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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thical behaviors in retail settings: Differences by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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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consumer beliefs on the wrongness and occurrence of uneth-
ical behaviors in retail setting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unethical beliefs by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to exam-
ine the effects of anomie on unethical beliefs. A total of 609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a consumer survey were
analyzed. Results revealed that respondents tended to perceive illegal activities as the most unethical and the least prev-
alent behaviors and downloading intellectual properties as the least unethical and the most prevalent behaviors. There
were differences by age, marital status, occupation, and education in the four dimensions of unethical beliefs including
actively benefiting from illegal/deceiving activities, passively benefiting at the expense of the seller, no harm/no foul, and
common but questionable actions. Partial differences were observed by shopping frequency and return experience. Val-
uelessness of anomie affected actively benefiting from illegal/deceiving activities and no harm/no f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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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윤리가 자주 강조되고 있는

데, 기업이 단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도 제품획득, 사용, 처분과정에서 탈규범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상점절도, 불법복제품 구매와 이용,

환경훼손행위 등 소비자의 비윤리적 행동은 매우 다양할 수 있

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다양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소

매유통환경에서 소비자의 비윤리적 행동은 자주 기사화되고 있

는데, 이는 이러한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

다. 특히 반품 및 환불과 관련한 부정한 행동, 매장에서의 속

임수, 억지, 위협 등 불량행동 등이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기사

의 예로, “각양각색,” 2006; “막무가내 소비자” 2007; “중기
57%”, 2007). 

사회전반에서 윤리가 강조되는 동시에 소비자의 비윤리적 행

동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려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윤리적 이슈와 관련하여 마케팅영역은 상당한 개념적 및

실증적 연구를 이루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마케팅에서의 구

매자/판매자 이원관계 중 판매자편에 집중하는 반면 소비자윤리

관점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제기는

Murphy and Laczniak(1981)부터 Muncy and Vitell(1992)을 거

쳐 Vitell(2003)에 이르기까지 20여년동안 한결 같다. 소비자윤리

연구는 1990년 이래 이전보다 많이 선보이고 있지만, 비즈니스

간행물 DB인 Ebsco를 통해 검색하면 여전히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이나 기업윤리 관련한 연구가 소비자윤리 연구보다 많은 것으

로 보인다. 

소비자윤리의 실증적 연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측정도구는

Muncy and Vitell et al.(1992)에 기반하는데, 이들은 윤리적

신념(ethical beliefs)의 4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4가지 요

인과 이들의 측정도구는 이후 여러 연구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국내에서도 2000년

이후 소비자윤리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일반

적인 상거래에서의 소비자윤리를 Muncy and Vitell(1992)의 도

구로 측정하여 유사한 차원을 도출하고 있다(김정훈, 2004; 제

미경 외, 2004, 김효정, 2006). 그러나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특정행동에 대한 윤리기준도 완화되거나 더 높아질 수 있다. 최

근 Vitell and Muncy(2005)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이

전 측정도구를 수정하였는데, 저작권물을 다운받는 행위/모조

품 구매, 리싸이클링/환경 인식, 옳은 일/선행 등이 이에 해당

된다. 한편 최근 소매유통환경에서 소비자의 불량행동이 증가

함에 따라 이러한 행동에 대한 항목도 추가, 강조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어온 Munc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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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ell(1992)의 측정도구도 상황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소비자 인구통

계적 및 심리적 특성이 연구되어 왔다. 이들 국내외 연구들은

일부 특성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연

령이 높을수록 윤리적 특정 소비자특성의 영향은 연구마다 다

른 결과로 인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Vitell(2003)은 여전

히 소비자윤리관련 연구가 부족하며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련

에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정 행동에 대

한 소비자윤리의식이 변할 수 있는 만큼 특정 소비자특성 또한

반복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키아벨리즘, 이상주의, 상대주의 등 기존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인 특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인식과 함께

Vitell(2003)은 새로운 심리적 변인의 연구필요성을 제안하는데,

Caruana et al.(2001)과 Rosenbaum and Kuntze(2003)는 소비

자의 비윤리적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으로 아

노미를 연구하였다. 아노미는 사회에 대한 소속감 상실, 가치관

상실 등으로 설명되는데, 범죄, 알콜중독 등 일탈행동을 이해하

는데 이용되어 왔다. 이들은 마케팅분야에서 아노미는 자주 연

구되고 있지 않지만 비정상적 행동을 이해하는 변인으로 보다

연구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유통업체 비용을 증가시

키는 비윤리적 소비자행동(예를 들어 반품사기행동)의 증가에

대해 경기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아노미가 관련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보다 지속적인 문제로서

소비자행동에 보다 큰 의미를 시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근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과 함께 국내 소비자들의 비윤리적행

동도 자주 기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노미를 이용하여 이러

한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윤리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동시에 비윤리

적 소비자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소매유통환경에

서의 소비자윤리에 중점을 두어 각 개별행동에 대한 윤리의식

을 조사하는 동시에 소비자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아노

미와의 관계를 고찰하여 현 시점에서 이러한 행동 및 태도간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목적은 첫째, 소매유통환

경에서의 비윤리적 소비자행동에 대해 각 행동의 비윤리성에

대한 인식 및 행동보편화정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하

여 비교하고, 둘째, 비윤리적 행동의식이 소비자특성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 조사하며, 셋째, 소비자 아노미가 소매유통환경에

