룬 배제(Lee 

& Kim, 2001; Olweus, 1984)가 있을 수 있고 집단적 

소외가 주가 되는 배제가 있을 수 있다. 또는 간접적

이고 언어적인 폭력의 행사나 모욕과 창피가 배제의 

주요 유형이 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기존 연구

에서도 Olweus(1993)의 범주에 근거하여 소외형, 신

체형, 언어형(Choi & Chae, 2000)이나 직접적 폭력, 집

단 따돌림 등(Lee & Kwak, 2000)으로 배제 유형을 분

류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실제 연구는 대부

분 직접적인 괴롭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측정

도구에서 배제 유형이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분류되

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각의 배제 유형이 어떤 식으

로 정서 또는 행동에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 유형

을 명확하게 분류한 후 각각의 배제 유형에 따른 정

서적, 소비 행동적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소비 맥락에서 행해진 사회적 배제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Molden et al.(2009)과 Lee and Shrum

(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사회적 배제를 

일반적으로 다루어졌던 개념인 거절되어지는 것(be-

ing rejected)에 간접적인 개념인 무시되어지는 것(be-

ing ignored)을 추가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

다고 제안하였다. 거절되어지는 것은 상대 집단 또

는 개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거절의 피드

백을 받는 유형으로 보다 분명한 반면, 무시되어지

는 것은 상대 집단 또는 개인으로부터 어떠한 피드백

도 받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고립되는 유형으로 암시

적인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Oh and Hwang(2014)

은 타인에 의한 낙인(타율적 낙인)도 존재하지만, 스

스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기회를 포기하는 낙

인(자율적 낙인)도 존재한다는 Corrigan(2004)의 수

정된 낙인이론과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접목시켜 사

회적 배제 유형을 자율적 배제(self-exclusion)와 타율

적 배제(other-exclusion)로 구분하여 윤리적 소비와

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연구자들은 자율적 배제에 

대해 사회구성원으로 포함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기

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존감을 

스스로 평가절하 하여 기회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하였으며, 타율적 배제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중에 의해 부여된 

배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다양한 맥락에

서 차별화된 사회적 배제 유형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 명품을 구매하는 동안 판매 

종업원에 의해 고객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유형을 

구분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있어, 제품 소비 맥락에

서 나타나는 타율적 배제 유형이 가장 적합한 유형 

구분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선행연구(Lee & Shrum, 

2012: Molden et al., 2009)에서 사용된 ‘무시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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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거절되어지는 것’을 본 연구의 사회적 배제 유

형 구분에 적용하였다. 

2. 구매진행의도

구매의도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

매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Assael, 1984). Davidson 

and Jaccard(1979)는 구매의도가 특정 대상에 대한 태

도보다 더 정확하게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고 하였으며, Aaker(1992)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개인의 의도가 외부

로 표출된 성향이라고 하였다. Engel et al.(1990)은 구

매의도를 신념과 태도가 행동화될 주관적 가능성이

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구매의도는 소비자가 가지는 

구매에 대한 의지를 뜻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구매태도와 구매행동 간의 

연결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매의도의 개념을 바탕으

로 구매진행의도를 정의하고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패션 명품 쇼핑 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였을 때 특

정 패션 명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는 사회적 배

제 경험 전에 형성된 구매의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변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패션 명품

에 대한 구매의도를 측정할 경우 사회적 배제 상황에 

노출되는 경험 전후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매진행의도를 

사회적 배제 상황에 노출되는 경험 이후에도 처음의 

구매의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정의하고, 사회적 배

제 상황에 노출되기 전에 특정 패션 명품을 구매하려

는 소비자의 의도가 사회적 배제 상황에 노출된 이후

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를 측정하였다. 

