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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s of consumers’ moderation and simplicity, autonomy, and 
income level on happiness, and based on this, classifies consumer types and examines the differences 
in consumer happiness and life happiness in accordance with this classification.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adults in their 20’s through 60’s. Moreover,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the analysis of variance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on consumer happiness, moderation and simplicity, income level, autonomy, 
education level, and gender had significant effects; on life happiness, moderation and simplicity, 
income level, autonomy, and education level had significant effects. Second, consume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moderation and simplicity, autonomy, and income level, 
and when making a comparison based on these factors between consumer happiness and life 
happiness, both consumer happiness and life happin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ut the 
detailed aspects were different. In the case of consumer happiness, non-autonomous moderation 
and simplicity type were reported to have the highest sense of happiness, followed by autonomous 
moderation and simplicity type, and passive moderation and simplicity type, but in the case 
of life happiness, autonomous moderation and simplicity type were reported to have the highest 
sense of happiness, followed by non-autonomous moderation and simplicity type, and passive 
moderation and simplicit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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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따르면 

‘행복’은 인간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며, 이는 순간적 쾌락과는 달리 올바른 성품을 형성

하는 윤리적 행위를 통해 완성된다고 한다. 즉 행복

은 이성을 아주 잘 실현할 때 얻어지는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다른 모든 행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행복

한 삶을 원하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

을까?’는 단연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의 소비사회를 살아가

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소비가 행복을 가

져다준다고 생각하였다. 원하는 상품을 사서 소비함

으로써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었기에 소비의 질은 삶의 질과 곧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실제로 양질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고소득자가 더 큰 행복감을 느낄 확률이 

높으며(Oshio & Kobayashi 2010; Lee & Song 

2014) 한 나라 안에서 느끼는 행복 수준은 분명히 소

득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였다(Hagerty & Veenhoven 2003; 

Veenhoven & Hagalty 2006). 

그러나 절대적 소득 수준이나 소비수준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증가한다고 

행복수준이 무한정 커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소비를 할 때 소비한 재화의 양이 증가할

수록 그 추가분에서 느끼는 만족 또는 즐거움의 크

기(한계 효용)가 점점 줄어든다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소득의 절대액이 더 많

은 선진국 사람들이 소득의 절대액이 더 적은 개발

도상국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으며, 부유한 

나라에서나 가난한 나라에서나 행복을 느끼는 사람

의 비율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소유지향적인 소비 패러다임을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분별한 생산은 

심각한 환경문제와 자원고갈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양산하므로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

뜨린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Lee & Shin 2012).

따라서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소비가 곧 즐거움을 주는 

좋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소비주의에 반하는 새로운 

사고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물질적 구조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 소유보다는 경험과 향유를 중요시하

며 필요한 물건은 서로 빌려 쓰고, 아껴 쓰며 간소한 

삶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

는 물건을 기부하거나, 육아용품이나 고가의 IT제품 

등을 공동소유 커뮤니티 멤버들과 공유하기도 하며, 

간소한 결혼식을 올리거나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

하는 신 도시귀농까지, 이러한 삶은 매우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선현들은 물질을 인간의 정신보

다 하위의 개념으로 보고, 물질적 가치를 학문이나 

도덕 가치보다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Paik 

1998),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절제할 때 비로소 인간성

이 유지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선비들은 유교윤리로

서 사치를 경계하고 검소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또

한 동서양 종교들의 근간에서 간소한 생활의 가치관

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종교들은 세속적인 

것을 지양하고 내세적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외

적인 간소함과 내적인 풍요를 지향하였다(Song 1999). 

이처럼 소득과 소비가 현대와 같이 다양하지 못했던 

과거 사회에서 간소한 삶은 곧 특정 신분계층에게 

요구되던 모범적인 태도였으나, 현대사회에서 간소

한 삶은 개인의 의지로 선택이 가능한 대안적 소비

가치이자 라이프스타일이기에 보다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Elgin(1981)은 간소한 삶과 관련된 개념으로 

검소함, 환경보존적 사회, 균형잡힌 삶, 환경친화적 

소비자, 사회적 책임을 지는 소비 등을 제시하였는

데 이들 개념의 핵심개념으로 ‘자발적 간소화’를 들

었다. 

자발적 간소화는 물질적인 간소함(Simplicity)을 자

발적으로(Voluntary) 택하는 것으로, 내적이고 비물질

적(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보다 중요한 것) 풍요를 위

해 외적 물질적인 간소함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ong 1999). 이러한 자발적 간소화는 

실천의 동기와 강도에 따라 다시 세분화하여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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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먼저 실천의 동기와 관련하여 Kiraci & 

Topcu(2015)는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라이프스타

일과 관련된 동기를 녹색 가치, 물질적 가치, 절약과 

검소의 가치, 충동소비, 모방소비로 보았다. 녹색 가치

와 절약과 검소의 가치는 자발적 간소화와 정적 상관

이, 물질적 가치와 충동소비, 모방소비는 자발적 간소

화와 부적 상관이 있었는데, 특히 이들 가치와 자발적 

간소화 행동의 하위요소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

과, 공통적으로 정적 및 부적 상관이 있는 하위요소는 

행동의 결정 주체이자 조절여부인 ‘자기결정성’이었

다. 자기결정성은 개인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신의 인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Deci 

& Ryan 1986). 이러한 자기결정성은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Ryan(1982)에 따르면 이들 중 자율성이 세 

가지 기본 심리욕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유능감과 관계성이 제대로 발휘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자발적 간소화의 강도에 따라서도 다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Etzioni(1998)는 간소

화의 강도(levels of intensity)를 기반으로 다운쉬프

터들(downshifters)과, 매우 간소한 사람들(strong 

simplifiers), 간소화 실천 운동가(The simple living 

movement) 간 차이를 구분하였다. 다운쉬프터들은 

종종 사치재를 포함한 비필수재를 포기하더라도 경

제적으로 안전한 사람들로, 선택적으로 소비를 줄이

기는 하지만 ‘단순함’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며 대개 

부유한 생활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그룹

인 매우 간소한 사람들은 높은 연봉과 스트레스, 쫒
기는 시간 등을 포기하는 사람들로, 소비의 항목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간소화하

여 삶을 의미 있게 재조정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세 번째 그룹인 간소화 실천 운동가들은 가장 헌신

적이고 전체론적 관점의 간소화 실천자인데, 행동 

변화의 범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삶의 철학에 

의해 간소화를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두 그룹과 

구분된다. 

