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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cognize cognition of credit card and shopping value in contemporary society, cognition of credit card 

and shopping value according to types of consumption orientation, and factors that influence cognition of credit card and 

shopping value, and ultimately provide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proper shopping value. 

A total of 453 women and men residing in Seoul have been set as research objec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data was analyzed by Cronbach' alpha, frequencies, percentile, mean, factor analysis, K-mean cluster analysis, t-tes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ultiple linear regression. All analysis progress was done by spsswin12.0 statistics 

program.

A summary of this research goes as follows: First, categorization of consumption orientation lead to two clusters of rational 

and symbolic & conspicuity consumption patterns and cognition of credit card was categorized into positive and negative 

cognition and shopping value was categorized into hedonic shopping value, utilitarian shopping value and time-save shopping 

value. Second, rational shoppers had high utilitarian shopping values and symbolic & conspicuity shoppers had high both 

hedonic shopping values and utilitarian shopping values. Thir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hedonic shopping value and 

utilitarian was consumption orientation. In conclusion, this research has showed that cognition of credit card and shopping 

value according to types of consumption orientation patterns varied, and that consumption orientation was an influential factor 

on cognition of credit card and shopping value. 

                                                                                                       

▲주요어(Key Words) : 신용카드인식(cognition of credit card), 쇼핑가치(shopping value), 소비성향 (consumption orientation) 

Ⅰ. 서 론

경제발 의 가속화와 복잡해진 시장 환경에 따라 소비자

들은 많은 소비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  신용

*  본 논문은 2011년도 상명 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

되었음.

** 주 자․교신 자 : 서인주 (E-mail : ijseo@smu.ac.kr)

카드는 인의 필수품으로 구나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제 로 알지 못한 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곧 빚이

라는 인식 없이 사용하여 경제 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가 많다. 이러한 상의 원인  하나는 우리사회에 신용카

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 으

로 신용카드에 한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

인구가 격히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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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신용카드 란을 겪었으며, 최근 들어 비슷한 

상이 재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사나 할부

융사의 가계 출이 은행 출보다 두 배 가량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신용 불량자가 약 400만 명이며 카드업계에 수조

원의 공 자 이 투입되는 등 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

고 있다(“정부 카드 란 책 서둘러야” 2012). 이에 정부에

서는 신용카드사용을 억제하고자 신용카드 발 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만20세 이상이고 소득이 출 원리  상환액

보다 많아야 하며, 신용등  6등 이내인 자에 한해 신용카

드를 발 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발  규제 제도를 도입하

다(“‘신용 6등 이내’ 카드발  기  강화된다.”, 2011). 

한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행 25%에서 30%로 증가시

킴으로서 신용카드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 다(“직

불카드 사용 활성화, 소득공제 한도액 늘리고 부가서비스 강

화”, 2011). 인의 필수품이 된 신용카드사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서 시 히 개선  책이 필요

한 부분이다. 

한편 소비생활 반에 거쳐 요한 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 쇼핑 가치이다. 어떤 식으로 구매 할지를 결정하는 요

한 변수가 쇼핑 가치이며(서인주, 2010), 가치는 제품 선택, 

상표선택, 시장세분화 등 소비자행동의 이해  마 연구

에서도 요한 요인이다(Engel et al., 1995). 쇼핑 가치는 개

인의 소비생활 반에 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소비문

화 형성에 기 가 되기 때문에 건 한 소비문화를 유지하기

해서 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쇼핑 가치의 

다차원  특성을 고려해 과업 련/제품획득의 측면과 쾌락

 측면(이학식 등, 1999)에서 근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Babin 등(1994)의 연구를 토 로 쇼핑을 일로서 처리하는지

(실용  쇼핑가치, utilitarian shopping value), 즐거움을 

얻기 한 수단(쾌락  쇼핑가치, hedonic shopping value)

으로 생각하는지를 심으로 쇼핑 가치를 측정하고자 한다. 

쇼핑 가치에 한 연구들은 부분 충동구매, 쇼핑 감정, 

랜드인지도, 소비능력 등과의 계를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

에서는 소비성향에 따른 쇼핑가치의 차이를 살펴보고 쇼핑 

가치에 향력 있는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소비성향은 소비생활 반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

이며, 소비생활의 일부분인 개인의 쇼핑가치와 신용카드사

용에도 향력을 행사하는 변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

비성향에 향을 받는 변수  쇼핑가치와 신용카드 사용 변

수를 주요 종속변수로 선정함으로서 인들의 소비행동 

 소비문화트랜드를 심도있게 분석해 보고자 하 다. 한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인식  쇼핑가치의 구성요인을 알아

보고 그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 으로서 인의 소비

생활을 이해하고 올바른 신용카드 인식과 쇼핑가치 형성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소비성향에 따른 신용카드

인식과 쇼핑가치의 차이 분석결과는 기업의 시장세분화  

마  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이론  배경

1. 신용카드 인식

신용카드에 한 연구는 신용카드 보 의 증가에 따라 

1990년 후반부터 꾸 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반 

신용카드 란으로 신용카드의 문제 이 드러나면서 신용카

드교육  인식에 한 연구로 확 되었다. 신용카드태도와 

행동, 신용카드 인식, 사용 등에 한 연구가 많으며, 이를 

재무 리행동, 소비자행동과 련지어 연구되어왔다. 그밖

에도 신용불량이나 신용회복(송성태, 2003; 이은희, 2009; 임

병철, 2005), 신용카드 연체(박미희․여정성, 2005), 신용카

드 고객만족(이형석 등, 2004; 최천규, 2010) 등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용카드인식에 한 연구를 심으로 살펴보면, Xiao 등

(1995)은 학생을 상으로 신용카드에 한 태도를 감정

(affective) 측면, 인지 (cognitive) 측면, 행동 (behavi-

or) 측면으로 나 어 조사하 다. 감정  측면은 ‘신용카드

는 나를 행복하게 한다’ 등의 느낌을 말하며, 인지  측면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등과 

같은 인지상태를 말하며, 행동  측면은 ‘더 많은 신용카드

를 만들고 싶다’와 같은 신용카드사용행동에 한 것이다. 

