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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오늘날 현대사회는 컴퓨터의 대량보급과 정보화 통

신 체계의 발달로 인해‘디지털 혁명’과 함께 지식정

보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정보

사회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뉴미디어 장비가 일반인에

게 보급되면서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도

록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은 21세기 정보화 사회

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정치, 사회, 경

제를 비롯하여 교육, 의료, 문화뿐 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라이프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사회의 중요한 매체로 부각되면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제공해 주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급속도로 디지털 정보화사회로 변

화되어 가고 있는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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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004),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이며,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제품 판매가 세계 5위를 기록하

다고 한다. 인터넷 쇼핑 제품으로는 의류 및 패션

액세사리 등 패션관련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

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필

수적 요소가 되어가면서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지

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향도 주고 있다

(Morahan-Marin & Schumacher, 2000). 즉, 인터

넷의 보급률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여러 가지 역기능

적 사회 현상들이 더 다양해지고 현저해 지면서, 예측

하지 못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는 것

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인터넷 중독증을 의미하는

‘Webaholism’혹은‘Internet Addiction Disorder’

와 같은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Young, 1999; 김주한, 2000; “네티즌 인터넷중독

증”, 2004), 인터넷 중독 현상은 사회, 문화적인 면에

서도 부정적인 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소비자 구

매 행동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

면, 인터넷 중독은 강박구매나 쇼핑중독구매와 같은

중독구매행동에도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예, Young et al., 1999; 김난도, 이선우,

2002)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증은 보상심리와 충동성

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한, 부모의 중독

구매성향이 높을수록 그 정도가 심각하며, 인터넷 중

독증은 인터넷에 몰입한다는 인터넷 flow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다른 기존의 선행연구들(예, Morahan-Marin &

Schumacher, 2000)에 의하면, 어느 한 중독성향은

또 다른 중독성향을 유도하면서 서로 관련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은 쇼핑중독증이나 신

용카드 중독과 같은 중독구매와‘중독성’이라는 공통

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구매행동

변인과 관련시켜 조사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라고 여겨진다. 특히, 패션제품은 제품속성상 다른 제

품보다도 충동구매나 중독구매와 더 관련이 있으며

(Lee et al., 2000; 이승희, 신초 , 2004), 점차 인터

넷 쇼핑에서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과 연관시킨다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중독과 중독구매행

동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중

독구매행동 변인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

과는 인터넷 중독성향이 있는 소비자들을 현명한 소비

로 이끌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1. 인터넷 중독

모든 신종문화가 일으키는 문화충격이 그렇듯이 인

터넷 문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만

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중독’, ‘컴퓨터 중

독’, ‘인터넷 증후군’, ‘웨바홀리즘(webaholism)’등

으로도 불리우는 인터넷 중독에 대해 Young(1996)은

‘과도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심리적 측면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업무나 학업, 사회생활의 해를 끼치는

중독증의 형태’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정도가 매우 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터넷 중독증(Internet Addiction Disorder)”또는

“웹중독증 (Webaholics)”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

다. 이와같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특성과

인터넷이 제공하는 방대한 서비스는‘강박관념에 사로

잡힌(compulsive)’또는‘중독적인(addictive)’이라고

묘사되는 인터넷의 과다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다(Murphy, 1997). 인터넷 중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

는 Goldberg(1996)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인터넷이용

과 관련하여 이를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업무나

학업 또는 사회 및 가족과 관련된 재무, 심리적 측면

의 기능 수행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하

면서 인터넷 중독증(Internet Addiction Disorder)이

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하 다. 그에 의하면, 인터

넷 중독증상에는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 금단

(withdrawal) 증세가 심하거나, 갈망, 직업상실, 재정

적 어려움, 결혼과 가족관계에서의 장애 등과 같은 부

정적인 증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

중독자 400명의 사례를 조사한 Young(1996)의 연구

에서는 인터넷 중독적 이용의 결과로 부정적인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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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를 통해

Young은 인터넷이라는 매체 그 자체가 중독적이라기

보다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인터넷의 특성이 인터넷

중독적 이용을 이끌 수 있다고 하 다. Young의 또

다른 연구(1998)에서는 인터넷 중독자 396명을 상대

로 면접 조사한 결과, 그들의 53%가 사이버 성적관계

와 온라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결혼과 이성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 음을 알아냈다. Morahan-

Marin(1997)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 과도한 통제하지 않는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미국의 대학생들도 학업과 교우관계에서 부정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raut et

al.(1998)은 인터넷 중독자들은 대인간 상호작용을 위

해 인터넷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 다.