한편 Etzioni(1998), Zavestoski(2002), Craig-Less 

& Hill(2002) 등의 연구에서는 높은 소득 수준이 자

발적 간소화를 잘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으로 보고되었으나, Kiraci & Topcu(2015)의 연구에

서 소득 수준은 간소화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간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월소득과 같은 소득수단은 

한 개인 및 가정의 중요한 자원으로, 이루고자 하는 

행위인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현시되

었을 때 기능이 되며 이러한 기능을 통해 효용을 얻

기 때문에 개인 및 가정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중요

한 요소이다(Sen 1980).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원

이나 부와 같은 수단에 결핍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

하여 개인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자발적인 간소화의 

하위 요소 중 물질적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

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

분하여 검소하게 소비하는 것을 ‘절제와 간소’ 로 정

의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소비상황의 ‘자율성’과 ‘소

득 수준’을 기준으로 소비자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

별 소비자 행복과 삶의 행복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소비자 행복과 삶의 행복을 구분하여 살펴본 이유는 

‘자발적 간소화’가 구매를 최소화하는 소비행태이면

서 동시에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기에 소비영역에서의 행복감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행복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되

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차원의 ‘행복’에 대

해 고찰하고 동시에 ‘자발적 간소화’라는 대안적 소

비가치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

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동시에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자발적 간소화’에 대한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제와 간소, 자율성, 소득 수준이 행복(소

비자 행복,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절제와 간소, 자율성, 소득 수준에 따라 성

인소비자들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셋째, 분류된 성인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 

행복 및 삶의 행복은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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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고찰 

1. 절제와 간소 

절제(節制)란 정도를 넘지 아니하고 알맞게 조절

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 절제의 반대말은 무절제 

및 낭비이다. 이에 비해 간소(簡素)란 간략하고 소박

함을 뜻하는 단어로서 절제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며 

이념적 지향성을 가진다(Institute of Korea Language 

2015).

이러한 간소한 삶을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자발적 간소화(voluntary simplicity)’라

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종교적 의미에서 영적 지도

자들의 삶의 방식이자 반소비운동의 일환으로 여겨졌

었다(Gregg 1936). 그러나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해 

점차 자발적 간소화란 개인의 안과 밖의 성장 간 균형

을 추구하는 삶의 한 방식으로 재정의 되면서 물질적 

간소화(material simplicity),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and self-sufficiency), 생태계 인지(ecological awareness), 

사회적 책임감(social responsibility), 영성(spirituality)

과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이 자발적 간소화의 

핵심가치로 압축되었으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Fig. 1과 같다. 

‘자발적 간소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살펴

보면 Elgin & Mitchell(1977)은 더 궁극적인 것을 얻

으려는 의지에서 덜 쓰려는 삶을 계획적으로 선택한 

삶이며 외면적으로는 소박하나 내면적으로는 풍요로

운 삶의 방법이라 하였고, Leonard-Barton(1981)은 

일상 활동을 최대한 조절하고 소비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려는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한 것으로 정의하

였다. Etzioni(1998)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는 자유의지를 선택하고, 만족과 그 의미에 

대한 비물질적 자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하였고, Mazza & Rydin(1997)은 간소한 삶, 절약, 

느림,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표현되는 삶

의 방식이라고 하였다. 즉 자발적 간소화란 개인적 

인도주의 및 환경보전과 같이 보다 높은 가치를 위

하여 간소한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물질적인 소

비를 절제하고 소비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려는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을 의미한다(Chun et al. 2010). 

초기에 절제와 간소한 삶에 관한 연구는 자발적 

간소화의 정의와 실천의 제한요인 등에 포커스를 맞

추어왔다. Elgin & Mitchell(1977)은 절제와 간소를 

매우 잘 실천하는 사람부터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

람까지를 연속체의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하였고, 

Huneke(2005)는 실행의 일관성을 기반으로 간소화 

실천자의 헌신정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Etzioni(1998)

는 간소화의 강도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소비를 절

제하되 부유함은 유지하는 다운쉬프터와, 현대사회

의 복잡함을 거부하며 물질적인 소비를 최소화하는 

매우 간소한 사람들, 그리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

하는 간소화 실천 운동가로 구분하여 이들의 차이를 

구분한 바 있다. 이후 몇몇 연구자들은 새로운 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간소

화 정의와 더불어 자발적 간소화를 실천하는 사람들

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Cherrier 

& Murray(2002)는 Plummer(1995)의 동일성의 구성

에 자발적 간소화를 접목하여 한 개인이 자발적 간

소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과정을 단계로 설

명하는데, 여기에서 자기결정성, 돈에 대한 태도, 개

인적 성장이 간소화하지 않은 사람과 간소화하는 사

람을 구별 짓는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최근의 연구는 자발적 간소화에 의한 삶의 변화에 

Fig. 1. Core value of voluntary simplicity (=spiritual

simplicity) by Elgin & Mitchell 1977; Etzioni

1998; Hunek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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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를 맞추어 이루어지는데 Boujbel(2012)는 자