3. 사회적 배제 유형에 따른 구매진행의도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두 가지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연구들은 사회구성원에 포함되지 못하고 사회

적으로 배제된 집단은 인지적 결핍에 의한 자기통제

가 감소하여 친사회적 행동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은 사회적으로 포함

된 집단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

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소속되지 못하고 배제를 경험하게 되

는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Buckley et al., 

2004; Williams et al., 2000),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

는 인지적 결핍으로 인하여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

다(Baumeister et al., 2005). 예를 들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을 모욕한 누군가에 대해 더 부

정적인 직무평가를 하였으며(Twenge et al., 2001), 자

신과 상호작용하는 파트너에게 매력적인 대안보다 매

력적이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였다(Chow et al., 2008).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매운 음식을 싫어했던 사

람들에게 더 매운 소스를 내어 놓았다(Warburton et al., 

2006).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배제가 친화적인 사회

적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Baumei-

ster et al., 2005; Mead et al., 201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

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에게 더 많은 관심을 

표현하거나 함께 일하기를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Maner et al., 2007). 또한,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행동

을 모방하고(Lakin et al., 2008), 사회적으로 더 배려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Pickett et al., 2004). 소비자행

동영역에서, 사회적 배제가 소속감을 촉진시키는 소

비를 증가시키거나, 개개인이 과거의 사람들과 다시 

연결하고자 하는 감정을 이끄는 노스탤직 제품에 대

한 선호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Mead et al., 2011).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가 친사회적 혹은 반사회적인 양분화 된 행동결

과를 낳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패션 명품 구매 상

황에서 사회적 배제 유형에 따른 소비자 반응의 차이

를 살펴보았다. Weiner(1980)는 동기화된 행동모델

을 통해 사람들은 사건을 지각한 후 원인을 귀인하게 

되고 평가를 통해 접근 또는 회피 행동을 하게 된다

고 주장하였다. 즉, 인과적 추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별적 정서가 유발되고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

이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핍인 

사회적 배제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사회적 배제 유형

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선행연구(Lee & Shrum, 2012; 

Molden et al., 2009)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무시를 경

험한 사람들은 특히 자존감(self-esteem)에 위협을 받

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적,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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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 소비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반면

에 사회적으로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의존성의 위

협을 받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현되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친화적 소비를 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는 명품 판매 

종업원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열악한 입장

에 대한 암시적 피드백을 받고 무시되었을 때, 자존감

의 위협을 받고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를 원할 것이므로 패션 명품 구매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열악한 입장에 대한 명시적 피드백을 받고 

직접적으로 거부당했을 경우에는 의존성에 위협을 

느끼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되기 때

문에 다른 형태의 친사회적 또는 친화적 소비를 추구

하여 명품 구매진행의도는 무시 상황보다 낮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패션 명품 구매 시 소비자가 무

시 상황에 노출된 경우가 거절 상황에 노출된 경우보

다 패션 명품 구매진행의도가 더 높을 것으로 추측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패션 명품 구매 시 소비자는 거절당했을 

때보다 무시당했을 때 더 높은 구매진행

의도를 보일 것이다.

4.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인의 존재가 구매진행

의도에 미치는 영향

타인의 존재(presence of others)가 개인의 행동과 수

행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촉진(social facilitation) 

관련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촉진이란 

인간의 기초적인 삶의 모든 대인관계 과정에서 궁극

적으로 존재하는 외적 요인 중의 하나로 어떤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순한 관중의 존재가 그 수행 결과

에 정 ·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을 말한다(Carron, 

1982).

Triplett(1898)는 자전거 타기 속도 측정을 통해 인

간이 혼자서 과제를 수행할 때보다 타인과 함께 있

는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 개인의 수행 수준이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후 타인의 존

재가 과제 수행을 촉진한다는 Triplett(1898)의 원가

설을 지지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었으나,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Zajonc(1965)의 추동이론에 입각한 사회적 촉진의 일

관성 개념이 대두되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추

동(motivation impulse)이란 ‘내면적 동기유발 의욕’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일종의 하고자 하는 의욕적 충동

이 일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Zajonc(1965)는 타인이 

있음으로써 추동이 일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 단순

하고 쉬운 과제를 수행하는 일은 혼자 일할 때보다 

더 잘하게 되지만, 숙달되지 못한 기술로 과제를 수

행할 경우 지켜보거나 함께 하는 사람들에 의해 오

히려 방해를 받는다고 하였다. 즉, 비대화형 사회적 

존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방

해하거나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Guerin(1993)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일반적으