서의 비윤리적 행동의식과 관련되는지를 조사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비윤리적 행동의식

소비자의 비윤리적 행동은 소비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되

는 행동(ethically questionable behavior: EQB)(Fukukawa,

2002)으로서 소비자행동의 부정적 측면을 의미한다. 윤리적으

로 문제가 되는 다양한 행동, 즉 EQB에 대한 소비자의 윤리적

판단/의식을 조사하는 연구로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는

Muncy and Vitell(1992)의 4가지 차원일 것이다. 먼저 불법행

동을 통해 적극적 이익추구(actively benefiting from an illegal

activity)는 상점절도처럼 불법이라고 거의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행동을 포함한다. 둘째, 판매자의 비용을 통한 수동적 이익추구

(passively benefiting at the expense of the seller)는 거스름

돈을 더 받고도 모른체 하는 것처럼 판매원의 실수를 이용하는

행동이며, 셋째,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적극적 이익추구(actively

benefiting from a questionable action)는 반드시 불법으로 인

식되지는 않는 행동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피해도 없고 부정

하지도 않은 행동(no harm/no foul)은 한참 착용해본 후 구매

하지 않는 것처럼 거의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포함한다. 이

척도는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후속 연구에

이용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 소비자윤리 연구를 중심으로 종합적 고찰

을 한 Vitell(2003)에 의하면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소비자윤리

에 대한 판단은 3가지 이슈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소

비자가 적극적으로 잇점을 추구하는가 혹은 수동적인가, 불법

이라고 인식하는가 아닌가, 판매자에게 피해가 된다고 인식하

는가 등이 그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익

을 추구할 때보다 수동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경우 덜 비윤리적

으로 인식하는데, 즉 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비윤리성은 심각

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수동적 행동은 합법적인 것

만큼 윤리적은 아니어서 적극적, 수동적인 것보다 불법적인 행

동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소비자윤리관련 연구는 특히 2000년 이후 관심을 받고

있다. 신상헌(2000)은 그가 개발한 설문지로 고교생과 대학생

을 대상으로 상거래윤리를 조사하여 불법, 손상, 속임, 오용의

4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김정훈, 이은희(2003)는 신상헌(2000)

의 도구로 소비자 비윤리행동을 측정하여 비양심성, 불법성, 기

만성으로 구분하였다. Muncy and Vitell(1992)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김정훈(2004)은 스스로 행동이 그러한 정도에 따라 사

회화된 불법행동으로 이익추구, 비양심적 행동으로 이익추구,

다른 사람의 손실에 따른 이익을 수용, 의도적인 불법행동으로

이익추구의 4요인을 구분하였다. 

제미경 외(200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4하위영역에 대한 소

비자 비윤리 지각과 행동을 연구하였는데, 사회적 묵인 불법행

위로 이익획득이 지각과 행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능동

적인 불법행위로 이익획득의 경우 지각과 행동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수동적인 기만행위로 이익획득, 비양심

적인 행위로 이익획득 등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지각수준이

행동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비윤리적으로 지각한다고 해도 행

동으로 옮기는 정도는 낮다고 하였다. 김효정(2006)의 연구에

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이익획득, 다른 사람의

비용지출로부터 이익획득, 불법행동으로 이익획득, 의심스러운

행위로 적극적 이익획득 등의 순으로 비윤리적 행동을 많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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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비윤리적 행동의식: 소비자특성에 따른 차이

비윤리행동과 인구통계적 특성의 관계에서 연령은 비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한 변인이다(Vitell, 2003). 연

령은 비윤리적 행동과 부정적 관계를 보여 연령이 낮을수록 비

윤리적 경향(Fullerton et al., 1996; Vitell & Muncy, 1992)을

보인다. 연령차이는 매우 명확하여 심지어 노년층에서도 조금

더 나이많은 노년층이 조금 더 젊은 노년층보다 더 윤리적

(Vitell et al., 199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세 이상 성인이

10대나 어린이보다 윤리적인 것으로 나타났고(Rawwas and

Singhapakdi, 1998), 다른 문화권에서도 젊을수록 비윤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Erffmeyer et al., 1999). 

Muncy and Vitell(1992)과는 다른 도구로 측정한 Fullerton

et al.(199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젊고 교육수준

이 높은 소비자가 비윤리적 행동을 보다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학력의 영향을 시사한다. 한편 학

생이 실무에 종사하는 직장인보다 덜 윤리적이라는 결과도 보

고되었다(Cole and Smith, 1996; Cohen et al., 2001; Vitell

& Muncy, 2005). 이외 인구통계적 변인들의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1990년 이후 비윤리적 행동관련 연구를 종합

정리한 Vitell(2003)에 의하면 성별은 소비자윤리를 결정하는 데

유의하지 않은 변인이다. Vitell(2003)은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

준 등 인구통계적 변인은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신상헌(2000)은 비윤리적 소비자의 연령이 낮다고 하였으며,

김정훈, 이은희(2003)의 연구에서 비양심성, 불법성, 기만성을

포함하는 비윤리적 행동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났는데, 20대보다 30, 40대가 더 비양심적이며, 초등

학교 졸업자가 비양심성이 가장 낮은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불법성이 가장 높고, 가정주부가 이 3 요인 모두에서 가장 비

윤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다. 