발적 간소화와 삶의 만족 사이에서 유의한 정적 관

계가 있으며 소비욕구가 이를 불완전 매개하는데 이

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에서만 유의하다고 하였다. 또

한 Walther(2013)는 미국의 자발적 간소화를 실천하

는 가족들과 사회적 재생산 및 녹색 자본을 함께 살

펴보았는데 자발적 간소화를 실천하는 부모들은 어

렸을 때 검소한 소비패턴을 물려주는 가족이 있었다

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으며, 이들은 삶의 간소화를 

추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나타

나는 문제들을 다른 가족들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며 

힘을 얻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긴장감과 관련된 문

제들은 사회적 계층에 대한 상태 및 정의를 재정립

함으로써 완화되어 절제와 간소를 지속하여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녹색자본을 

증가시키면서 스스로를 이전보다 더 교육적이고 도

덕적이며, 환경적이고, 친근해졌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국내연구에서는 Doo & Hong(1999)의 연구

에서 ‘검소’와 ‘절약’이 언급된 바 있고, Song(1999)의 

‘자발적으로 간소화한 삶’이라는 연구에서 자발적으

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의 개념과 발전과정, 구체적

인 실천방안이 논의되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

는 윤리적 소비의 하위영역으로서 절제와 간소한 삶

을 다루고 있는데 Song(2005)은 윤리적 소비를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때 두 번째 세대 내 분배차원

에서 절제와 나눔을, 네 번째 시장경제의 기초적 윤

리에서 절제된 이기심 등의 의미를 언급하였고, Hong 

& Song(2010)은 소비과정과 사회적 책임범위에 따

라 윤리적 소비행동을 분류할 때 자발적 간소화는 

모든 소비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자발적 간소화는 

라이프스타일의 한 종류이지만 평생에 걸쳐 점진적

으로 진행되며 각 개인의 삶의 목적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이르는 공식이나 방

법을 획일화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할 수 있다. 그러

나 간소화 및 소박한 삶과 함께 연상되는 일반적인 

행동이나 태도의 패턴이 있기에 측정이 불가능한 것

은 아니다. 자발적 간소화 연구는 대부분 심층면접

법을 이용한 정성적 조사를 실시해왔다. Elgin & 

Mitchell(1977)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지의 내

용을 살펴보면 내적인 성장을 위해 특별히 참여하거

나 관여하고 있는 활동, 내적 성장을 추구하는데 대

해 친구와 주변사회가 응답자를 지지하는 정도, 자

신의 자발적 간소한 삶의 강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

가와 동기, 실천 및 실천하지 않는 이유, 그로 인한 

삶의 변화 등을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eonard-Barton(1981)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정도, 신문, 유리, 캔 등을 재활용하는 

횟수, 옷장의 옷 보유정도, 텃밭 여부 등을 18개의 

문항으로 만들어 질문하였고, Huneke(2005)는 Leonard- 

Barton(1981)의 질문을 보완하여 21개 문항으로, 

Itawa(2006)는 Ebreo et al.(1999)의 항목을 참고하

여 22문항으로 자발적 간소화 행동을 구체화시켜 측

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질문지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차이가 다소 있으며 자발적 간소화 실천자 

및 실천수준을 파악하는 용도로 적합하게 개발되었

다는 한계가 있다. 

실천방법을 종합하여 볼 때 자발적 간소화는 여러 

하위요소로 나뉠 수 있으나 이 중 소비와 소유를 간

소화하는 물질적인 간소화는 여러 동기나 유행에 의

해서도 유발될 수 있으며 삶의 방향성 및 가치관이 

온전히 바뀐 정신적인 간소화, 즉 자발적 간소화하

는 삶의 전제이자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물질적 간소화에 포커스를 맞추어 ‘소비생활

의 편리함이나 개인의 이기적 욕구를 조절하여 자신

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

분하여 검소하게 소비하는 것’을 ‘절제와 간소’ 라 정

의하고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자율성

자율성은 자기결정이론의 기본적 심리적 욕구의 

하나로, Reis et al.(2000)의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개인의 발달

과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인간의 동기에 관한 거시 

이론으로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이 있는데, 인간의 생득적인 심리적 욕구는 자율성

(autonomy), 관계성(relatedness), 유능함(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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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욕구의 충족이 인

간의 학습과 성장, 발달의 동기가 된다고 보는 이론

이다. 이 이론은 처음에는 외재적 이유 때문에 시작

한 행동이 개인에게 점차 내면화되어 자율적인 행동, 

즉 자기 결정된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설명

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흥미나 가치의 관

점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일상적

인 선택들이 자율적이라고 인지하는데(Deci & Ryan 

2000), 소비상황에서는 소비가 얼마나 자율적인 상

황에서 발생했는지, 소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

견을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 등이 자율

성과 관련이 있다. Hahn & Oishi(2006), Howell & 

Hill(2009), Jeon(2011) 등의 연구에서 이러한 자율

성을 포함한 자기결정동기가 강하면 주관적 만족감

인 행복의 수준이 높아짐을 증명하였다. 자기결정성

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Deci et al.(2001)이 직무동기

에 대한 측정을 위해 제시한 4문항과, 자기결정성이

론을 바탕으로 Howell & Hill(2009)이 개발한 4문항

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을 ‘소

비자가 소비관련 선택을 함에 있어서 보상이나 타인

의 지시 및 눈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

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Howell & 

Hill(2009)의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3. 행복

행복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한데 이는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행복을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은 건강, 소득, 보건, 여가 

등 삶의 물리적 요소로 구성된 객관적 지표를 사용

하여 행복을 측정하고자 하나 이러한 외형적 제반은 

행복의 조건일 뿐 그 자체가 행복이 되지 못하기 때

문에 많은 연구에서 행복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정의

를 내리고 측정을 시도한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안

녕감이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판단’하는지를 의미하는데(Veenhoven 1984), 