조사한 결과 82%는 감정 으로 정 인 태도(favorable 

affective attitude), 67%는 인지 으로 정  태도를(favo-

rable cognitive attitude)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

드 인식에 하여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교한 Hayhoe 등(1999)의 연구결과 신용카드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정 으로 더 정 이었으며 신용

카드를 4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장 가지고 있는 사

람보다 인지  측면에서 더 정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

카드에 해 정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다른 연구결과들(서경의, 1997; Chien 

& De vaney, 2001)과 일치하는 것이다. 김 신(2005)은 신

용카드에 한 호의  태도를 변수로 재무 리행동과 신용

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의 인과 계를 분석하 으며, 이재

희(1996)는 신용카드인식  사용에 한 연구에서 신용카

드에 한 인식을 편리성, 경제  유익성, 과시성, 합리성으

로 나 어 측정하 다. 

이상과 같이 신용카드에 한 인식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

하나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에 한 생각이나 느낌을 명확

히 알 수 있는 정 , 부정  인식을 심으로 소비성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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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2. 쇼핑가치

쇼핑은 인의 생활에 필수 인 활동이며, 쇼핑 시 요

한 기 이 되는 가치 을 쇼핑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인

간의 가치에 한 거시  을 쇼핑과 련시켜 미시  

으로 악하는 것이다. 쇼핑 가치는 소비자의 모든 정성

, 정략 , 주 , 객 인 쇼핑경험들로서 상 인 평가

기 이 고려된 가치에 한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이철선․

방석범, 2004), 쇼핑이라는 행 에 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

는 지속 인 신념이기도 하다(김지 ․박재옥, 2002). Hirs-

chman and Holbrock(1982)은 가치의 개념을 제품자체보

다는 소비경험을 하는 사람과 제품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생긴다고 보았으며 소비는 합리  정보처리 과정이라기보다

는 다양한 상징  의미와 쾌락  반응과 심미  변수를 갖고 

있는 주 인 경험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통 인 

과 상반되는 새로운 개념인 쾌락  소비를 제시하 다. 이는 

소비자들이 갖게 되는 쇼핑 가치를 포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수단 인 결과를 추구하는 실용  가치뿐만 아니라 

경험 인 결과를 추구하는 쾌락  가치가 함께 연구(이승

욱․김종 , 1988)되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련의 선행연구들(Babin et al., 1994; Barucci & Zezza, 

1996) 한 소비자들이 이성 이고 합리 으로 쇼핑한다는 

기존의 연구 과 달리 구매과정자체를 즐기는 것도 하나

의 쇼핑 가치로 존재함을 주장하 다. 부분의 연구에서는 

쇼핑 가치를 실용  차원과 쾌락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으

며 실용  쇼핑 가치는 쇼핑시 의무감과 계가 있어 일로 

규정하고 반드시 완수해야하는 일로 인식하는 것이다(이학

식 등, 1999). 실용  쇼핑 가치와 쾌락  쇼핑가치의 두 차

원에서 연구한 연구를 살펴보면, Faber et al.(1989)은 실용

 쇼핑 가치는 계획 이고 효율 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

을 의미하며 쾌락  쇼핑 가치는 구매과정에서 나오는 내  

가치  심리  혜택을 의미한다고 하 다. 

이상의 쇼핑 가치에 한 이론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쇼핑가치의 하 요인 구조와 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3. 소비성향

소비성향에 한 연구는 소비자학 뿐만 아니라, 경 학, 

의류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

다.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만족과 련된 요인들이 경제  측

면 외에도 많아짐에 따라 세분화된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

들이 다양한 학문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한 에서 Holt

(1995)는 소비의 구조  특성을 기 로 인간 상호 계 측면에

서의 소비성향 체계를 제시하면서 소비성향을 제품을 구매

하고 사용하며 그것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에 한 느낌이 어떠한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소비성향에 한 연구는 연구자마다 는 연구의 주제에 

따라 다르게 소비성향을 정의하고 련변수들과의 계를 

연구하 다. 이은희․남수정(2004)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소비과정에서 비교  일 되게 나타나는 심리  

경향으로 정의하고, 개개인의 소비행동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보았다. 박효원(2004)은 소비자의 구매동기  사

용방법과 사용 후 처분방법 등 반 인 소비활동을 지배하

는 심리  행동상의 일정한 경향이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소비성향은 인구통계학  특성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계층

의 사회  요인과 거집단 등 미시 사회  요인에 의해서 

강하게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학식 등, 2001) 

많은 하 요인들로 구성되어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 졌

다. 이은희․남수정(2004)은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 소비성향을 지배성과 상징성으로 나 고, 다시 내부와 외

부로 나 어 내부 지배성, 외부 지배성, 내부 상징성, 외부상

징성으로 나 었다. 이지인․김용숙(2001)은 계획성, 실리

성, 쾌락성을 하 요인으로 보았으며 군집분석을 통한 소비

성향유형은 실용주의집단, 편의주의집단, 감각주의집단으로 

분류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성향을 소비활동 시에 심이 되는 

생각과 행동으로, 일 되고 지속 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하 요인 구조를 밝히고 이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인의 신용카드 인식과 쇼핑 가치를 알아보

고 소비성향에 따른 신용카드인식과 쇼핑가치의 차이를 살

펴보고자 한다. 한 신용카드인식과 쇼핑 가치에 향을 미

치는 변수를 알아 으로서 신용카드에 한 인식과 쇼핑가

치가 형성되는 process를 이해하고 나아가 건 한 쇼핑가치 

형성을 한 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신용카드 인식과 합리

 신용카드사용으로 이어지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신용카드인식, 쇼핑가치, 소비성향의 일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일반  특성과 소비성향에 따라 신용카드 

인식  쇼핑 가치에 차이가 있는가?