김정훈(2004)은 20대, 여자, 도시거주자의 비윤리성이 더 높

고, 중학교 졸업자가 대학원졸업자보다 의도적 불법행동에서 비

윤리성이 높으며, 저소득 집단이 비양심적 행동 및 의도적 불

법행동에서 비윤리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4하위영역에 대한 소비자 비윤리 지각과 행동을 연구한 제미경

외(2004)는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성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

다고 하였다. 김효정(2006)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비윤리적 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젊은 연령이 보다 비윤리적 행동을

하였으나 성별, 학력, 직업, 소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특성에 따른 차이가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은 것은, 한

편으로 조사대상 표본과 문항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 있

으며, 한편으로 비윤리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변화될 수도 있

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비일관성은 Vitell(2003)

이 제안한 것처럼 보다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3. 비윤리적 행동의식과 아노미

최근 부정한 소비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아노미(anomie)

를 활용한 연구가 있다(Caruana et al., 2001; Rosenbaum &

Kuntze, 2003). 아노미는 사회학분야 및 심리학분야에서는 범죄

행동, 알콜중독 등 다양한 일탈 및 비정상행동을 설명하기 위

해 사용되었다(Caruana et al., 2001). Sprole(Caruana et al.,

2001)은 사회적 수준의 아노미와 심리적 수준의 아노미를 구분

하는데, 최근 마케팅연구에서는 소비자개인의 심리적 아노미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MacIver(Caruana et al., 2001)는 심리

적 아노미를 사회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 붕괴로 정의한다. 즉

사회변화와 문화충돌로 인한 가치관의 상실은 개인으로 하여금

버틸 공간을 잃어버리게 하고, 가치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미래

에 대한 방향을 상실하고 현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Sprole(Caruana et al., 2001)은 개인적 수

준의 아노미를 현대 사회생활에 대한 개인의 통합 결핍을 야기

하는, 빠른 사회변화와 함께 수반되는 개인의 가치관 상실로 정

의한다. 아노미적 개인은 사회시스템(정치시스템, 문화시스템,

경제시스템, 사회규범과 가치 등)으로부터 소원하게 되고 반항

적, 일탈적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개인에 내재하는 아노미수준은 인간의 불안정한 상태를 묘사

하여 부정, 사기행동을 설명하는 태도와 관련될 것으로 기대되

는데, Caruana et al.(2001)은 부정직한 행동을 설명하는 개인의

내적가치로 아노미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유통업체 종업원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노미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부정행

동에 대한 태도가 낮아 이러한 부정행동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

다고 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컨닝행동에

대한 아노미의 영향을 밝혔다. 이들은 이 일련의 조사를 통해

아노미와 일탈행동/비정상행동간 관계를 지지하였으며, 아노미

를 마케팅상황에 처음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Rosenbaum and Kuntze(2003)는 아노미를 규범기준의 결핍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개인의 화, 고립감, 혼란, 분열행동 등으로

설명하는데, 아노미를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가

지 요인은 Dodder and Astle(1980)에 의해 설명되었는데, 인간

관계에 대해 거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냉소주

의(cynicism)와 돈을 제외하고 어떤 지속적인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무가치주의(valuelessness)를 포함한다. 이

들은 냉소주의가 높은 소비자는 유통업체 비용으로 이익을 얻

는 부정행동을 보다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아

노미적 개인은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수

단으로 문화적 규범을 활용하며, 자기만족이 중요하여 다른 사

람의 비용으로 본인의 이익을 얻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변인측정

비윤리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Fukukawa(2002)의 eth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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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able behavior, Rawwas(2001), Muncy and Vitelle(1992),

Brinkman(2004) 등의 Consumer Ethical Behavior 척도를 참조하

여 소매유통환경(retailing)에서의 4가지 차원(불법행동으로 적극

적 이익추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수동적 이익추구; 도

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통한 적극적 이익추구, 피해를 주거

나 불법이 아닌 그러나 문제되는 행동)을 포함하는 18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18문항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포함하였는데, 1) 각 행동

이 비윤리적인지 즉 잘못된 행동인지를 질문하는 비윤리적 행

동의식 부분과 2) 각 행동이 점포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는 비윤리적 행동의 보편화인식이 그것이

다. 일반적으로 행동에 대한 신념으로서 비윤리성 인식이 연구

되지만 비윤리적 행동에 관한 인식이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고

시장과 법적 및 제도적 장치가 변화되는 현실에서 특정 비윤리

행동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인지된 행동보편화를 조사하고자

하여 보편화인식을 포함하였다. 보편화인식은 각 행동에 대해

비윤리성 인식과 비교되며, 차후 타변인과의 관계분석에서는 비

윤리성 인식이 이용되었다. 각 질문은 매우 잘못된 행동(1점)-

매우 잘하는 행동(5점)의 5점 척도, 그리고 전혀 일어나지 않

음(1점)-매우 자주 일어남(5점)의 5점 척도로 각각 측정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비윤리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비윤리적이며 행

동보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아노미는 Caruana et al.(2001)과 Rosenbaum and Kuntze(2003)

의 척도를 참조하여 무가치주의와 냉소주의의 두 개 차원을 포함

하는 9문항을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구성하

였다. 소비자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 결혼여부, 학력, 월소득,

쇼핑빈도, 반품경험 등을 선다형으로 구성하였다.