최근들어 Veenhonven(2001), Layard(2005), Brulde 

(2007) 등 많은 학자들이 동일한 정의에 대해 주관적 

안녕감 대신 ‘행복’이라는 단어를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

행복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지적 요소

와 감정적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독립적인 요소로 파악

하여 별도로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iener et 

al. 1985). 행복에 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Diener(1984)는 초반에 그의 연구에서 ‘행복’의 핵심 

요소는 인지적 삶의 만족감, 잦은 긍정적 정서, 낮은 

빈도의 부정적 정서라고 하며 행복이라는 경험에 내

포된 주관성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를 토대로 

Suh & Koo(2011)가 단축형 행복척도(COMOSWB)

를 개발하였는데 이 역시 행복지수를 측정함에 있어 

인지적 요소(삶의 만족)와 정서적 요소(긍정정서, 부

정정서)로 문항을 구성하였고,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척도로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Suh & Koo(2011)의 단축형 행복척도(COMOSWB)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행복의 개념을 소비에 적용한 소비자 행복

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Desmeules(2002)는 소비

자 행복(consumer happiness)을 삶의 전반적인 행

복 중에서도 소비 영역에서 나타나는 행복이라고 정

의하였다. Nam(2012)은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하면

서 체험하는 행복이라 개념화하였다. Jeon(2011)은 

소비자 행복을 소비라는 총체적인 경험으로 인해 유

발된 긍정적 감정 그리고 인지적 평가를 종합하여, 

소비자 스스로자신이 얼마나 긍정적 상태에 있는가

에 대해 판단하는 주관적인 행복의 수준이라고 정의

하였다. 비슷한 개념으로 소비행복이라는 용어가 사

용되는데 Sung et al.(2013)는 소비행복을 소비자들

이 소비하는 시점에서 경험하는 행복의 수준으로 개

념을 정의하였고 소비자가 소비시 추구하는 가치 또

는 혜택을 중심으로 혜택의 종류, 소비지향성, 혜택

의 시점이라는 소비가치차원을 바탕으로 9가지 소비

유형을 구분한 후 이를 비교하였다. 

소비자 행복의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소비자 행복

은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복

을 측정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의견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의견으로 나뉘어진

다. 즉, ‘일반적으로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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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까?’ 혹은 ‘이 구매를 생각할 때 이것은 당

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가?’와 같이 단일 문항

으로 측정하기도 하며(Van Boven & Gilovich 2003; 

Cherrier & Munoz 2007), ‘이 구매로 인해 행복하다, 

이 구매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돈을 잘 쓴 것 같

다, 이 구매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의 여

러 문항을 각각의 모형으로 구분해 측정하기도 한다

(Howell & Hill 2009). 국내에서는 Jeon(2011)이 

Howell & Hill(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항목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소비자 행복자체가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

다고 보는 관점으로 Nam(2012)이 소비자 행복을 쇼

핑 연계적 행복, 문제 해결적 행복, 개인 적합적 행

복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총 18개 항목으로 

소비자 행복을 측정한 바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소비자 행복 및 소비행복의 용어

는 비슷한 개념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아직 용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소비자 행

복은 다차원보다는 단일차원의 다항목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

로 인해 유발되는 긍정적 기분 및 감정을 측정하는

데 있어 소비행복보다 소비자 행복이 보다 더 소비

자 지향적이라고 판단하여 소비자 행복을 연구단위

로 선택하였으며, Jeon(2011)이 사용한 세 개의 측정

항목을 활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4년 9월 26일~31일 오프라인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뒤 온

라인 조사업체(now & future)를 통해 2014년 10월 

15일~27일 전국에 거주하는 20~60대 성인을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의 인구비율

을 고려한 일정 수를 할당하여 이메일을 배포하였으

며 조사대상자 적격요건을 확인한 후 설문지를 작성

하게 하였다. 최종 500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으

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s Section N(%) Variables Section N(%)

Age

20-29
30-39
40-49
50-59
60-69

70(12.9)
120(22.2)
120(22.2)
120(22.2)
70(12.9)

Subjective
economic
status

Very high
High
Average
Low
Very low

22( 4.4)
46( 8.5)

171(31.6)
149(27.5)
112(20.7)

Educational
level

Less than high school 
College diploma
University diploma
Graduate school or more

119(22.0)
129(23.8)
210(38.8)
42( 7.8)

Location

Seoul, capital area
Metropolitan city
Medium-sized cities
Counties

285(52.7)
127(23.5)
75(13.9)
13( 2.4)

Marital
status

Married
Not married
Others

359(66.4)
128(23.7)
13( 2.4)

Gender
Male
Female

250(50.00)
250(50.00)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KOR)

Up to 200
201-300
301-400
401-500
501-700
More than 700

67(12.4)
84(15.5)

100(18.5)
114(21.1)
87(16.1)
48( 8.9)

Occupation

Manager, professional
Engineer
Office worker
Worker, service worker
Unemployed individual
Other

45( 8.3)
49( 9.1)

203(37.5)
72(13.4)

119(22.0)
12( 2.2)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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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의 측정방법

1) 변수의 선정과 측정

절제와 간소에 대한 문항들은 윤리적 소비행동을 

7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고 그 중 하나로 절제와 

간소를 언급하였던 Huh & Kim(2012)의 연구를 참

고로 하여 총 6문항을 구성하였고 7점 리커트로 측

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들을 잘 관리하여 오래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낭비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품목을 적어가서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

은 남과 나누어 주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쓴다’,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간다’, ‘많은 음식을 하기보다는 건강한 식단으

로 간소하게 차려서 먹는 편이다’, ‘남에게 보이거나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전체의 Cronbach’ α는 0.87이

었다.