로 복잡한 행동(예: 구매)을 억제하고 간단한 행동

(예: 쉽고 반복적인 실험실 운동)을 촉진한다고 하였

으며, Carron(1982)은 인간의 대인관계에서 어떤 과

제를 수행할 때 타인의 단순한 존재가 그 과제의 수

행결과에 정적 또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단순 존재 이론(mere presence theory)에 의

거하여 다른 사람들의 존재(예: 크기와 근접성)가 소

매 상황에서 구매습관과 감정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

칠 수 있는지 조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Argo et 

al., 2005). 또한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자신이 받게 될 

대부분의 보상과 처벌의 근원이 타인임을 배우게 되

며, 나의 수행이 평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느끼는 상

황을 많이 접하게 된다(Leary et al., 1987).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도 평가 우려가 유발되

는 상황이 다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은 타인의 존재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과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아니

라 각성(arousal)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Za-

jonc, 1965). 구체적으로, 작업이 단순할 때 타인의 존

재로 각성이 증가하면 성과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

지만, 작업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타인의 존재로 

각성이 증가하면 성과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명

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무시당하는 조건은 간접적

이고 미묘한 배제를 경험하는 상황으로 거절당하는 

조건에 비해 구매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타인의 존재로 각성이 증가하여 의사결정의 

방해를 받아 구매진행의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 이와 달리 명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거절당하

는 조건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배제를 경험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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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시당하는 조건에 비해 구매의사결정 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가운데 타인의 존재로 각성이 증가하

므로 구매진행의도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패션 명품 구매 시 무시당하는 조건에서 타

인의 존재는 소비자의 구매진행의도를 낮

추는 반면, 거절당하는 조건에서 타인의 

존재는 소비자의 구매진행의도를 높일 것

이다.

5. 사회적 배제 유형, 타인의 존재, 자기효능감이 

구매진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Bandura(1977)에 의해 개념이 발달되고 정교화된 자

기효능감은 바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고

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어려움이나 장애가 예상되

는 일에 대해 자신이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과 자

신감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고와 감정, 그

리고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체계를 가지며, 자기체계

는 인지와 정서구조를 갖고 환경을 변화시키며 자기

조절(self-regulation)의 기능을 한다. 자기조절 기능 중

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기효능감을 꼽을 수 있

다. 그 이유는 인간의 행동, 감정, 동기, 태도 등이 그

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능력보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Bandura, 1986, 

199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낮

은 사람보다 목표 수준과 목표 수행능력이 높다(Tho-

mas & Mathieu, 1994; Wood & Bandura, 1989). 그러나 

일의 수행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낮다고 인지하고 있으면 실제 목표

에 대한 수행능력이 낮게 나타난다(Phillips & Gully, 

1997).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선택

하는데 영향을 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

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환경적 변화에 자연스

럽게 대처한다. Kahng and Jwa(2007)는 자기효능감

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행

동하며, 자신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그 과제나 상

황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찾는다고 

하였다. Zimmerman et al.(1992)은 자기효능감이 높

은 사람은 자기조절능력이 우수하고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으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Han and Kim(2008)은 자

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이전 행동을 지속하

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매몰비용효과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소비자

는 자기효능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소비 행동의 오

류를 범할 가능성의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

편, Barker et al.(1997)은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예상되

는 부정적 감정과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하였

다. 즉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 기

회, 그리고 사회적 협동의 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감

정과 일관되게 행동하지만, 통제력의 부족에 대한 지

각은 예상되는 감정과 행동 간의 관계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예상되는 감정의 예측력은 행동에 대해 통제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고려할 때 향상될 수 있

다(Han & Kim, 2008).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무시와 거절과 같

은 종업원에 의한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타인의 존재 

유무와 함께 명품 구매진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

상된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높고 자기관찰, 자기평가

와 같은 조절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인의 존재 유무에 따라 구매진

행의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

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종업원에 의한 사회적 배

제나 타인의 존재 유무가 자신의 노력 부족과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므로 두 변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구매

진행의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패션 명품 구매 시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

인의 존재 유무의 상호작용이 구매진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이 높

은 소비자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은 소

비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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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본 연구는 2(사회적 배제 유형: 무시되어지는, 거절

되어지는)×2(타인의 존재: 유, 무)×2(자기효능감: 고, 

저)의 혼합요인 실험설계(mixed factorial design)를 적

용하였다. 자기효능감(고, 저)은 집단 내 변인으로 설

계하였다.