3.2. 자료수집과 표본특성

설문지조사를 위해 연령, 성별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당표본추출법을 이용하였다. 9명의 설문조사원이 유

의사항을 교육받은 후 성별, 연령 할당부수를 지정받아 개별접

촉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총 650부를 배포하여

632부를 회수하였고, 60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중 남녀는 고르게 분포되었으며(남 49.6%, 여 50.4%),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연령집단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

다(20대 29.3%, 30대 23.8%, 40대 24.6%, 50대 이상

22.1%). 응답자의 61.4%가 기혼이었으며, 대졸학력이 가장 많

았고(39.4%), 고졸(29.8%), 대학재학(18%), 중졸이하(9.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20.1%), 가

정주부(19.8%)), 자영업(13.5%), 사무직(10.4%) 순으로 많았으

나 판매/서비스(7.6%), 기술/기능직(7.4%), 전문/연구직(6.4%) 이

외에도 다양한 직업분포를 보여주었다. 가계소득은 200만원대

가 가장 많았으며(31.1%), 100만원대(24.7%), 400만원 이상

(15.3%), 100만원 이하(14.5%), 300만원대(14.3%) 순으로 나타

났다. 쇼핑빈도는, 월 2-3회가 가장 많았고(31.7%), 월 1회 정

도(21%), 주 1-2회(19.4%), 2-3개월에 한번(14%), 일년에 몇

번(9.4%), 주 3-4회 이상(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의 59.3%가 반품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과 및 해석

4.1. 비윤리적 행동: 비윤리성 인식과 행동보편화 인식의 비교

비윤리적 행동의 18개 항목 각각에 대한 응답자의 비윤리성

인식과 행동보편화 인식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흥미있는 패턴

을 볼 수 있었다. Table 1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자주 일어나

는 행동은 ‘영화나 음반을 구입하기 보다 다운받는 행동(평균

3.20)’이었으며, ‘불법복제한 소프트웨어나 게임사용’(2.73), ‘물

건을 사서 써보고 마음에 안들면 반품’(2.72), ‘살 생각도 없으

면서 오랫동안 여러 옷을 입어본다’(2.57), ‘거스름돈을 더 받

은 걸 알아도 아무 말 안한다’(2.46) 등의 순이었으며, ‘점포에

서  상품에 붙은 가격표 바꿔치기’(1.40), ‘옷을 몰래 입고 계

산않고 점포를 나가는 행동’(1.46), ‘식품매장에서 음료수나 음

식을 먹고는 계산않고 나가는 행동’(1.62) 등 적극적 불법행동

이 가장 일어나지 않는 행동으로 인식되었다. 전반적으로 평균

이 3점 이하로서 모든 행동들은 비교적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비윤리성에 대한 인식은 점수가 낮을수록 행동이 비윤

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써 각 행동의 보편화인식과 비교적

유사한 패턴을 볼 수 있었다. 가장 비윤리적 행동으로서는, ‘옷

을 몰래 입고는 계산않고 점포를 나가는 행동’(1.42), ‘점포에서

가격표 바꿔치기’(1.49),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고 계산 않고 나

가는 행동’(1.61) 등 명백한 불법행동에서부터 ‘가격표가 없어

점원이 잘 모르면 가격을 싸게 말한다’(1.85), ‘점포에서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파손하고도 모른 체한다’(1.88), ‘소비자가 자신

이 잘못해서 훼손한 제품을 반품’(1.88), ‘환불기간이 한참 지난

상품을 반품요청’(1.99) 등 속임수행동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비윤리적 행동은, ‘가격이 더 싼 점포에

서 구입하려고 구입한 상품을 반품’(2.65), ‘물건을 사서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2.64), ‘영화나 음반을 구입하기보다 다운

받음’(2.51), ‘살 생각도 없으면서 오래 여러 가지 옷을 입어봄

’(2.50), ‘불법복제한 소프트웨어나 게임사용’(2.26) 등과 같이 피

해가 심하지 않은 행동과 지적재산 복제 행동을 포함한다. 전

반적으로 평균이 모두 3점보다 낮아 응답자들은 비교적 각 행

동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불법, 속임수행동이 가장 자주 발생하지 않으면서 가장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적재산물의

불법복제나 특정 피해없는 행동의 경우 가장 자주 발생하면서

가장 비윤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행동에 대한 보편화인식 및 비윤리성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t-

test를 하였다. 18개 행동 중 10개 행동에 대한 차이가 유의하

였는데, 영화나 음반을 다운받는 행동, 거스름돈을 더 받고도

모른 체하는 행동, 불법복제물 사용, 계산을 잘못한 점원에게

모른 체하는 행동, 물건파손 후 모른 체하는 행동, 소비자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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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훼손한 상품반품 등에 대해서는 비윤리성 인식에 비해 행

동보편화인식이 더 높았다. 즉 이러한 행동들이 비윤리적이라

고 인식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이러한 윤리의식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음악, 소프트

웨어, 영화 등 지적재산에 대한 복제 등의 행동에 대해 거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Vitell, 2003) 것

과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는데,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실제 해가 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만료된 쿠폰사용, 다른 점포에서 구입하기 위해 반품, 가격표를

싸게 말하는 행동, 가격표를 바꿔붙이는 행동 등에서는 행동의

비윤리성 인식에 비해 보편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에 비해서는 행동이 비교적 덜 보