자율성은 Howell & Hill(2009)의 측정항목들을 

수정해서 사용한 Jeon(2011)의 척도를 사용하여 7점 

리커트로 측정하였다. 세부문항은 세 문항으로 ‘내가 

했던 소비는 주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다(ⓡ)’, ‘나는 소비에 대한 나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나는 타인을 의식하거나 사회

적 통념상 소비를 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전체의 Cronbach’ α는 0.84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월소득으로 측정하였는데 ‘월평균 가

계소득이란, 가족 전체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근

로소득과 재산소득을 포함한 한 달 평균 총소득을 

의미합니다.’라는 부연설명과 함께 ‘귀하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 입니까?’ 라고 질문하여 응답하

게 하였다.

소비자 행복은 ‘소비로 인해 유발되는 긍정적 기

분 및 감정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는 주관적 

행복의 수준’으로 정의하고, Jeon(2011)이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사용한 세 개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

다. 각 문항은 ‘나는 이 소비로 인해 행복하다’, ‘나는 

이 소비를 하기 전보다 더 행복해졌다’, ‘이렇게 돈을 

쓰거나 쓰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금전적으로 만족한

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전체의 Cronbach’ α는 

0.88로 나타났다. 7점 리커트로 측정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소비자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삶의 행복은 단축형 행복척도(Suh & Goo 2011)

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삶의 만족 3문항, 긍정적 감

정 3문항, 부정적 감정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먼

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에 대한 ‘삶의 만족’은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에 만족한다’,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주위 사

람들과의 대인관계 등)에 만족한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적 측면(내가 속한 직장, 지역사회 그 자체)에 

대해서 만족한다’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문항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리커트로 

측정하였다. 그 다음, 최근 1년 동안 무엇을 하며 지

냈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에 대해 제시되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7

점 리커트로 측정하였다. 긍정적 정서는 ‘즐거운’, ‘행

복한’, ‘편안한’이며, 부정적 감정은 ‘짜증나는’, ‘부정

적인’, ‘무기력한’으로 구성되어있다. 삶의 행복 점수

는 ‘삶의 만족+긍정적 감정-부정적 감정’으로 산출하

기 때문에 -15점~39점의 점수분포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삶의 만족,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의 

Cronbach’ α는 각각 0.87, 0.88, 0.90이었다.

2) 조사도구의 타당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총 21개 측정문항에 대해 

소비자학을 전공한 교수 1인과 박사과정 및 수료 학

생 3명이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하위 척도별 평균은 3.91~ 

5.41로 중앙값을 중심으로 적절히 위치했으며 표준

편차는 1.03~1.28로 응답자간 편차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베리멕스 직각회전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고유치 기준과 총분산에 대한 공통

분산의 비율, 스크리 검정을 통해 최종 6개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이는 삶의 행복에서 삶의 만족과 긍정 

감정, 부정적 감정이 각각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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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분석결과, 각 요인의 설명분산 크기는 

9.58~13.17% 사이로 지나치게 많은 분산을 설명하

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와 각 요인의 신뢰도는 Table 2에 제시

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 정리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절제와 간소, 자율

성, 소득 수준이 소비자 행복 및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절제와 간소, 자율성, 소득 수준에 따라 소

비자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유형별 소비자 행복과 삶의 행복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

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주요변인의 일반적 경향

주요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3과 같다. 조사

대상 성인소비자의 절제와 간소, 자율성, 소득 수준

Factor

1 2 3 4 5 6

  Moderation & simplicity_1 0.82 0.11 0.00 -0.03 0.12 0.05

  Moderation & simplicity_6 0.79 -0.02 0.13 -0.09 0.12 0.17

  Moderation & simplicity_2 0.79 0.17 0.18 -0.01 0.01 0.09

  Moderation & simplicity_5 0.75 0.07 0.19 -0.06 -0.04 0.14

  Moderation & simplicity_4 0.74 0.06 0.04 -0.02 0.04 0.00

  Moderation & simplicity_3 0.58 0.38 0.27 -0.01 -0.00 -0.01

  Life happiness_6 0.16 0.83 0.10 -0.14 -0.04 0.18

  Life happiness_5 0.14 0.80 0.17 -0.19 -0.06 0.32

  Life happiness_4 0.14 0.79 0.17 -0.12 0.05 0.34

  Consumer happiness_2 0.14 0.15 0.88 -0.01 -0.12 0.22

  Consumer happiness_1 0.21 0.16 0.87 -0.03 -0.08 0.17

  Consumer happiness_3 0.25 0.15 0.84 -0.01 -0.12 0.13

  Life happiness_7 -0.03 -0.10 0.01 0.90 -0.13 -0.11

  Life happiness_8 -0.08 -0.13 -0.04 0.89 -0.22 -0.07

  Life happiness_9 -0.05 -0.16 0.01 0.85 -0.15 -0.11

  Autonnomy_3 0.16 -0.00 -0.19 -0.13 0.86 -0.02

  Autonnomy_2 0.05 -0.03 -0.05 -0.17 0.85 0.01

  Autonnomy_1 0.01 -0.02 -0.05 -0.16 0.84 -0.05

  Life happiness_2 0.10 0.38 0.25 -0.10 0.00 0.78

  Life happiness_3 0.17 0.33 0.23 -0.17 -0.09 0.75

  Life happiness_1 0.20 0.50 0.20 -0.16 0.01 0.64

  Eigen value
  (variance)

3.67
(17.46%)

2.77
(13.17%) 

2.67
(12.69%) 

2.54
(12.10%) 

2.33
(11.11%) 

2.01
(9.58%) 

  Cronbach’α 0.87 0.88 0.88 0.90 0.84 0.87

  Communality = 76.11%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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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절제와 간소 평

균은 7점 만점에 5.19점으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

여 응답자의 절제와간소를 측정한 Huh & Kim 

(2012)의 연구결과인 5.05점과 비슷한 수치이며, 조

사대상 소비자들은 절제와 간소를 비교적 잘 실천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율성은 7점 만점에 4.12점으

로 나타났는데 중간(보통)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다. 