4 한국가정 리학회지 : 제 30권 3호 2012

- 108 -

variables contents
No. of 

questions

Forms of 

measurement
reliability

cognition of credit 

card

Edited and supplement the researches of Xiao et al.(1995), 

Hayhoe et al.(1997), Injoo Seo (2009)
10

Likert 5 point 

criterion
.60

shopping value
Edited and supplement the researches of Babin et al.(1994)와 

Jeonghee Seo(2004)
20

Likert 5 point 

criterion
.72

consumption 

orientation

Edited and supplement the researches of Dongho Kim(1996), 

Hyowon Park(2004), Yiju Kang․Jabin Shin(2006)
20

Likert 5 point 

criterion
.68

Table 1. Tools of Measurement

<연구문제 3> 신용카드 인식과 쇼핑 가치에 향을 미치

는 변수는 무엇인가?

2. 조사 상  기간

본 연구의 조사 상자는 신용카드사용이 본격화되는 20

 이상의 성인으로 하 으며, 그  취업하 거나 기혼자를 

선정하 다. 이는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생활주기  1단계

에 해당되는 미혼이며 경제 으로 독립한 자와 2단계~6단계

에 해당되는 기혼자를 포함하기 함이다.

비조사는 2010년 12월5일부터 12월 25일까지 58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비조사결과를 반 하여 설문문항

을 수정․보완하 다. 본 조사는 응답자의 성별  생활주기

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온라인업체((주)엠 인)를 통해 온

라인으로 200개의 자료를 얻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의 단

인 신뢰성 문제를 보완하기 하여 오 라인 조사를 병행하

다. 오 라인으로는 281명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으

며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253개의 자료를 획득하 다. 

최종 으로 453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 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조사 상자의 일반  특

성, 신용카드 인식, 쇼핑가치, 소비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문

항으로 구성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성별, 연령, 결혼여부, 월수입을 질문하 으며 생활

주기를 측정하 다. 생활주기는 선행연구(노윤주․이연숙, 

1997; 유 주, 1984)에서 사용된 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재

의 사회변화에 맞게 수정하여 총 6단계로 측정하 다. 1단계

는 독립기로서 첫 취업부터 결혼 단계로 정하 으며 이는 

사회 반 인 만혼 상으로 결혼  기간이 증가한 life-cy-

cle의 변화를 반 한 것이다. 2단계는 가족형성기로서 결혼

부터 첫 자녀 출산  단계이며, 3단계는 자녀출산  유아기

로서 첫 자녀 출산부터 첫 자녀 등학교 입학  단계이고, 

4단계는 자녀 등교육기로서 첫 자녀 등학교 입학부터 첫 

자녀 학교 입학  단계이다. 5단계는 첫 자녀 학교 입학

부터 첫 자녀 학교입학( 는 취업)  단계로 자녀 ․고

등 교육기 단계이고 6단계는 첫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한 때부터 막내자녀 결혼까지의 단계로 자녀성인기  

노년기단계로 정하 다. 성인기와 노년기를 하나의 단계로 

합친 이유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자녀와 함께 노년기를 보내

는 부부가 많아진 을 반 한 것이다. 신용카드에 한 인

식은 Xiao et al.(1995), Hayhoe et al.(1999)의 연구내용을 

기본으로 한 서인주(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

로 하 다. 쇼핑 가치에 한 질문은 Babin et al.(1994)의 연

구에서 사용한 쇼핑 가치를 토 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

정하여 사용하 다. 소비성향은 강이주․신자빈(2006)의 연

구를 근거로 수정 보완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 다. 각 

역의 구체 인 문항구성  측정 방법은 <Table 1>과 같

으며 신뢰도는 분석에 사용한 문항의 신뢰도를 표시하 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조사 상자의 특성, 신용카드 인식, 쇼핑가

치, 소비성향의 일반  경향을 악하기 하여 빈도, per-

cent, 평균 산출하 으며 신용카드 인식, 쇼핑가치, 소비성향

에 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소비성향에 따른 신용카드인식과 쇼핑가치의 차이

를 살펴보기 하여 소비성향은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유형

화하 다. 소비성향유형을 독립변수로 신용카드인식  쇼

핑 가치에 해서 t-검증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 으며 사

후검증으로 Duncan의 다 분류분석을 이용하 다. 한 쇼

핑가치  신용카드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회귀식의 선형성 가

정을 검증하고 다 공선성문제를 악하기 하여 Durbin-

Watson 검증과 공차한계 검증을 실시하 다. 이상의 분석

은 SPSS WIN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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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frequency(%)

gender
men

women

219(48.3)

234(51.7)

age

20s

30s

40s

50s

more than 60s 

124(27.5)

123(27.3)

100(22.2)

 59(13.1)

 45(10.0)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346(76.4)

107(23.6)

monthly income

less two million won

tow million-less three million won

three million-less four million won

four million- less five million won

more than five million won

129(28.5)

128(28.5)

 89(19.6)

 47(10.4)

 59(13.0)

life cycle

stage1: pre-marital independent stage

stage2: family formation stage

stage3: infant child stage

stage4: toddler child stage

stage5: adolescent child stage

stage6: adult child and elderly stage

110(24.3)

 61(13.5)

 68(15.0)

 63(13.9)

 62(13.7)

 89(19.6)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453)

questions
factor 

loading

eigen- 

value

Dispersion 

ratio(%)
reliabili-ty

factor 1

negative 

cognition

I think that use of credit card is not wise 

I do not want to use my credit card..