기존의 선행 연구(예, Young, 1996; Young et al.,

1999)에 의하면,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은 자존감이 낮

으며, 자아통제가 약하고, 심난한 마음을 위해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에 자주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자꾸 길어

져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내성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국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와 인터

넷 중독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주한(2000)에 의하면,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

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의존성

과, 웹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컴퓨터를

끄고 빠져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 지며 오래 있어도 작

업효율이 떨어지는 내성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을 떠나 있으면 왠지 초조하고 불안해

지며, 인터넷상에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떤 e-mail이 와 있을 지 몹시 궁금해

한다. 특징적으로 이들은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에 연결되는 순간 긴장이 해소되고 심지어는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증상들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

이며 만성화되어 신체, 심리, 사회 및 직업활동상의 장

애를 유발하는 경우 비로서 정신의학적인‘중독현상’

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중독증에 대한 연구

는 주로 교육학이나 청소년 심리학, 혹은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대부분이 아직까지

실태조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비자관련

분야에서 인터넷 중독중과 관련된 변인들을 조사해 보

는 것이 필요하다.

2. 인터넷 중독관련 중독구매

인터넷 중독자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몇몇

연구외에 그리 많지 않다. 이명수 외(2001)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33.4%가 인터넷 중독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주리애, 권석만(2001)은 인터넷의 역기

능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서 인터넷 중독증이 게임중

독행동, 도박중독행동 등과 관련이 높다고 하 다. 또

한, 예종석, 김동욱(2002)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충동성과 인터넷 충족

욕구가 높고, 인터넷을 즐기는 인터넷 플로우(flow)가

높다고 하 다. 김난도, 김선우(2001)의 연구결과에서

도 10대, 20대, 30대의 조사대상자 중 약 30%이상이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 다고 하 으며, 특히 10대에

서는 과반수 정도가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중독증세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새벽이나 일정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로 집에서 접속하

는 경우가 많아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폐쇄적 성

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인터넷 중독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성이 매우 낮으며, 충

동성과 중독성향이 높고, 인터넷 flow가 높으면서, 다

른 사람들보다 매우 폐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 듯이, 게임중독, 도박중독, 사이버

성적중독과 인터넷 중독증은 모두‘중독성’이라는 점

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중독성은 중독구

매와도 연관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

근 몇 년동안 소비자행동분야에서 부정적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강박구매와도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강박

구매는‘통제할 수 없는 구매욕구’로 정의 내려지며

(Valence et al., 1988), 강박구매자들의 특성으로는

낮은 자아존중감 (O’Guinn & Faber, 1989), 낮은 자

아통제성(Valence et al., 1988), 높은 충동성과 강박

관념 등을 들 수 있고, 강박구매자들은 특히 패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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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장 많이 구매한다고 하고 있다(Lee et al.,

2000; 이승희, 신초 , 2004). Lee et al. (2000)에

의하면, 미국인 TV 홈쇼퍼들 중 약 10%가 강박구매자

이며, 강박구매 성향이 높은 사람이 주로 구매하는 품

목은 의류, 액세사리 으며, 비강박구매자에 비해 신용

카드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

박구매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일수록, 자아존중감

이 낮고, 신용카드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매우 쇼핑

지향적이라고 하고 있다. 이승희, 신초 (2004)에서도,

강박구매자는 비강박구매자에 비해 패션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으며, 충동성과 자아존중감, 물질주의성향

과 관련이 높다고 하 다.

강박구매 이외에도 Young(1999)에 의하면, 쇼핑중독

이나 신용카드 중독행동 등도 인터넷 중독과 연관이 있

을 수 있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 연구는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다. 또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인터넷이 몰입하는 인터넷 flow 성향도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중독을 중독구매행동의 변인들과 연관시켜 조사

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III.

1. 연구문제

앞서 조사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

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여대생들의 인터넷 행동과 인터넷 중독정도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셋째,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알

아본다.