절제와 간소, 자율성에 이어 조사대상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평균은 448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조사시기인 2014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의 전체평균인 434만원과 매우 비슷한 수치이

다. 조사대상자의 소비자 행복은 7점 만점에 4.61점

으로 보통(4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삶의 행

복(-15점~39점)은 16.11점으로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57.62점으로 이 역시 보통(중간)보다 약

간 높은 수준이었다. 

2. 절제와 간소, 자율성, 소득 수준이 소비자 행

복과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성인소비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

에서 간소한 삶 관련 특성인 절제와 간소, 자율성, 

소득 수준이 소비자 행복과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

시한 결과 모든 상관관계계수가 0.51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주요 변수들을 회귀분석에 투입하는 것이 가

능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과 결혼여

부는 가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는데 성별은 여자에 1, 남자에 0을 주었고, 

결혼여부는 기혼에 1, 나머지에 0을 주었다. 또한 교

육 수준은 공교육을 받은 햇수를 적게 하였고, 소득 

수준은 Log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

귀모형의 기본가정 위배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잔차 

독립성과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하고, 극단치 유무와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Durbin-Watson의 

d 검정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 계수는 모두 

1.98로 2에 가까워 잔차 간 체계적 상관은 없는 것으

로 판단하였으며 잔차 항의 산점도를 그려 등분산성 

가정 또한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극단치의 유

무 파악을 위해 Cook 거리를 구한 결과 그 범위가 

0.00~0.50으로 1보다 적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

를 살펴본 결과 그 범위가 1.02~1.5로 10보다 현저

히 작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소비자 행복의 경우 Model 1에서 사회 인구

학적 특성 변인이 소비자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model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1) The average monthly income per household in urban workers by 2014(Sources: Statistics Korea)

One-person 
households

Two-person 
households

Three-person 
households

Four-person 
households

More than 
five-person 
households

The average 
total

2,191,184 3,789,124 4,720,457 5,224,645 5,560,026 4,344,764

(won, KOR)

Variable
The score range

M SD
Min Max

Moderation & simplicity 1 7 5.19 .90

Autonomy 1 7 4.12 1.04

Income level - - 448 206.99

Consumer happiness 1 7 4.61 .77

Life happiness -15 39 16.11 7.68

Table 3. General tendency of major variables (N=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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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p<0.001), 교육 수준(β=0.22, p<0.001), 성별

(β=0.12, p<0.01), 연령(β=0.11, p<0.05) 순으로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소비자 행

복을 약 6% 설명하였다. Model 2는 Model 1에 간소

한 삶 관련 변인인 절제와 간소, 자율성, 소득 수준

을 추가 투입한 결과이다. Model 2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0.19, p<0.001) 절제와 간소(β=0.51, 

p<0.001), 교육 수준(β=0.12, p<0.01), 소득 수준(β

=0.10, p<0.05), 성별(β=0.08, p<0.05), 자율성

(-0.07, p<0.05) 순으로 소비자 행복에 의미 있는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소비자 행복

에 대해 30%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절제와 간소를 

잘 실천할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인 경우에, 소비 상황에서 

자율성이 높을수록 소비자 행복의 수준을 더욱 높게 

보고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삶의 행복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인이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Model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8.27, 

p<0.001), 교육 수준(β=0.20, p<0.001), 연령(β=0.16, 

p<0.01) 순으로 삶의 행복의 수준을 높게 보고하였

으나 이들의 설명력 역시 6%로 높지 않았다. 간소한 

삶 관련 변인을 Model 2에 추가 투입하여 이들 변인

이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절제

와 간소(β=0.24, p<0.001), 소득 수준(β=0.22, p< 

0.001), 자율성(β=0.11, p<0.05), 교육 수준(β=0.09, 

p<0.05) 순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9%였다(F=16.73, 

p<0.001). 이는 절제와 간소를 잘 실천할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 상황에서 자율성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행복을 높은 수준으로 

응답함을 의미한다.

결국 소비자 행복과 삶의 행복 모두에 유의한 영

향력을 나타낸 변인은 절제와 간소, 자율성, 소득 수

준, 교육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수준

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험의 가치를 더 높게 평

가하며 물질적 재화를 구매하는 것보다 경험적 활동

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행복에 더욱 크게 기여한다

는 Van Boven & Gilovich(2003)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며, 자율성이 주관적 안녕감이나 주관적 행복

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Deci & Ryan(2000)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더불어 절제와 간소한 생활방식이 자

원의 배분, 구매, 사용, 처분과정에서 느끼는 소비자 

행복과 삶의 전반적 행복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무분별한 구매에 의한 욕

구 충족이 아니더라도 신중하고 가치 있는 절제된 

Variables

Consumer happiness Life happiness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B β B β B β B β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01

.18

.08
-.05

.11*

.12*

.02***
-.03

-.00
.12
.04

-.04

-.01
.08*
.12**

-.03

.10

.32

.71

.80

-.16**
-.02

.20***

.05

.06
-.20

.33
-.04

.09
-.01

.09*
-.00

Moderation & simplicity
Autonomy
Income level

.44
-.07

.14

.51***
-.07*

.10*

2.07
.97

3.20

.24***

.11*

.22***

F-value 7.30*** 30.19*** 8.27*** 16.73***

R2 .06 .30 .06 .19

⊿R2 .2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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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Dummy variables: Gender(Female=1, Male=0); Marital status(Married=1, Others=0)
‘Monthly income’ was used by converting log.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consumer happiness & life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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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이 소비자들이 만족감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절제와 간소, 자율성, 소득 수준에 따른 성인

소비자 유형분류 

Table 5는 절제와 간소, 자율성, 소득 수준에 의한 

성인소비자 유형분류에 관한 군집분석의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군집분석 방법으로는 비 계층적 군집분석