Because we use a credit card, debt increases. 

If you use a lot of credit card, then debt will increase eventually. 

If you use a credit card, then must pay a fee 

.80

.78

.74

.73

.65

3.53 50.35 .83

factor 2

positive 

cognition

It's nice to have a credit card

I prefer to use a credit card

.64

.62
1.16 16.59 .77

total dispersion ratio(%) 66.94

Table 3. Factor Structure of the Cognition of Credit Card

Ⅳ. 분석  결과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 여학생의 분포가 비슷하 으며, 연령은 2, 

3, 40 는 비슷하 으나 50 와 60 가 은 편 이었다. 결

혼 여부는 기혼이 76%로 부분이 결혼한 상태 다. 월수입

은 300만원미만인 경우가 57% 으며 500만원이상인 경우도 

13%나 되었다. 생활주기는 조사 상 선정 시 골고루 분포되

도록 표집 하 기 때문에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비교  고르

게 분포되었다. 

2. 신용카드 인식, 쇼핑가치, 소비성향의 일반  경향

1) 신용카드 인식의 요인구성  일반  경향

신용카드 인식의 구성요인을 밝히기 해 베리멕스회

을 이용하여 아이겐 값이 1.0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는 요인분

석을 실시하 다. 처음 설문에 사용한 신용카드인식에 한 

문항은 모두 10개 으나 요인 부하량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3문항(문항8~문항10)을 제외한 7개 문항을 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Tabl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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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on of credit card mean standard error

negative cognition

positive cognition 

2.74

3.57

.85

.87

Table 4. General Trend in Cognition of Credit Card

questions
factor 

loading

eigen- 

value

dispersio

n ratio(%)
reliability

factor1 

hedonic 

shopping 

value

I feel excitement when choosing items to buy when shopping. 

Shopping is an escape from reality for me. 

Shopping is not a must-do, it is a want-to-do. 

When shopping, I enjoy browsing through interesting new items. 

I enjoy shopping more rather than buying products.

Shopping is the most interesting activity for me. 

I forget all my problems and worries when I am  shopping. 

.85

.84

.84

.82

.81

.79

.78

5.23 40.21 .92

factor2

utilitarian 

shopping 

value

I only buy items that I have planned to buy when shopping.

I only buy products that I really need. 

I always keep the expenses under my budget. 

Since I am considerate in buying products, I do not feel regret after shopping.

.85

81

.78

72

2.40 18.48 .82

factor3

time saving 

shopping 

value

I select a store to multi-stores because I cumbersome to go to different stores.

I have to save time, I will use the nearest store.

.88

.83
1.34 10.28 .69

total dispersion ratio(%) 68.98

Table 5. Factor Structure of the Shopping Value

shopping value mean standard error

hedonic shopping value

utilitarian shopping value

time saving shopping value

2.70

2.95

3.41

.91

.46

.86

Table 6. General Trend in Shopping Value

신용카드 인식을 요인 분석한 결과 2개 요인으로 분류되

었으며 총 설명변량이 66.9%로 나타났다. 요인1은 신용카드

의 역기능 즉 부정 인 측면에 한 인식으로 ‘부정  인식’

이라고 명명하 으며 설명변량은 50.4% 다. 요인2는 

16.6%의 설명변량을 나타내었으며, 신용카드의 장 에 한 

인식으로 ‘ 정  인식’으로 명명하 다.

신용카드 인식의 경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즉 신용카드에 한 인식은 정 인식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2) 쇼핑가치의 요인구성  일반  경향

쇼핑가치의 구성요인을 밝히기 해 베리멕스회 을 이

용하여 아이겐값이 1.0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처음 설문에 사용한 쇼핑 가치에 한 문항은 

모두 20개 으나 요인분석 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요인에

서 높은 값을 보인 7문항(문항14~문항20)은 제외한 13개 문

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Table 5> 참조). 

요인분석결과 쇼핑 가치는 3개의 하 요인으로 나뉘었으

며 총 설명 분산은 약 69% 다. 첫 번째 요인은 쇼핑할 때 

흥분을 느끼고 쇼핑자체를 즐기는가에 한 문항들로써 ‘쾌

락  쇼핑가치’로 명명하 으며 설명변량은 40.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다. 요인2는 18.5%의 설명변량으로 계

획 으로 산에 맞춰 물건을 구입하는지에 한 문항들의 

묶음으로 ‘실용  쇼핑가치’로 명명하 다. 세 번째 요인은 

일  쇼핑과 가까운 상 이용을 선호하는 문항들로서 ‘시간

약  쇼핑가치’로 명명하 으며 설명변량은 10.3% 다. 

쇼핑가치의 일반  경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쇼핑가치의 하 요인  시간 약  쇼핑가치의 평균

값이 가장 높았으며, 실용  쇼핑가치, 쾌락  쇼핑가치 순

으로 나타나 인들은 바쁜 일상으로 쇼핑을 할 때도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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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factor 

loading

eigen- 

value

disper-

sion 

ratio(%)

reliabili

ty

factor 1

rational 

consum-ption 

orientat-ion 

I tend to plan for shopping before buying anything.

I carefully use my items, even though they are not expensive. 