편화되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4.2. 소비자특성에 따른 비윤리적 행동의식의 차이

비윤리적 행동의식은 주성분분석과 배리맥스 회전방법을 이

용하여 요인분석되었다. 비윤리적 행동의식의 18문항 중 분산

이 애매한 3문항은 제외되었고, 15문항은 의도한 4개 요인(불

법/속임수로 적극적 이익추구, 타인피해의 수동적 이익추구, 피

해없는 문제행동, 보편화된 이익추구 등)으로 추출되었다(Table

2). 이 4요인은 비윤리적 행동의식의 69.25%를 설명하였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계수는 피해없는 문제행동이 다소 낮은 .69이

었으나 다른 요인은 .80이상의 만족할 만한 수치를 보였다. 4

요인 중 불법/속임수로 이익추구 요인이 가장 비윤리적인 것으

로 인식되었으며(평균 1.75), 타인 피해의 수동적 이익추구(평균

2.00), 보편화된 이익추구(평균 2.39), 피해없는 문제행동(평균

2.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불법행동으로

적극적 이익추구를 가장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피해도

없고 부정하지도 않은 행동을 가장 덜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식

한다는 결과(Fukukawa, 2002; Vitell, 2003)와 일치하여 다양한

국가 내 그리고 국가간 비교를 위해 사용되어 온 4가지 차원의

이 척도가 국내 소매유통환경에서도 유용함을 시사한다. 

4차원의 비윤리적 행동의식이 소비자특성에 따라 다른지 보

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 보이는 것처럼,

성별에 따라서는 비윤리적 행동의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모든 4 요인에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비윤리적 행동의식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즉 이

러한 행동들이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

체적으로 보면, 불법/속임수로 적극적 이익추구 요인은 50대 이

상이 20대에 비해 낮았으며, 타인피해의 수동적 이익추구는 50

대가 30대와 20대에 비해 그리고 40대가 20대에 비해 낮았다.

피해없는 문제행동은 50대와 40대가 30대와 20대에 비해 낮았

고, 보편화된 이익추구는 50대와 40대간 차이가 없었지만, 이

들과 30대 및 20대와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기존 연

구들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비윤리적이라는 것과 일치하는데, 젊

을수록 반항심, 모험심 등이 강해 기존 윤리관에 순응하지 않

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윤리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기혼이 모든 4 요인에서 미혼보다 점수가 낮아 비윤리성 인

Table 1. 유통환경에서의 비윤리적 행동 : 비윤리성의식 및 보편화의식

문항
보편화 의식
평균(SD)

비윤리성 의식
평균(SD)

t

물건을 사서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한다. 2.72( .89) 2.64(.95) 1.59

가격이 더 싼 다른 점포에서 구입하기 위해 이미 구입한 상품을 반품 한다. 2.31( .92) 2.65(.96)   -7.90***

살 생각도 없으면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옷을 입어 본다. 2.57(1.19) 2.50(.93) 1.34

식품매장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은 후 돈을 안내고 그냥 나온다. 1.62( .83) 1.61(.86)  .27

소비자 자신이 잘못해서 훼손된 상품을 반품한다. 1.97( .93) 1.88(.88)  1.97*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것을 알아도 아무 말 안한다. 2.46(1.13) 2.05(.90)    8.81***

점포에서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파손하고도 모른 체 한다. 2.20(1.08) 1.88(.91)    6.49***

만료된 쿠폰을 사용한다. 1.68( .85) 2.02(.85)   -8.10***

점원이 계산을 잘못했는데 소비자 자신에게 유리하면 아무 말도 않는다. 2.42(1.14) 2.09(.87)   6.58***

탈의실(화장실)에서 옷을 몰래 입고는 계산을 하지 않고 점포를 나온다. 1.46( .76) 1.42(.76) 1.15

점포에서 상품에 붙은 가격표를 바꿔 붙인다. 1.40( .69) 1.49(.82) -2.30*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아 점원이 잘 모르면 가격을 싸게 말한다. 1.73( .90) 1.85(.87) -2.57*

불법 복제한 컴퓨터소프트웨어나 게임을 사용한다. 2.73(1.50) 2.26(.95)   8.18***

호텔이나 식당에서 재떨이나 다른 물건을 기념으로 몰래 가지고 나온다. 2.15(1.16) 2.09(.92) 1.44

영화나 음반을 구입하기보다 다운받는다. 3.20(1.43) 2.51(.95)   11.99***

옷을 구입하여 한두 번 입은 후 안 입은 것처럼 하고 반품한다. 2.05(1.09) 2.01(.88)  .80

환불기간이 한참 지난 상품을 반품해달라고 요청한다. 1.94(1.03) 1.99(.85) -1.06

매장에서 상품을 개봉해서 사용해보고는 사지 않는다. 2.11(1.08) 2.12(.91)  -.23

*p< .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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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높았으며, 직업별로도 모두 차이가 있었다. 불법/속임수로

적극적 이익추구에서는 자영업이 학생, 자유 및 판매직, 기술/

기능직보다 점수가 낮았고, 타인피해의 수동적 이익추구는 자

영업과 주부가 학생보다 낮았으며, 피해없는 문제행동에서는 자

영업이 공무원사무직, 그리고 학생보다 낮았으며, 기술/기능직,

자유/판매직, 주부가 학생보다 낮았다. 보편화된 이익추구는 자

영업이 전문/연구직, 기술/기능직, 학생보다 낮았으며, 학생이

다른 직업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자영업 종사자가 행동에 대

한 비윤리성 인식이 가장 높아 윤리적 태도를 가진 반면 학생

의 비윤리성 인식이 가장 낮아 가장 비윤리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자영업 종사자가 작은 규모의 점