의 K-평균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군집의 수를 2, 3, 

4, 5로 하여 군집분석결과를 각각 비교한 결과, 군집의 

수를 3으로 한 경우에 어느 한 군집에 너무 집중되지

도 않고 너무 적게 분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

으로 군집의 수를 3개로 결정하였다. Type 1은 절제와 

간소를 평균이상으로 실천하나 자율성이 평균 이하로 

가장 낮으며 소득 수준은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비자율적 절제 간소형(the non-autonomous moderation 

& simplicity type)’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 속한 

소비자는 146명으로 조사대상자의 29.2%를 차지한

다. Type 2는 절제와 간소의 실천정도가 조사대상자 

중 가장 낮은, 평균 이하의 수준이며 자율성은 중간이

고 소득 수준은 가장 낮은 집단으로 이 집단을 ‘소극적 

절제 간소형(the passive moderation & simplicity 

type)’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212명으로 조사대

상자의 42.4%를 차지한다. Type 3은 자율적으로 절제

와 간소를 가장 잘 실천하며 소득 수준은 조사대상자 

중 중간(평균 이상)인 집단이기에 ‘자율적 절제 간소형

(the autonomous moderation & simplicity type)’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 속한 소비자들은 142명(28.4%)

으로 조사되었다. 

4. 성인소비자 유형별 특성에 따른 소비자 행복

과 삶의 행복

소비자 행복과 삶의 행복이 세 가지 유형의 성인

소비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 행복(F=78.52, p< 

0.001)과 삶의 행복(F=34.41, p<0.001) 모두에서 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소비자 행복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고 

비자발적으로 절제와 간소를 실천하는 ‘비자율적 절

제 간소형’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득 수준은 ‘비

Variables

Cluster(Types)

M(SD) FType 1
(n=146)

Type 2
(n=212)

Type 3
(n=142)

Moderation & simplicity 5.56 4.40 5.98 5.19(  .90) 360.33***

Autonomy 3.07 4.14 5.18 4.12(  1.04) 364.22***

Income level 876 288 545 448(206.99)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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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Cluster analysis by moderation & simplicity, autonomy and income level

Non-autonomous 
moderation & 
simplicity type

(n=146)

Passive moderation  
& simplicity type

(n=212)

Autonomous 
moderation  & 
simplicity type

(n=142)

M(SD) F

Consumer happiness
5.12

a
4.27

c
4.86

b
4.61( .77) 78.52***

Life happiness
16.60

b
14.02

c
20.87

a
16.11(7.67) 34.41***

*** p<.001

Table 6.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consumer happiness and life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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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절제 간소형’에 비해 적으나 적극적으로 절제

와 간소를 가장 잘 실천하는 ‘자율적 절제 간소형’이 

그 다음이었으며, 절제와 간소, 자발성이 보통 수준

이고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소극적 절제 간소형’의 

소비자 행복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삶의 행복의 경

우 절제와 간소를 자율적으로 잘 실천하는 ‘자율적 

절제 간소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비자율

적 절제 간소형’, ‘소극적 절제 간소형’ 순서를 보였다. 

정리해보면, ‘비자율적 절제 간소형’은 소비 후 느

끼는 만족감인 소비자 행복이 다른 소비자 유형에 

비해 크지만 이러한 소비패턴이 자율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에 삶의 전반적 행복은 ‘자율적 절제 간

소형’보다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낮다. 반면 ‘자율적 

절제 간소형’은 소비를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된 소비자 행복은 ‘비자율적 절제 간소형’

보다 낮으나, 삶의 전반적 행복에 있어서는 소비자 

유형들 중 가장 높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소비자의 절제와 간소, 자

율성,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자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소비자 행복과 삶의 행복에서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여 절제와 간소의 자발적 실천을 

통한 행복 추구와 삶의 자율성 회복에 대한 시사점

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20~60대 성

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주

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성인소비자들은 절제와 간소를 비

교적 높은 수준으로, 자율성은 보통 수준으로 응답

하였다. ‘자발적 간소화’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물질

지향적인 삶을 지양하고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을 모두 중시하여 진정한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

는 바람직한 소비행동이다. 절제와 간소의 점수가 

높은 것을 우리 사회에 새로운 대안적 소비트렌드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단순히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재적 동기인 자율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태

도, 그리고 경제현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

저 후기 산업사회의 소비문화 연장선상에서 관찰되

는 남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소비, 사회적인 인정을 

얻기 위한 소비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율성이 배제

된 절제와 간소는 ‘보여주기를 통해 남들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고자 하는 또 하나의 상징의 매개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조피혁과 화학처리 등 가공을 하

지 않고 천연 면 등의 재료로 제작되는 친환경 천가

방’ 이자 ‘재활용 옷감이나, 남는 자투리 천을 누벼 

버려지는 자원을 아끼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가방’을 통칭하는 에코백은 유명 브랜드들에 의

해 패션 소품으로 출시된 한정판 에코백과 서로 다

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나라도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가계

부채가 2014년 대비 2배나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률

과 소비증가율이 하락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동향

을 감안한다면, 자율성이 배제된 절제와 간소는 경

제적인 효율성에 근거를 둔 의사결정일 수도 있다. 