2. 실험자극물 시나리오

사회적 배척 유형의 조작적 구분을 위해 대학생들

이 쇼핑하는 상황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무시는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형태로, 거절은 보다 명백하고 직접적인 형

태로 묘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오랜만에 편안

한 복장을 하고 쇼핑하러 나갔는데, 우연히 1층 명품

관을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에서 이야기

를 시작하였다. 이때 시나리오 상황을 두 가지로 구분

하여 사회적 배척을 무시와 거절로 세분화하여 살펴

보았다. 무시를 받은 상황의 경우 마음에 드는 제품

의 가격을 물어보았으나 종업원이 야릇한 표정을 지

으면서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다가 다시 가격을 

물어보자 마지못해 계산기를 꺼내어 가격을 말하는 

상황으로 조작되었다. 거절당한 시나리오는 브랜드

의 프리미엄 회원들께만 판매되는 제품이라 보여줄 

수 없다는 상황으로 조작하였다. 타인의 존재 유무의 

조작적 구분은 혼자 쇼핑하는 상황과 친구와 함께 

쇼핑하는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3. 실험절차

실험은 개별집단 실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실험자

의 주관 하에 대학교 강의실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선, 설문에 대한 주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피

실험자들에게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인의 존재 유무

에 따른 자극물 시나리오가 포함된 설문지를 배부하

였다. 자극물이 포함된 설문지 배부 시 뒤집어 놓게 

함으로써 피험자들이 미리 자극물과 설문지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실험 시작 후 30초 동안 연구에 대

한 개괄적인 소개를 읽고 설문지 안에 포함된 실험 자

극물 사니리오를 꺼내어 주의 깊게 읽도록 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의 정보처리 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시나리오 자극에 대한 노출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

였다. 설문지를 미리 보지 못하도록 한 번 더 주의를 

주었다. 조건별로 처치된 자극물 시나리오에 3분 동

안 노출된 피험자들은 조작적 검증 및 외생변수의 통

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과 본 연구의 측정

변수인 구매진행의도와 자기효능감 문항에 응답하

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변수

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후 설문지를 

수거하고, 피험자들에게 본 연구의 실제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실험을 종료하였다.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인의 존재 유

무에 대한 소비자 반응변수로 구매진행의도를 측정

하였다. 구매진행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매의도에 

관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즉, ‘시선을 

끌었던 제품(브랜드)을 착용해 볼 가능성이 있다’, 

‘관심 있었던 제품(브랜드)을 살 가능성이 있다’, ‘눈

에 띄었던 제품(브랜드)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의 3문

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7)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였다. 구매진행의도를 측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이겐값 2.196, 설명력 73.215%의 하

나의 요인으로 축약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803으

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연구(Bandura, 

1977)에서 사용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즉,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당황스

러워하지 않는 편이다’, ‘나는 위협적인 상황이라도 

스트레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다’. ‘나는 아주 쉬운 일보다는 차라리 어려

운 일을 선호하는 편이다’, ‘나는 비록 실수를 하더라

도 어려운 일을 좋아하는 편이다’, ‘나는 주어진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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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울수록 좋다고 생각한다’의 10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7)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

과,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의 3개

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과제난이도는 아이겐값  3.868, 

설명력 38.676%, 자기조절효능감은 아이겐값 1.661, 

설명력 16.611%, 자신감은 아이겐값 1.145, 설명력 

11.454%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는 과제난이도가 

.850, 자기조절효능감이 .738, 자신감이 .709 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자기

효능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세 가지 요인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전체 응답자들에 대한 자기효능감

의 평균값은 4.441(표준편차=.799)로 나타났으며, 평

균값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집단을 자기효능감이 높

은 집단으로, 평균값보다 낮은 값을 가지는 집단을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5.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피험자들은 4가지 실험상황에 45명씩 무작위로 

할당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하고 

총 162명의 데이터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

을 위해 SPSS 22.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

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6. 표본의 특성

피험자 표본의 성별은 남자 50.3%, 여자 49.7%로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20~23세가 44.1%, 