포를 운영하고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의 부도덕한 행

동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행동들을 잘못된 것으

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력별로도 모든 행동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모든 비윤리행동에서 학생

의 윤리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속임수로 인한

이익추구는 중졸이하와 고졸이 대학생보다 윤리적이며, 타인피

해 이익추구는 대학생이 가장 비윤리적이고, 피해없는 문제행동

은 고졸이 대졸이상과 대학생보다, 그리고 중졸이하가 대학생보

다 윤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화된 이익추구는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대학생 순으로 유의하게 윤리적이었다. 수입별

로는 피해없는 문제행동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400만원 이상

집단이 200만원대와 300만원대에 비해 윤리의식이 낮았다. 

쇼핑빈도에 따라 불법/속임수로 이익추구와 피해없는 문제행

동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자주 쇼핑하는 집단(주 1-2회 이상)

이 불법/속임수로 이익추구에서 다른 집단보다 윤리의식이 낮았

으며, 가장 쇼핑을 자주 하지 않는 집단(2-3월에 한번이하)이 피

해없는 문제행동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윤리적이었다. 또한 반품

경험에 따라 피해없는 문제행동과 보편화된 이익추구에 차이가

있었는데, 반품경험이 없는 집단이 이 두 행동에서 더 윤리적 태

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EQB를 조사한

기존 연구결과를 상당 부분 지지하는데, 예를 들어 연령이 높

을수록 윤리적이며(Fullerton et al., 1996; Vitell et al., 1991;

Vitell, 2003),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윤리적이고(Fullerton et al.,

1996), 학생이 더 비윤리적(Cole & Smith, 1996; Cohen et

al., 2001; Vitell & Muncy, 2005)인 반면 성별,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4.3. 비윤리적 행동의식과 아노미

아노미 9문항을 요인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산이 애매한 2문

항을 삭제하고 7문항의 두 개 요인으로 추출하였다.(Table 4)

이는 Rosenbaum and Kuntze(2003)의 두 요인과 일치하였는데

, 이를 무가치주의(valuelessness)과 냉소주의(cynicism)의 동일

한 요인명으로 명명하였다. 두 요인은 아노미의 54.07%를 설

명하였으며, 두 요인의 신뢰도는 .64와 .69로 비교적 낮은 수준

이지만 수용할 정도로 나타났다. 두 요인의 평균은 각 2.75와

3.18로서 냉소주의성향이 다소 높았다. 

무가치주의와 냉소주의의 각 평균을 기준으로 응답자를 고

Table 2. 비윤리적 행동의식의 요인분석

요인 요인부하량 고유치 분산비 신뢰도 평균(SD)

요인1: 불법/속임수로 적극적 이익추구
 탈의실(화장실)에서 옷을 몰래 입고는 계산을 하지 않고 점포를 나온다. .89

3.64 24.24 .89
1.75
(.65)

 점포에서 상품에 붙은 가격표를 바꿔 붙인다. .89

 식품매장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은 후 돈을 안내고 그냥 나온다. .66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아 점원이 잘 모르면 가격을 싸게 말한다. .66

 환불기간이 한참 지난 상품을 반품해달라고 요청한다. .52

 소비자 자신이 잘못해서 훼손된 상품을 반품한다.  .51

 옷을 구입하여 한두 번 입은 후 안 입은 것처럼 하고 반품한다. .50

요인2: 타인피해의 수동적 이익추구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것을 알아도 아무 말 안한다. .80

2.60 17.33 .86 2.00
 점포에서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파손하고도 모른 체 한다. .75

 점원이 계산을 잘못했는데 소비자 자신에게 유리하면 아무 말도 않는다. .74

요인3: 피해없는 문제행동
 물건을 사서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한다. .83

2.14 14.24 .69
2.60
(.75) 가격이 더 싼 다른 점포에서 구입하기 위해 이미 구입한 상품을 반품한다. .75

 살 생각도 없으면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옷을 입어 본다. .60

요인4 : 보편화된 이익추구
 영화나 음반을 구입하기보다 다운받는다. .89 2.02 13.44 .80

2.39
(.87)

 불법복제한 컴퓨터소프트웨어나 게임을 사용한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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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비윤리적 행동의식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Table 5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가치주의 성향

이 높은 응답자가 낮은 응답자보다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어

윤리의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불법/속임수로

적극적 이익추구와 피해없는 문제행동의 두 차원에서만 그 차

이가 유의하였다. 한편 냉소주의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아노미의 두 요인 중 무가치주의성향이 소비자의 비윤리의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아노미와 비윤리적 행동의 관계를 검증한 Caruana et

al.(2001)를 지지하지만 두 가지 요인 중 냉소주의의 영향만을

검증한 Rosenbaum and Kuntze(2003)의 결과와는 다소 다르다

. 이들이 마케팅상황에서 아노미는 자주 연구되지 않았으며, 그

구성요인 또한 정립되고 있는 단계로서 보다 많은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 이들의 연구를 지지하는 동시에 아노미의 보다 명

확한 개념구조 연구를 제안한다. 