넷째,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향 요인을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인터넷 쇼핑에서 패션제

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여대생으로 하 다. 측정

도구로는 강박구매성향(Lee et al., 2000), 미국‘온라

인 중독센터’에서 개발한 인터넷중독, 쇼핑중독과 신

용카드중독 문항 (Young, 1999), 자아존중감

(Rosenberg, 1965), 인터넷 flow(Novak et al. 1997)

등 모두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 다. 인터넷 중독에

관한 문항 중 예를 들면, “다른 할 일을 놔두고 E-

mail 체크를 먼저 한다”, “우울하거나 긴장되었다가 인

터넷을 접속하면 괜찮아진다”, “가족, 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 인터넷이 더 즐겁다”등이다. 강박구매문항에

관한 예들은, “나는 물건을 살 여유가 없더라도 꼭 사

고야 만다”등이며 강박구매척도는 점수가 낮을수룩

강박구매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쇼핑중독증에

관한 문항은“몸이 아프다고 누웠다가도 쇼핑하러 가

자고 하면 벌떡 일어난다”등이고, 신용카드 중독증에

관한 문항은‘카드 없는 삶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등이다. 이밖에 인터넷 flow에 관한 문항은‘인터넷에

서 정보탐색 시 몰두하게 된다’등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238명에게 배

부하여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중 부적합한 자료

18부를 제외한 총 220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통계분석으로는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OVA, Duncan test,

Multiple Regression 등이 사용되었다.

IV.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인터넷 행동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19세-28세의 연령분포로

평균연령은 22세 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32%, 2학

년이 20.1%, 3학년이 24.7%, 4학년이 23.2%인 것으

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의류학 관련 전공자가

56.5%, 비의류학 전공관련 전공자들이 43.5%로 나타

났고, 생활수준에서는 주관적으로 중류층이라 생각하

고 있는 응답자가 8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행동으로 인터넷 하루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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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1-2시간이 4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

5시간으로 31.8%, 1시간 미만은 20.4%, 5시간 이상이

7.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초기 인터

넷 중독자가 30.5%, 심각한 인터넷 중독자가 5.6%로

나타나 약 36%가 인터넷 중독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대-30대의 조사대상자 중 초

기 인터넷 중독자가 27.6%, 심각한 인터넷 중독자가

3.1%로 조사되었던 김난도, 이선우(2001) 연구보다 조

금 더 인터넷 중독 성향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인터넷 사용시간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의

60%가 주로 저녁이나 밤을 이용하 고, 사용시간이

불일정하다는 응답도 27.2%가 나왔으며, 이외에 낮이

9.1%, 새벽이 4.8%, 그리고 오전이 1.9%이었다.

2. 인터넷 중독과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표 1>과 같다. 인터넷 중독은 5가지 변인 모두

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

넷 중독성향이 클수록, 강박구매성향이 높았으며, 쇼핑

중독과 신용카드 중독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성향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으

며, 인터넷 flow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변인 차이

인터넷 중독정도를 인터넷 중독의 총합을 상위

(30%), 중위(40%), 하위(30%)의 3집단으로 분류하여

인터넷 중독관련 변인들간의 차이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정

도집단에 따라 5가지 변인 중 3개의 변인이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강박구매, 쇼핑중독, 인터넷 flow 변인들

이 3가지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 는데,

인터넷 중독 고집단이 다른 중집단과 저집단에 비해

강박구매성향이 가장 높았고, 쇼핑중독과 인터넷 flow

에서도 가장 높은 성향을 보 다. 이는 한 가지 중독

성향이 높으면, 다른 중독관련 행동도 높다는 선행연

구(Shaffer et al., 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인터넷 중독에 향 미치는 변인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변인들의 향정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인터넷 중독을 종속변수로, 강박구매, 쇼핑

중독, 신용카드사용 중독, 자아존중감, 인터넷 플로우

를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다중회귀분석 중 stepwise

방법을 실시하여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회귀분석 실시결과 인터넷 중독성향과 관련된 5가

지 변인 중 신용카드 중독을 제외한 4가지 변인이 인

터넷 중독에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박구

매가 가장 크게 향을 미쳤고, 그 다음이 인터넷

flow, 쇼핑중독, 자아존중의 순이었다. 이 변인들이 인

터넷 중독에 미친 향력은 27.3% 다. 즉, 강박구매

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flow가 높을수록, 쇼핑중독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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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넷 중독과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인터넷중독 @강박구매 쇼핑중독 신용카드사용중독 자아존중 인터넷flow