24~27세가 51.6%, 28세 이상이 4.2%로 나타났다. 가

정의 월 평균소득은 500만 원 이상이 20.4%, 300~

400만 원 미만이 16.0% 200~300만 원 미만이 15.4%, 

400~500만 원 미만이 13.6%, 200만 원 미만이 11.2%, 

잘 모름이 23.0%를 차지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실험조작검증

사회적 배제 유형에 따른 실험조작이 제대로 이루

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형별 차이 인식을 측정

하였다. 사회적 배제 유형별 차이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시나리오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간접적으로 배제된 상황이다’, ‘직

접적으로 배제된 상황이다’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측정된 문항들에 대한 조작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시당한 경우에 간접적 배제라고 생각한다는 값이 

직접적 배제라고 생각한다는 값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6.463, p<.001), 거절당한 경우

에 직접적 배제라고 생각한다는 값이 간접적 배제라

고 생각한다는 값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t=–2.873, p<.01) 실험조작이 의도한대로 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에서 본 고객 사

례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자

극물 시나리오의 사실성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그 

결과, 무시당한 경우와 거절당한 경우의 모든 값이 

5.03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자극물 시나리오가 사실

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가설검증 결과

가설 1은 사회적 배제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진행의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평균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배

제 유형에 따라 구매진행의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시당하는 조건에서 구매

진행의도의 평균값(M=2.943)이 거절당하는 조건에

서 구매진행의도의 평균값(M=2.784)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643, p>.05).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되었다. 

Mean

Being ignored Being rejected

Mean t Mean t

Indirect 6.242 6.463 

(p=.000)

5.894 –2.873 

(p=.005)Direct 5.057 6.376

Realism 5.315 5.035

Table 1. Manipulatio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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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록 사회적 배제 유형에 따

른 구매진행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지만, 소비자가 종업원에 의해 거절되었

을 때보다는 무시되었을 때 구매진행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절되었을 때는 사회적 관

계에 대한 상실감을 느껴 구매를 중단함으로써 불쾌

한 접촉을 피하고자 하는 반면, 무시되었을 때는 자

존감의 위협을 느껴 사회적 접촉을 통한 재참여의지

가 높아진다고 한 Kitayama et al.(2004)의 연구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가설 2는 사회적 배제 유형이 구매진행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타인의 존재 역할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인의 존

재 유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구매진행의도를 종

속변수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인의 존재 유무 간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62)

=8.768, p<.01)(Table 3). 즉, 사회적 배제 유형이 구매

진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타인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변인의 효과를 구체적

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

다.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t 검증을 실시한 결

과, 무시당하는 조건에서는 혼자 쇼핑할 때(M=3.324)

보다 타인과 함께 쇼핑할 때(M=2.581) 구매진행의도

가 유의하게 낮은 반면(t=2.170, p<.05), 거절당하는 

조건에서는 혼자 쇼핑할 때(M=2.436)보다 타인과 함

께 쇼핑할 때(M=3.124) 구매진행의도가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2.028, p<.05). 이는 무시당하

는 조건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패션 명품 구매진행의

도를 낮추는 반면, 거절당하는 조건에서는 패션 명품 

구매진행의도를 오히려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존재

보다 각성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Zajonc(1965)

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무시당하는 조건은 간접적

이고 암시적인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구매의사결

정 과정이 복잡하며 이때 타인의 존재는 상황을 더 

어렵게 하여 구매진행의도가 낮아지고, 거절당하는 

조건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구매의사결정이 비교적 단순하며 이때 타인의 존재

가 오히려 각성을 증가시켜 구매진행의도가 더 높아

진 것으로 해석된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ean (S.D.) n t df p

On-going purchase 

intention

Being ignored 2.943 (1.528) 77
.643 159 .521

Being rejected 2.784 (1.591) 85

Table 2. Difference in on-going 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social exclusion type

Dependent variable Source Sum of squares d.f. F p

On-going purchase 

intention

Social exclusion type (A) 01.193 1 0.510 .476

Presence of others (B) 00.031 1 0.013 .909

A×B 20.522 1 8.768 .004

Error 02.341

Table 3. Interaction effect of presence of others in the influence of social exclusion type on on-going purcha-

se intention

Fig. 1. The interaction effect of social exclusion type 

and presence of others on on-going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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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은 패션 명품 구매 시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

인의 존재 유무의 상호작용이 구매진행의도에 미치

는 영향은 소비자의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배

제 유형, 타인의 존재 유무, 자기효능감의 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배제 유형, 

타인의 존재 유무, 자기효능감의 삼원상호작용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955, 

p<.027).