 5. 결론 및 제언

기업윤리 뿐 아니라 소비자윤리도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시

Table 3. 비윤리적 행동의식: 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이

소비자 특성 빈도(%)
불법/속임수로 
적극적 이익추구

타인피해의 
수동적 이익추구

피해없는 문제행동 보편화된 이익추구

성별

 남
 여
F

302(49.6%)
307(50.4%)
609(100%)

 1.79
 1.72
 1.56

 2.06
 1.95
 2.62

2.54
2.65
3.32

2.45
2.32
3.36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F

179(29.3%)
145(23.8%)
150(24.6%)
135(22.1%)
609(100%)

 1.85b

  1.80a/b

  1.70a/b

 1.64a

 3.03*

  2.18c

   2.05b/c

   1.90a/b

 1.84a

   6.19***

 2.80b

 2.72b

 2.44a

 2.37a

 12.59***

 2.68c

 2.47b

 2.21a

 2.10a

  15.34***

결혼

여부

 미혼
 기혼

F

226(37.1%)
374(61.4%)
600(98.5%)

1.86
1.68

 12.04**

2.20
1.88

   24.10***

2.84
2.44

  44.29***

2.66
2.22

   4.02***

직업

 학생
 주부

 자영업
공무원·사무직

 자유·판매직
 전문·연구직
 기술/기능직

F

122(20.1%)
120(19.8%)
 82(13.5%)
 95(15.7%)
 70(11.6%)
 39( 6.4%)
 45( 7.4%)
573(94.5%)

 1.88b

  1.70a/b

 1.56a

  1.74a/b

 1.81b

  1.71a/b

 1.83b

 2.35*

 2.23b

 1.88a

 1.78a

  2.01a/b

  2.03a/b

  1.96a/b

  2.01a/b

 3.36*

 2.85c

  2.54a/b

 2.37a

  2.68b/c

  2.52a/b

    2.62a/b/c

  2.45a/b

  4.37***

 2.77c

  2.21a/b

 2.07a

  2.34a/b

  2.34a/b

 2.42b

 2.46b

   7.29***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재

 대졸이상
F

 56( 9.2%)
180(29.8%)
109(18.0%)
259(42.9%)
604(100%)

 1.66a

 1.69a

 1.91b

  1.76a/b

  3.04*

 1.86a

 1.85a

 2.26b

 2.03a

    7.02***

  2.51a/b

 2.36a

 2.85c

  2.67b/c

   11.98***

 1.92a

 2.19b

 2.75d

 2.47c

  16.57***

수입

 200만원이하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이상
F

233(39.2%)
185(31.1%)
 85(14.3%)
 91(15.3%)
594(100%)

 1.82
 1.71
 1.63
 1.78
 2.11

2.03
1.95
1.97
2.03
 .44

  2.63a/b

 2.49a

 2.50a

 2.74b

 2.95*

2.43
2.26
2.33
2.54
2.61

쇼핑

빈도

 주1-2회 이상
 월2-3회
 월1회

 2-3월 한번이하
F

146(24.0%)
193(31.7%)
128(21.0%)
142(23.4%)
609(100%)

  1.92b

  1.73a

  1.66a

  1.71a

   4.42**

2.14
1.99
1.96
1.92
2.17

 2.73b

 2.62b

 2.64b

 2.38a

   5.74***

2.41
2.45
2.27
2.38
1.22

반품

경험

 예
 아니오

F

361(59.3%)
248(4.07%)
609(100%)

 1.75
 1.76
  .01

2.02
1.98
 .36

2.69
2.46

  14.94***

2.45
2.30

 4.46*

*p < .05, **p < .01, ***p < .001
a, b, c, d Duncan 사후검증 결과 동일문자 간 유의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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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Muncy and Vitell(1992)의 측정도구를 이용한 소비자윤

리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 행동에 영향

을 주는 인구통계적 및 심리적 변인들도 여러 문화권에서 연구

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되면서 소비자 비윤리행동에 대한

의식과 행동정도도 변화될 수 있으며, 특정 비윤리행동에 대한

인식과 행동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Muncy and

Vitell(2005)은 새로운 행동들을 추가함으로써 그들의 측정도구

를 보완하려고도 하였다. 또한 비윤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소비

자특성으로서 연령, 상대주의, 이상주의, 마키아벨리즘 등이 일

관된 연구결과를 보인 반면 대부분의 인구통계적 특성의 영향

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더 필요하며(Vitell, 2003), 새로운 심리

적 변인의 연구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다(Vitell, 2003).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소비자의 반품사기와 같은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매유통환경에서의 비

윤리적 행동을 재구성하여 각 행동에 대한 소비자의 비윤리성

인식 및 행동보편화에 대한 인식을 각각 조사하였다. 일반적으

로 불법/속임수행동에 대해서는 가장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

는 동시에 가장 발생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

면 지적재산권 복제와 피해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비윤리성 인

식이 가장 낮고 동시에 가장 자주 발생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윤리성과 행동보편화인식의 차이에서

지적재산권의 무단 이용, 복제와 타인피해 행위 등에 대해 서

는 행동의 비윤리성지각에 비해 자주 관찰된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유통환경에서의 비윤리적 행동의식에 대한

4개 차원을 다시 검증하였으며, 각 차원에 대해 소비자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결과를 상당히 지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즉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 결혼여부, 직업, 학력에 따른 차이는 뚜렷한 반면 수입에