I make a shopping list before buying things. 

I always consider if I can afford certain items before  buying. 

I tend to compare different stores before purchasing an item.

I usually do not buy items that I do not need. 

I try to use the items I already have rather than to  buy new things. 

I usually do not go over my income when shopping. 

I usually go shopping when there is a sale going on. 

.77

.66

.65

.64

.63

.61

.60

.56

.54

4.36 24.22 .81

factor 2

conspicuous 

consum-ption 

orientat-ion 

I tend to have the sudden urge to buy new items that I have not seen before. 

I am always interested in unique, eye-catching items and want to buy them. 

I do not buy items that it is not best. 

I tend to use items from well-known brands, although their products can be 

expensive. 

I look carefully around the person wearing clothes.

I usually spend money for now rather than save it for later. 

I buy products that I like, even though I haven’t previously planned on going 

shopping.

.71

.70

.66

.63

.49

.49

.42

3.06 17.00 .76

factor 3

status- based 

consum-ption 

orientat-ion 

I think what people own can be an important indicator of someone’s social 

background. 

I think consumption can be a standard of guessing one’s social status. 

.81

.79

1.25 6.96 .76

total dispersion ratio(%) 48.18

Table 7. Factor Structure of the Consumption Orientation

consumption orientation mean standard error

rational consumption orientation 

conspicuous consumption orientation 

status- based consumption orientation 

3.51

2.72

2.84

.55

.60

.87

Table 8. General Trend in Consumption Orientation

약하는 것을 요시함을 시사하 다. 

3) 소비성향의 유형

(1) 소비성향의 요인구성  일반  경향

소비성향의 구성요인을 밝히기 해 베리멕스회 을 이

용하여 아이겐값이 1.0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소비성향에 한 20개의 문항을 상으로 요인

분석을 하 으나 문항 3과 문항 5는 뚜렷한 요인 값을 나타

내지 않아 이 2문항을 제외한 18개의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Table 7> 참조).

요인분석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 분

산은 48.18%로 나타났다. 요인1을 설명하는 변량은 24.22%

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계획 이고 실용 으로 소비하는지

를 측정한 문항들로 ‘합리  소비성향’으로 명명하 다. 요

인2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축보다는 소비를 요시하는 성향에 한 문항으로 

‘과시  소비성향’으로 명명하 으며 설명변량은 17% 다. 

요인3은 소비로 그 사람의 사회  배경이나 지 를 단하

는 성향으로 ‘지  소비성향’으로 명명하 으며 설명변량은 

7%로 나타났다. 

소비성향의 일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

다. 합리  소비성향이 평균 3.51(.55)로 가장 높았으며, 지 소비

성향(m=2.84, sd=.87), 과시소비성향(m=2.72, sd=.60)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합리 소비성향이 높음을 시사하 다.

(2) 소비성향 유형분류를 한 군집분석

쇼핑가치의 요인분석에서 얻은 쇼핑가치 요인 수의 동

질성을 조사하기 하여 K-mean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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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group 1(N=242)

rational consumption orientation 

group 2(N=204)

conspicuous & status- based 

consumption orientation

F-value

consumption 

orientation

rational 

conspicuous 

status-based 

3.36

2.43

2.22

2.99

3.07

3.59

4.81

171.60

681.29

*

***

***

*p < .05, ***p < .001

Table 9. Cluster Analysis of Consumption Orientation (N=446)

cognition of credit card

positive cognition negative cognition

m(sd) t/ F Dun. m(sd) t/F Dun.

gender

 men

 women

3.54(.91)

3.59(.82)

-.62 2.71(.87)

2.77(.83)

-.67

age

 20s

 30s

 40s

 50s

 more than 60s

3.33(.95)

3.55(.88)

3.70(.85)

3.72(.72)

3.80(.70)

4.01**

b

ab

a

a

a

2.84(.90)

2.80(.88)

2.66(.85)

2.68(.76)

2.56(.76)

1.33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3.54(.91)

3.59(.82)

-.62 2.71(.87)

2.77(.83)

-.67

monthly income

 less tow million won

 tow million-less three million won

 three million-less four million won

 four million- less five million won

 more than five million won

3.38(.95)

3.52(.83)

3.66(.87)

3.85(.83)

3.74(.73)

3.55**

c

bc

abc

a

ab

2.94(.86)

2.74(.89)

2.67(.79)

2.59(.91)

2.55(.73)

3.05*

ab

ab

b

b

life-cycle

 stage1: pre-marital independent stage

 stage2: family formation stage

 stage3: infant child stage

 stage4: toddler child stage

 stage5: adolescent child stage

 stage6: adult child and elderly stage

3.46(.92)

3.65(.84)

3.35(.94)

3.59(.86)

3.59(.77)

3.80(.80)

2.51*

b

ab

b

ab

ab

a

2.75(.87)

2.73(.90)

2.90(.85)

2.88(.92)

2.59(.77)

2.63(.79)

1.49

consumption orientation type

 rational consumption orientation group

 conspicuous & status- based consumption orientation group

3.49(.91)

3.67(.81)

-2.19* 2.73(.86)

2.77(.84)

-.39

In the Duncan test results, mean were higher in the order listed in alphabetical order.

*p < .05, **p < .01

Table 10. Cognition of Credit Card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nsumption Orientation Type

집을 2, 3, 4개로 나  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나 4개

로 분류한 경우에는 요인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았으나 2개

로 범주화 했을 때에는 각각의 요인 수가 특성이 잘 나타

나 본 연구에서는 군집을 2개로 나 었다(<Table 9> 참조). 