우선, 자기효능감이 낮은 소비자 집단의 경우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인의 존

재 유무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F=12.629, df=42, p<.001). 구체적으로, 무시당하는 

조건에서는 혼자 쇼핑할 때(M=3.750)와 타인과 함께 

쇼핑할 때(M=2.902) 사이에 구매진행의도에 있어 유

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t=1.908, p>.05), 거절당하는 조

건에서는 타인과 함께 쇼핑할 때(M=3.466)가 혼자 쇼

핑할 때(M=2.030)보다 구매진행의도가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3.131, df=35, p<.01). 이는 자기

효능감이 낮은 소비자 집단의 경우, 타인의 존재 유무

가 사회적 배제 유형이 패션 명품 구매진행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높은 소비자 집단의 경우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인의 

존재 유무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F=.010, df=1, p>.05). 구체적으로, 무시

당하는 조건에서는 혼자 쇼핑하는 경우(M=2.631)와 

타인과 함께 쇼핑하는 경우(M=2.568) 사이에 구매진

행의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10, df=34, p>.05). 거절당하는 조건에서도 혼자 

쇼핑할 경우(M=2.929)와 타인과 함께 쇼핑할 경우

(M=2.940) 사이에 구매진행의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21, df=45, p>.05).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소비자 집단의 경우, 사회적 배

제 유형이 구매진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타인의 존

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타인과의 관계형성과 인간 상호작

용을 돕는 요인으로(Bandura, 1997) 선행연구들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응력이나 대인관계능

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ever 

& Hardin, 1999; Lee et al., 2017). 따라서 자기효능감

이 높은 소비자 집단은 패션 명품 쇼핑 시 사회적 배

제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상태나 

욕구 및 기대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판단이 이루

어져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인의 존재 유무의 상호작

용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소비자 집단은 패션 명품 쇼핑 시 

사회적 배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불안을 느끼는 정

도나 감정 상태가 다르고 자기관찰, 자기평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타인의 존재 유무가 사회적 

배제 유형이 패션 명품 구매진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및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고객들이 서비스 접점에서 종업원

에 의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때 배제 유형에 따라 구

매진행의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실험을 통해 확

Fig. 2. Low self-efficacy group. Fig. 3 High self-efficacy group.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5, 2020

– 888 –

인하고, 이와 함께 타인의 존재 유무의 상호작용효

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인의 

존재 유무가 구매진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

특성변인인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및 이론적 · 실무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패션 명품 구매 시 서비스 접점에서 이루어지

는 고객에 대한 종업원의 사회적 배제 효과를 살펴보

았다는 점에서 고객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점

이 있다.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 응대전략과 관련한 선

행연구들은 주로 고객의 불만이나 불평에 대해 종업

원이 어떻게 응대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초점

을 맞추어 왔다. 본 연구는 관점의 변화를 통해 서비스 

접점에서 종업원의 사회적 배제 유형이 고객의 반응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보의 피드백이 이

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객 서비

스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한다.

둘째, 패션 명품 구매 시 어떤 유형의 사회적 배제

를 경험했을 때 소비자의 구매진행의도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알아본 결과, 거절당하는 조건보다 무시

당하는 조건에서 구매진행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소비자가 패션 명품 쇼핑 상황에서 판매원에 

의해 거절당했을 때에 비해 무시당했을 때가 패션 명

품 구매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고 자존

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명품 판매원에 의해 무시당했을 때 소비자는 자신

의 존재감과 효능감을 강화하려는 동기가 발현되어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과시적 소비 성향을 보이

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처지와 어려움보다는 자

신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더 낮은 친사회적 

행동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거절당했을 때 보다 구매

진행의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실험 

시나리오에서 백화점 명품관 쇼핑이라는 일반적인 

상황 자극을 주어 소비자 개인별로 차별화된 패션 명

품 브랜드 선호도,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명성 등이 

반영되지 않아 구매진행의도의 차이를 약화시킨 것

으로 추측된다. 