따른 차이는 제한적이었다. 즉 기존 연구결과처럼 연령이 낮을

수록 비윤리적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비윤리적인 것을 볼 수 있

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혼이 비윤리적이며, 한편 대학생은 일반

인에 비해 가장 비윤리적이었으며, 자영업자가 가장 윤리적인

것으로 나타나 유통환경에서의 비윤리행동을 자주 경험하는 자

영업자로서 이러한 행동의 잘못됨을 평소 크게 인식하고 있음

을 시사하였다. 수입에 따른 차이는 피해없는 문제행동에서만

나타나 비윤리행동의식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반품경험자가 피해없는 문제행동과 보편화된 이익추구

등을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 비윤리성이 크게 심각하지 않은

행동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쇼핑을 주 1-2

회 이상 하는 소비자는 불법행동을 보다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쇼핑을 2-3개월에 한번 이하로 하는 소비자는 피해없

는 문제행동조차 다른 집단에 비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즉 소비자의 비윤리행동의식에 기존 인구통

계적 특성 외 반품행동, 쇼핑빈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Table 4. 소비자 아노미의 요인분석

요인 요인 부하량 고유치 변량 신뢰도 평균(SD)

요인 1: 무가치주의
 돈을 버는 데는 옳거나 그른 방법은 더 이상 없고 
 쉽거나 어려운 방법만 있다.

.78

2.67 38.20 .64
2.75
(.71)

 요즘 같은 때는, 오늘을 위해 살고 내일은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맞다.

.71

 건강을 제외하면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62

 세상 모든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다. .57

요인 2: 냉소주의
 대부분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이 없다. .82

1.11 15.87 .69
3.18
(.81) 요즘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80

 공무원들 대부분은 보통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 .67

Table 5. 비윤리적 행동의식과 아노미

빈도 (%)
불법/속임수 적극적 

이익추구

타인피해의 수동적 
이익추구

피해없는 문제행동 보편화된 이익추구

무가치주의

고

저
F

333( 55%)
272( 45%)

1.81
1.69

 5.36*

2.05
1.96
1.82

2.65
2.53

 4.09*

2.44
2.32
3.02

냉소주의

고

저
F

304(50.6%)
297(49.4%)

1.73
1.78
 .94

2.00
2.01
 .06

2.59
2.61
 .08

2.43
2.34
1.47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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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쇼핑행동과의 관련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Vitell(2003)

은 소비자의 비윤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환경

적 특성에 대해 제품관여, 브랜드/점포 태도, 점포충성도, 낙천주

의성향, 관대함, 죄책감성향, 쇼핑성향 등의 변인들이 연구되지

않은 반면 이들 변인의 연구가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하는데, 향

후 이러한 관련 변인들이 고려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아노미의 두 개 요인 중 무가치주의가 비윤리행동의식

에 영향을 미쳤는데, 돈을 제외하고 어떤 지속적 가치도 인정

하지 않는 무가치주의성향이 높은 소비자가 불법행동과 피해없

는 문제행동을 보다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

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 국내 소비자들

에 대한 아노미수준이 다를 수 있어 먼저 국내 사회환경과 아

노미를 보다 고찰하는 동시에 Caruana et al.(2001)과

Rosenbaum and Kuntze(2003)가 제안한 것처럼 보다 많은 후

속연구를 기대할 부분이다. 한편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아노미가 상호작용하여 비윤리행동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

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아

노미의 개념구조가 보다 정립되고 변인이 반복검증되는 후속연

구 과정에서 이러한 효과의 검증도 의미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소매유통환경에서의 비윤리행동의식에 대해 조사

함으로써 일부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일부 확대하는 동시

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변인을 시도함으로써 이 분야의 이론적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부정적 소비자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이러한 소비자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많은 변인이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노미는 물질주의성향과 함께 고찰되어 비윤리 행동과 연구될

수 있으며, 한편 자주 쇼핑하는 소비자가 불법행동을 보다 수

용한다는 결과는 충동구매와 비윤리행동의 관계를 시사한다. 실

제로 강박구매와 비윤리적 행동의 관계는 King and

Dennis(2003) 및 Rosenbaum and Kuntze(2005)에 의해 시사

되거나 검증되었는데, 향후 보다 많은 연구를 제안한다. 

실질적으로는 특정 행동에 대한 소비자의 윤리의식을 파악함

으로써 특정 행동의 보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편 소매유통환경에서 패션상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특히 반품

사기와 같은 유통환경에서의 비윤리적 소비자행동이 의류제품

을 중심으로 자주 관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패션

상품전문 유통업태의 소비자행동 이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

며,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

화나 음반 등 지적재산을 다운받는 행동이 상대적으로 다른 행

동에 비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인식은 이러한 행동의 보편

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란 점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이를 위해 비윤리성이 높은 젊은 연령, 특히 학생을 대상

으로 소비윤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서 젊은 연

령층이 관심있는 패션상품을 예로 든다면 교육의 효과가 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윤리를 대학 교양과목으

로 개설할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학과목이 개설된 곳을 대상

으로 학과목 수강자와 비수강자간 윤리의식 및 행동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고학력자가 보다 비윤리적 경

향을 보인 연구결과는 상위 교육기관에서의 이러한 교육의 필

요성을 배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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