<Table 9>는 그룹 내 각 소비성향 요인의 심 값이며, 

F-검증은 다른 군집의 여러 이스 간 차이를 최 화하기

한 군집선택을 목 으로 하는 것으로 기술통계의 목 으로

만 제시하 다. 즉 3개의 소비성향 요인 특성을 심으로 군

집1은 합리  소비성향은 높게, 과시  소비성향과 지 소

비성향은 낮게 나타나 ‘합리  소비성향 집단’ 이라 명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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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vaule

Hedonic shopping value Utilitarian shopping value Time saving shopping value

m(sd) t/ F Dun m(sd) t/F Dun m(sd) t/F Dun

gender

 men

 women

2.41(.81)

2.97(.93)

-6.83*** 2.93(.46)

2.97(.46)

-.97 3.43(.83)

3.40(.89)

.33

age

 20s

 30s

 40s

 50s

 more than 60s

2.92(.91)

2.80(.88)

2.58(.90)

2.57(.92)

2.46(.84)

3.46**

a

ab

b

b

b

3.00(.48)

2.93(.47)

2.94(.41)

2.96(.48)

2.88(.48)

.75

3.27(.99)

3.37(.80)

3.64(.69)

3.38(.83)

3.47(.85)

2.73*

b

ab

a

ab

ab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2.64(.89)

2.91(.96)

-2.67** 2.94(.46)

2.98(.46)

-.82 3.47(.81)

3.24(.99)

2.42*

monthly income

 less tow million won

 tow million-less three million won

 three million-less four million won

 four million- less five million won

 more than five million won

2.96(.96)

2.60(.90)

2.61(.91)

2.56(.78)

2.63(.82)

3.62**

a

b

b

b

b

2.99(.47)

2.87(.47)

2.97(.47)

2.94(.40)

3.03(.45)

1.67

3.28(.97)

3.38(.90)

3.52(.70)

3.53(.74)

3.48(.81)

1.41

life-cycle

 stage1: pre-marital independent stage

 stage2: family formation stage

 stage3: infant child stage

 stage4: toddler child stage

 stage5: adolescent child stage

 stage6: adult child and elderly stage

2.97(.87)

2.61(.95)

2.80(.78)

2.62(.98)

2.56(.98)

2.55(.98)

3.00*

a

b

ab

b

b

b

3.00(.46)

2.90(.46)

3.00(.45)

3.00(.52)

2.93(.40)

2.91(.48)

.64

3.20(.94)

3.39(.95)

3.33(.77)

3.66(.76)

3.53(.86)

3.48(.79)

2.71*

c

abc

bc

a

ab

ab

consumption orientation type

 rational consumption orientation group

 conspicuous & status- based consumption 

orientation group

2.47(.85)

2.98(.89)
-6.11***

2.74(.39)

3.19(.42)
-11.56***

3.46(.85)

3.36(.88)
1.24

In the Duncan test results, mean were higher in the order listed in alphabetic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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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Shopping Value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nsumption Orientation Type

으며 군집2는 과시  소비성향과 지 소비성향은 높게, 

합리  소비성향은 군집1보다 낮게 나타나 ‘과시  지 소

비성향집단’이라 하 다. 

2. 신용카드 인식  쇼핑가치의 차이

1) 조사 상자의 특성  소비성향유형별 신용카드 인식

조사 상자의 특성  소비성향유형별 신용카드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신용카드인식의 하 요인  정  인식의 경우, 연령, 

월수입, 생활주기, 소비성향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성

별과 결혼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부정  인식의 경우에

는 월수입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를 살펴보

면,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용카드에 한 

정 인식이 높았고 수입에 따라서는 월수입이 200만원이하

인 집단이 신용카드에 한 정  인식은 가장 낮고, 부정

 인식은 가장 높게 나타나 월 이 낮은 집단이 신용카드를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월수입이 

400만원~500만원미만인 집단이 신용카드를 가장 정 으

로 인식하고 부정  인식은 낮게 나타나 고소득에 속하는 경

우 신용카드를 정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 다. 생

활주기에 따라서는 6단계인 자녀성인  노인기에 신용카드

에 한 정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2단계(가족

형성기), 4단계(자녀 등교육기), 5단계(자녀 ․고등 교육

기) 으며, 1단계(결혼  독립기)와 3단계(자녀출산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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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on of credit card

positive cognition negative cognition

1 step 2 step  1 step 2 step

b β b β b β b β

gender
a)

 men(ref.)

 women

-

.12

-

 .07

-

.13

-

 .08

-

 .05

-

 .03

-

.06

-

.04

age .11 .17 .12  .18* -.03 -.04 -.01 -.02

marital status
b)

 married(ref.)

 single

-

-.31

-

-.15

-

-.30

-

-.14

-

-.13

-

-.07

-

-.11

-

-.06

monthly income .10  .15** .10 .16**
-.10

-.16** -.11 -.17***

life cycle
c)

 stage1(ref.)

 stage2

 stage3

 stage4

 stage5

 stage6

-

-.11

-.41

-.38

-.47

-.31

-

-.04

-.17*

-.15

-.19*

-.14

-

-.06

-.39

-.35

-.45

-.26

-

-.02

-.16

-.14

-.18*

-.12

-

-.04

 .14

 .23

-.02

-.07

-

-.02

 .06

 .09

-.01

-.03

-

-.05

 .13

 .21

-.05

-.13

-

-.02

 .06

 .09

-.02

-.06

consumption orientation type
d)

 rational consumption orientation group (ref.)

 conspicuous & status-based consumption orientation group

-

.25

-

.14**

-

-.01

-

-.01

constant

F값

Adj. R
2

R
2
 Change

3.19

3.64

.07

***

***

3.01

4.24

.09

.02

***

***

 3.07

2.26

.04

***

*

 3.05

2.09

.05

.01

***

*

a), b), c), d) : dummy variabl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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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2. The Influential Variables on Cognition of Credit Card