인터넷중독 - -0.24** 0.21** 0.14* -0.17* -0.28**

@강박구매 -0.24** - -0.73*** -0.23** 0.15* -0.12

쇼핑중독 0.21** -0.73*** - 0.23** 0.08 0.12

신용카드사용중독 0.14* -0.23** 0.23** - 0.06 0.01

자아존중 -0.17* 0.15* 0.08 -0.06 - 0.91

인터넷flow -0.28** -0.12 0.12 0.01 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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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독 @강박구매 쇼핑중독 신용카드사용중독 자아존중 인터넷flow



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V.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

른 중독구매행동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 중 초기 인터넷 중독자가

30.5%이고, 심각한 인터넷 중독자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예, 김난도, 이선우,

2002)에 비해 인터넷 중독자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루에 인터넷 사용시

간이 1-2시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5시간, 1시

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시간 이상도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중독성향이 클수록, 강박구매성향,

쇼핑중독성향, 신용카드 중독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또한, 인터넷 중독성향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았으며, 인터넷 flow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 가지 인터넷 중독 정도집단(고, 중, 저)에

따라 변인들의 차이를 조사해 본 결과, 강박구매, 쇼핑

중독, 인터넷 flow 변인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중독 고집단이 중집단이나 저

집단보다 강박구매성향이 가장 높았고, 쇼핑중독과 인

터넷 flow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회귀분석 실시결과 인터넷 중독성향과 관련된

5가지 변인 중 신용카드 중독을 제외한 4가지 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박

구매가 가장 크게 향을 미쳤고, 그 다음이 인터넷

flow, 쇼핑중독, 자아존중의 순이었다. 이 변인들이 인

터넷 중독에 미친 향력은 27.3% 다. 즉, 강박구매

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flow가 높을수록, 쇼핑중독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터넷의 확산과

인터넷의 사용접근 수월성은 우리 사회에 인터넷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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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변인 차이

변수 구분 인터넷중독정도 F

저집단(N=69) 중집단(N=83) 고집단(N=68)

@강박구매
M .53A .28AB -.23B

3.76*
SD 1.59 1.64 1.69

쇼핑중독
M 14.16A 15.31AB 16.21B

3.64*
SD 4.68 4.64 3.93

신용카드사용중독
M 12.13 14.76 15.62

1.85
SD 8.56 11.63 12.36

자아존중감
M 37.91 36.54 36.58

1.25
SD 5.00 5.66 6.70

인터넷 flow
M 32.16A 36.13B 39.37C

11.76***
SD 6.56 6.41 6.88

*p<.05, ***p<.001 ABC=Duncan’s test, @강박구매는점수가낮을수록강박구매성향이높음의미

변수 구분
인터넷중독정도

F
저집단(N=69) 중집단(N=83) 고집단(N=68)

<표 3>  인터넷 중독에 향을 미치는 변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계수 t 값 R2

@강박구매 -0.357 -4.274*

인터넷중독
인터넷 flow 0.327 4.011* R2=0.273

쇼핑중독 0.193 3.009 F=27.431***

자아존중 -0.150 -2.410

* p< 0.05, ***p<.0001, @강박구매는 점수가 낮을수록 강

박구매성향이높음의미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계수 t 값 R2



이라는 역기능을 야기시켜 오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중독이 중독구매와 같은 소

비자행동에도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

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한 가지 중독

특성은 또 다른 종류의 중독행동들을 유도하면서 서로

관련되어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중요성이 인지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소비자교

육이 필요하다. 특히 패션제품과 중독구매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패션관련 학계와 정부부처에서

좀 더 적극적 소비자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이런 노력

들은 인터넷 중독성향이 있는 소비자들을 현명한 소비

자로 이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대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

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향후, 조사대상자들은 남성을 포함하

여 연령층을 더욱 확대하여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10대들의 인터넷 중독증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므

로 10대들도 포함시켜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강박구매와 쇼핑중독, 신

용카드 중독 등 몇가지 제한된 변인으로 조사하 는

데, 향후 좀 더 다양한 중독구매 변인들(예, 부모의 중

독구매성향 등)을 인터넷 중독과 관련시켜 심층 조사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인터넷 중독구

매성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그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횡단적인 연구와 함께 종단적

인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점차 인터넷

중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혹은 소비자

와 관련한 연구들이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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