셋째, 사회적 배제 유형이 소비자의 구매진행의도

에 미치는 영향이 타인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

인의 존재 유무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무시당하는 조건에서는 혼자 쇼

핑할 때보다 타인과 함께 쇼핑할 때에 구매진행의도

가 유의하게 낮은 반면, 거절당하는 조건에서는 혼

자 쇼핑할 때보다 타인과 함께 쇼핑할 때에 구매진행

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시

당하는 상황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패션 명품 구매진

행의도를 낮추는 반면, 거절당하는 상황에서는 타인

의 존재가 패션 명품 구매진행의도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조건의 구매진행의도

를 방해하고 거절당하는 조건의 구매진행의도를 촉

진한다는 점은 향후 무시와 거절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과시적 소비와 충동구매(impulsive 

buying)와 같은 사회적 배제의 전형적인 자기규제 관

련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무시되는 조건에서 타인의 존재는 패션 명품 구매

진행의도를 낮추므로 낭비와 사치를 못하도록 제어 

하거나 충동구매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무시되는 조건

에서 타인의 존재는 규범적인 가치를 활성화시켜 충

동구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대

조적으로 거절당하는 조건에서 타인의 존재는 패션 

명품 구매진행의도를 높이므로 독립적으로 쾌락적 

목표의 추구와 자발성을 격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소비자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

명은 현명한 소비 생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패션 명품 구매 시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인

의 존재 유무의 상호작용이 구매진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배제 유형, 타인의 존재 유무, 

자기효능감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소비자 집단의 경우, 사회적 배제 유형이 패션 명품 구

매진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타인의 존재 유무

가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효능

감이 높은 소비자 집단의 경우, 사회적 배제 유형이 

구매진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타인의 존재 유

무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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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목표 성취에 적극적이

며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고 해당 과제를 포기하지 않

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

람은 목표 성취에 소극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

고자 한다(Bandura, 1997).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의 위협을 받는 무시당하는 조건에서 

손상된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 과시적 소비에 호의

적으로 반응한 결과, 구매진행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

은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고 과업을 수행함에 있

어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므로(Pintrich & de Groot, 

1990), 종업원에 의한 사회적 배제나 타인의 존재 유

무는 자신의 노력 부족과는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하

여 두 변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구매진행의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높고 자

기조절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실패의 원인을 자

신의 능력 부족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Ban-

dura & Schunk, 1981), 사회적 배제 유형과 타인의 존

재 유무의 상호작용이 구매진행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패

션 명품 쇼핑을 하는 동안 판매 종업원에 의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

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패션 명품 소비가 증

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스스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쇼핑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강조하는 것이 사회적 배

제로 인한 충동구매나 과시적 소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결론적으로 패션 명품 소비자와 판매 종업원의 원

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명한 패션 명품 소비 생

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

서는 패션 명품관 쇼핑 시 부담을 가지지 않고 당당

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특정 제품에 대해 

잘 모를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을 부탁하고 여러 가지 제품을 살펴보았다고 해서 

꼭 사야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특히 

평소에 자기효능감이 낮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명

품 판매 종업원과의 서비스 접점에서 배제를 받았다

고 지각할 때 그 원인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귀

인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과시적 소비나 충동구매, 구

매 후 후회 등의 부정적 결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명품 판매 종업원은 항시 고객

과 자신들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고객

들이 사회적 배제를 받았다고 지각하지 않도록 응대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있다

면 어떠한 요인들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서 소비자의 불편 인식과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주었

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패션 명품 브랜드는 판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때 종업원의 무시나 거절과 같은 사회

적 배제를 통한 고객의 경험을 교육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고객의 외모나 겉모

습에 의해 고객을 판단하고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은 

판매 서비스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

할 뿐 아니라 구매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강조하고 열린 마음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

가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

게 무시와 거절의 두 가지 사회적 배제 상황을 주고 

실험을 통해 사회적 배제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살펴

보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적

이 있는 실제 명품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 또

는 설문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과의 일

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소비

자 반응변인으로 구매진행의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실제행동변수를 사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셋

째, 향후 연구에서는 타인의 존재 유무 뿐 아니라 타

인의 응집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정밀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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