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비성향 유형에 따라서는 과시 

 지 소비성향집단이 합리 소비성향집단보다 신용카드

를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시 

 지 소비를 하려면 보다는 신용카드가 유용하게 사

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조사 상자의 특성  소비성향별 쇼핑가치

조사 상자의 특성  소비성향유형별 쇼핑가치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쇼핑가치  쾌락  쇼핑 가치는 조사 상자의 일반  특

성 모든 변수인 성별, 연령, 결혼여부, 월수입, 생활주기에 따

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

은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가, 월수입이 은경우가, 생활주기 

 독립기가 쾌락  쇼핑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소비성향유

형에 따라서는 과시  지 소비성향 집단이 합리 소비성

향집단보다 쾌락  쇼핑가치가 높았다.

실용  쇼핑가치의 경우에는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소비성향 유형에 따라

서는 과시  지 소비성향 집단이 합리  소비성향 집단 보

다 실용  쇼핑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과 

다른 결과로서 과시  지 소비성향을 지닌 그룹도 실용  

쇼핑 가치를 요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간 약  쇼핑 가치는 연령, 결혼여부, 생활주기에 따라

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20 가 

시간 약  쇼핑가치가 가장 낮았으며, 40 가 시간 약  

쇼핑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40 의 경우 가정에서

나 사회 으로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로서 쇼핑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혼여부에 따라서

는 결혼한 경우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시간 약  쇼핑

가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 후에는 자신 외에 가족과 

련된 가정일이 증가하여 시간은 부족하고 쇼핑양은 늘어

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활주기에 따라서는 4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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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value

hedonic shopping value utilitarian shopping value time saving shopping value

 1 step 2 step  1 step 2 step  1 step 2 step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gender
a)

 men(ref.)

 women

-

.55

-

.30***

-

.57

-

.31***

-

 .05

-

 .05

-

.07

-

.07

 

-

-.01

-

-.01

-

-.01

-

-.01

age -.07  -.10 -.03  -.05 -.03 -.09 .00 .00 -.04 -.06 -.05 -.08

marital status
b)

 married(ref.)

 single

-

-.27

-

-.12

-

-.21
-

-.10

-

-.04

-

-.03

-

.00

-

.00

-

-.02

-

-.01

-

-.02

-

-.01

monthly
-.02

 -.03
-.02  -.03 .03 .08 .03 .08 .02 .03 .02 .04

life cyclec)

 stage1(ref.)

 stage2

 stage3

 stage4

 stage5

 stage6

-

-.38

-.19

-.37

-.43

-.38

-

-.14

 -.08

-.14

 .16*

-.16

-

-.28

-.16

-.34

-.40

-.36

-

-.10

-.06

-.13

-.15*

-.16

-

-.12

-.02

-.07

-.08

-.06

-

-.09

-.02

-.06

-.06

-.05

-

-.02

 .02

-.04

-.03

-.20

-

-.02

 .01

-.03

-.02

-.02

-

.15

.09

.46

.36

.39

-

.06

.04

 18*

.14

.18

-

.13

.09

.46

.33

.40

-

.05

.04

.18*

.13

.18

consumption orientation type
d)

 rational consumption orientation group (ref.)

 conspicuous & status-based

 consumption orientation group

-

.48

-

.26***

-

 .45

-

 .48***

-

-.07

-

-.04

constant

F값

Adj. R
2

R
2
 Change

 3.04

7.31

.13

***

***

 2.63

 10.80

.20

.07

***

***

 3.03

.83

.02

***  2.65

13.73

.24

.22

***

***

 3.30

2.12

.04

***

*

 3.37

2.04

.03

-.01

***

*

a), b), c), d) : dummy variabl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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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3. The Influential Variables on Shopping Value

자녀 등 교육기에 시간 약  쇼핑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1단계인 결혼  독립기가 시간 약  쇼핑가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신용카드 인식  쇼핑 가치에 향력 있는 변수

신용카드 인식과 쇼핑 가치에 향력 있는 변수를 알아보

기 하여 조사 사자의 일반  특성과 소비성향 유형을 단

계 으로 투입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를 하

여 성별, 결혼유무, 생활주기, 소비성향 유형은 가변수 처리

하 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일반  특성만을 투입하

고, 2단계에서는 일반  특성과 소비성향을 투입하여 향

력증가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가

를 알아보기 해 공차한계(Tolerance)와 Durbin-Wat-

son 검증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가 .56~.83으로 .1이상이

고, Durbin-Watson 검증의 d 값이 2이하로 독립변인 간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신용카드인식에 향력 있는 변수

신용카드 인식  정  인식에 향력 있는 변수를 살

펴본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일반  특성만 투입한 1단

계모형에서는 월수입, 생활주기 3단계와 5단계가 향력 있

는 변수로 나타났다. 수입은 정  신용카드인식에 정  

향을 미쳤으며 생활주기 3단계와 5단계는 부  향력을 행

사하 다. 즉 수입이 높을수록 정  인식이 높았으며 생활

주기 3단계와 5단계에서는 정  인식이 낮음을 보여주었

다. 소비성향유형까지 포함한 2단계모형에서는 연령, 생활주

기 5단계, 월수입 순으로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

시  지 소비성향이 유의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과시  지 소비성향은 신용카드의 정  인식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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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쳐 과시  지 소비성향 집단이 신용카드를 

정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 다. 모형 설명력은 1단

계에서 7% 던 것이 소비성향을 추가한 2단계에서는 9%로 

2%설명력이 증가하 다. 