절제와 간소의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고

무적이나, 자율성이 전제된 절제와 간소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사회적 분위

기와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절제와 간소, 자율성, 소득 수준이 소비자 

행복과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 행복에

는 절제와 간소,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성별, 자율성

이, 삶의 행복에는 절제와 간소, 소득 수준, 자율성, 

교육 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소비자 행복을 살펴보면 절제와 간소를 잘 

실천할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

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인 경우에, 그리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소비자 행복을 높게 보고하였다. 특이한 

것은 자율성이 소비자 행복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개인의 행동은 준거집단의 행동규범에 의해 

좌우되며 소비자는 이러한 준거집단의 사고, 생활방

식, 행동양식 등에서 가능한 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Kim 2007) 이와 관련하여 Kim 

& Han(2014)의 연구에서는 자신이 소비하는 실용적

인 제품에 대한 평가가 소수에 의해 소비될 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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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 의해 소비될 때 더욱 긍정적이었고, Kim 

(2015)의 연구에서는 모방구매 정도가 높을수록 해

당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즉 현

대 소비사회에서 소비자들이 개인의 신념이나 의지

로 자율적인 소비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상황이나 유

행, 타인을 의식한 소비를 할수록 높은 편안함을 느

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무분

별한 소비주의 및 모방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비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

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삶의 행복의 경우 절제와 

간소를 잘 실천할수록, 소득 수준과 자율성, 교육 수

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높게 보고하였다. 삶의 행

복이 소득, 연령, 결혼여부와 같은 사회 인구학적 특

성의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사회 인구학적 변

인의 설명력이 높지 않으며, 교육 수준을 제외한 연

령, 결혼여부 등은 간소한 삶 관련 변인이 추가되었

을 때 삶의 행복에서 유의하지 않게 된 점들을 미루

어 볼 때 행복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절제와 간

소, 소득수준, 자율성이 모두 높을수록 소비자 행복

과 삶의 행복이 높다는 것은 우리 생활방식이 과거 

산업화 이전의 간소하긴 하였으되 비자발적인 가난

한 생활방식에서 출발하여, 산업화된 후의 비자발적

인 복잡한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소비나 소유

를 삶의 중심에 놓는 물질주의에서 파생된 많은 문

제를 고려해 간소한 생활방식을 추구하며 발전해나

간다고 한 Rudmin & Kilbourne(1996)의 견해로 볼 

때 현대 사회의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높은 차원의 

생활방식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이나 타의에 의한 절제나, 소비 여

력의 부족으로 인한 절약이 아닌 이들 모두가 골고

루 충족될 수 있도록 도울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행

복감이 향상될 것이다. 

셋째, 절제와 간소, 자율성, 소득 수준에 따라 성

인소비자는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이 중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고 

자율성이 평균이며 절제와 간소의 실천이 중간점수 

이상이지만 조사대상자 중 가장 저조하였던 ‘소극적 

절제 간소형’이었다. 그 다음은 소득 수준은 가장 높

지만 선택의 자율성이 가장 낮고 절제와 간소는 평

균이상으로 실천하는 ‘비자율적 절제 간소형’과, 소

득 수준은 중간지만 자율성과 절제와 간소의 실천이 

모두 가장 높은 ‘자율적 절제 간소형’이 비슷한 수치

로 그 뒤를 이었다. 세 유형 중 ‘소극적 절제 간소형’

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도 사회안전망과 공동체의 

건강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신호이지만 특히 소극적 

절제 간소형의 평균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전체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

우 저소득층(차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데 저소득

층 소비자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소비자 

문제 외에 특수한 소비자 문제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합리적인 소비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Boujbel & D'astous(2012)는 그의 연구에서 

자발적인 간소화는 삶의 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소비욕망의 제어가 이들 관계에서 매개효과

를 가지는데, 이는 금융자원이 제한된 소비자들에게

서만 관찰된다고 하였다. 즉, 금융자원이 풍부한 소

비자들은 자아존중감이나 소속감 같은, 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해결에 집중하므로 소비욕망의 제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으나 금융자원이 부족한 저

소득층은 간소화와 삶의 만족 사이에서 소비욕망의 

제어여부가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은 주로 

주택공급, 의료비 및 교육비지원, 직업훈련 등의 소

득 대체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가계복지는 소득

의 향상 뿐 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소비습관의 관리, 

심리적 자원의 충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즉 저소득층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욕망

을 제어하는 방법이나 현대 소비사회에서 상대적 박

탈감, 좌절감 등을 대처할 수 있는 상담심리 교육을 

제공하고 동시에 소비자교육을 통해 간소한 삶을 자

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들의 복지향

상에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들 간 소비자 행복과 삶의 행복을 비교했

을 때 소비자 행복과 삶의 행복 모두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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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나 세부 양상이 달랐다. 먼저 제품의 구매, 사

용, 처분 등의 전반적 소비관련 상황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행복감인 소비자 행복의 경우 비자율적 절제 

간소형, 자율적 절제 간소형, 소극적 절제 간소형순

으로 행복감을 높게 보고하였지만 삶의 행복의 경우 

자율적 절제 간소형, 비자율적 절제 간소형, 소극적 

절제 간소형 순으로 나타났다. 비자율적 절제 간소

형과 자율적 절제 간소형은 모두 소득 수준이 도시

가계 평균 이상으로 높고 절제와 간소도 잘 실천하

는 집단이나 이 둘은 자율성의 정도가 다르다. 선택

의 자율성은 주도적 삶의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합리적 소비를 이끌어내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함에 있어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율적 절제 간소형이 비자율적 절제 간소형보

다 합리적 소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비상

황에 국한한 행복보다는 삶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의 자기결정능력을 향상시키

고, 삶의 자율성 회복을 위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선

택과 책임,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는 분위기를 만들

어야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한 방법으

로서 소비가 아닌 절제와 간소에 주목함으로써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재확인하게 하여, 장기적

으로 간소한 삶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을 높

일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

는 자율적으로 소비를 절제하며 검소한 생활방식으

로 변화해 나가면 행복에 도달 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자발적 간소화하는 삶 중에서 물질

적인 간소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정신적인 간소화 

전체와, 가치관의 변화과정이나 변화 동기 등을 다

루지 못하였다. 또한 ‘소비자 행복’을 측정함에 있어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나 최근 소비행

복 및 소비자 행복의 구성요소 및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자발적 간소화의 외적 및 내적 변화를 모두 다

루며 더욱 정밀화된 소비자 행복 척도를 사용하면 

보다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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