다음으로 신용카드에 한 인식  부정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1단계와 2단계 모형 모두에서 월수

입만이 유의한 향력을 미쳤다. 즉 월수입이 낮을수록 신용

카드를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용카드의 정  인식과 반 되는 결과로 수입에 의하여 

정 으로 는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어 신용카드인식이 

수입과 직결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신용카드로부터 

혜택을 받고 정 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보

장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으로 수입이 부

족한 사람에 한 신용카드 교육의 요성을 보여주었다. 모

형 설명력은 1단계에서는 4% 으나 소비성향을 추가한 2단

계에서는 5%로 1%의 증가율을 보 다. 신용카드의 정  

인식에는 소비성향이 향력을 행사하 으나 신용카드의 부

정  인식에는 소비성향의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에 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쇼핑가치에 향력 있는 변수

쇼핑가치에 향력 있는 변수를 알아보기 하여 1단계에

서는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만을 투입하 으며 2단계에

서 소비성향유형변수를 추가하여 투입하 다(<Table 13> 

참조). 쇼핑가치  쾌락  쇼핑가치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1단계 모형에서는 성별과 생활주기 5단계가 유

의한 향력을 나타내었다. 향력의 크기는 성별, 생활주기 

5단계 순 이었다. 즉 여성이 쾌락  쇼핑 가치에 정 향력

을 미쳤으며, 생활주기 5단계가 쾌락  쇼핑 가치에 부

향력을 행사하 다. 2단계모형에서도 성별과 생활주기 5단

계가 유의한 향력을 미쳤으며 추가된 소비성향유형의 

향력도 높게 나타났다. 즉 지   과시소비성향집단이 쾌락

 쇼핑 가치에 정  향력을 나타내었다. 모형설명력은 1

단계에서 13% 던 것이 2단계에서는 20%로 7%가 증가해 

소비성향유형이 쇼핑가치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실용  쇼핑 가치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본 결과 1

단계에서는 유의한 변수가 없었으나 소비성향을 추가한 2단

계에서는 소비성향이 유의한 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과시 

 지 소비성향이 클수록 실용  쇼핑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시소비나, 지 소비성향을 지닌 그룹도 실

용  쇼핑 가치를 추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그룹을 

상으로 한 제품 포지셔닝에 요한 단서로 활용가능하다. 

모형설명력은 1단계에서는 2% 으나 2단계에서는 24%로 

증가해 소비성향의 향력이 크게 작용하 음을 보여주었다. 

시간 약  쇼핑가치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모두에서 생

활주기  4단계가 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생활주기 

4단계는 시간 약  쇼핑 가치에 정  향을 미쳐 이 단계

에서 시간 약  쇼핑 가치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모형설명

력은 1단계에 4%에서 2단계에는 3%로 감소하여 소비성향

유형의 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소비성향에 따른 신용카드 인식  쇼핑가치의 

차이를 알아보고 신용카드 인식  쇼핑가치에 향을 미치

는 변수를 알아 으로써 신용카드인식  쇼핑가치 정립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 소비성향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통한 마  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카드인식에 한 요인분석결과 정  인식과 

부정  인식으로 구분되었으며 부정  인식보다 정  인

식이 높게 나타나 신용카드의 혜택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있

음을 시사하 다. 쇼핑 가치는 쾌락  쇼핑가치, 실용  쇼

핑가치, 시간 약  쇼핑가치가 하 요인이었으며 시간 약

 쇼핑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인들의 시간부족 상을 

시사하며 이는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증가와도 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성향은 합리 , 과시, 지 소비성향이 

하 요인이었으며 합리 소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

자들이 합리 으로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과시  지 소비성향 집단이 신용카드에 해 정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과시소비로 인해 

이 부족한 경우 신 신용카드가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의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잘못 유용하게 되면 큰 

피해의 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용에 한 올바

른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합리  소비성향 집단보다 과시  지 소비성향집

단이 쾌락  쇼핑 가치와 실용  쇼핑가치 모두 높게 나타난 

결과는 과시  지 소비성향이 쾌락  측면만 추구하는 것

이 아니라 실용 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시소비나 지 소비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좀 더 싼 가

격에 는 합리 인 가격에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트랜드에서도 보여주듯이 소비심

리의 이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분석

하고 측할 때 이러한 심리  이 성도 고려해야한다는 함

의가 있다. 

넷째, 신용카드의 정  인식과 쾌락  쇼핑가치, 합리  

쇼핑 가치에서 소비성향유형이 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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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비성향 유형이 신용카드 인식과 쇼핑 가치를 결정하

는데 요한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교육시 소

비성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로그램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한 로그램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보면 소비성향은 신용카드

인식과 쇼핑가치에 요한 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특히 요즘의 소비자들은 쾌락만을 는 실용만을 추구

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  측면과 실용  측면을 모두 추구하고 

있다는 소비가치의 이 성을 보여주어 추후 마 이나 소

비자행동 분석에 새로운 시사 을 주었다. 이러한 소비성향

을 근거로 시장 세분화  제품 포지셔닝을 할 수 있으며 이

는 궁극 으로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인식  쇼핑 가치를 종속변인으

로 하여 연구하 으나 이러한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소비자 

행동이나 만족도 등을 종속변인으로 한다면 좀 더 인과 계

가 뚜렷하고 유용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한 소비성향을 유형화하는데 있어 2집단으로 만 분류

되어 좀 더 명확한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세분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에  소비자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성향 척도개발을 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한다. 더불어 소비성향 외에 신용카드인식이나 쇼핑 가치와 

련된 다양한 독립변수를 포함시킨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

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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