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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factors that influence consumer behavior regarding the usage intentions and repur-

chasing behavior of counterfeit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by Ajzen (1991), this study looks

at the impact of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s well as the moral norm of con-

sumers about intentions to use and repurchase counterfeit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males and

females over the age of 20 with previous experiences of purchasing counterfeits; subsequently, 209 respon-

s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covariance structure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in order to

measu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usage of counterfeits and repurchasing behavior. The results show

that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usage

intentions, while moral norm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usage intentions. Usage intentions als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repurchasing behavior and confirmed that usage intentions functions as

the mediator.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usage intentions are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moral

norm, and subjective norm, in descending order. Consumer attitudes towards counterfeits is a major factor

that influences usage intentions. Therefore, ethical problems should be emphasized to encourage a nega-

tive attitude towards counterfeits. This study identifies an important aspect to show that usage intentions

toward counterfeits, and not purchasing intentions, influences repurchasing behavior. Finding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reveal the role of the moral norm variable added to the TPB model.

Key words: Counterfeit products, Usage intentions, Repurchasing behavior,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ral norm; 복제품, 사용 의도, 재구매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 도덕적 규범

I. 서 론

국내 명품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

에는 약 11조 원(83억 유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약 286조

원(2,120억 유로)에 육박하는 세계 명품 시장에서 한국

이 8위를 차지한 것이다(Bain & Company, 2013).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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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며 해외 명품 브

랜드들이 국내 시장에 계속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그 규

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이러한 명품 소비의 확산은

과소비 현상, 물질주의의 만연, 계층 간의 갈등 심화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경제적인 사정으

로 인해 고가의 명품을 대신할 복제품을 구매하고자 하

는 불건전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Park, 2007). 게다가

복제품을 제조, 생산, 유통하는 기술 또한 발전하여 국

내 복제품 시장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세계적으로 암시장의 규모는 약 1,883조 원(1조

8천 1백억 달러)에 달하며(Havocscope, 2014a), 한국은

약 27조 원(262억 달러) 규모로 세계 11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국내 복제품 시장의 규모는 약 14조 원(142억 달

러)으로(Havocscope, 2014b) 나타나 복제품의 생산, 판

매, 소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제품 상

거래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진정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복제품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인한

효율성 저해와 같은 기업에 끼치는 직접적인 손실이 있

다(Kang, 2013).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복제품이 묵인되

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더 이상 창의적인 제품의 개발

은 어려워져 기술적인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그리고 복

제품 거래가 성행하는 국가라는 오명으로 인해 국제 통

상 마찰을 유발할 수 있어 대외 무역 협상 등에 불이익

이 초래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복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범위를 확

대하고 복제품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

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복제품의 판매 채널이 온라인

상으로 확대되며 복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

고 있다. 게다가 복제품 구매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재

구매 행동으로 인해 복제품의 소비가 점점 더 대중화되

는 추세이다. 명품 복제품 소비에 관한 연구에서 응답

자의 72.2%가 구입 경험이 있었고, 앞으로의 구입 의향

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9%가 계속 복제품을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Rha et al., 2010). 따라서 복

제품의 제조, 유통과 구입이 모두 불법적인 것이라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의 전환 없이는 복제품

소비의 근절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학문 분야에서도 복제품에 대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서 관

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대부분의 연구가 복

제품 구매 행동을 파악하는데 집중되었고, 복제품 구매

에 영향을 주는 과시소비성향, 물질주의, 체면 민감성,

동조성과 같은 소비자 변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

다. 과시소비성향과 사치지향적 자아개념이 복제품 구

매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Lee & Shin, 2002)와 과시소

비성향과 동조성에 대한 연구(Hong, 2003)를 통해 과시

소비성향이 복제품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임

을 확인하였다. 그 후, Park(2007)의 연구를 통해 물질

주의가 과시소비성향보다 복제품 구매에 더 연관이 있

다는 것이 드러났고, Chung and Kim(2009)은 과시소비

성향과 더불어 체면 민감성의 영향을 밝혔다.

소비자의 윤리의식과 복제품의 구매와 관련한 연구

도 진행되었는데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

다. 소비자 윤리 관련 변수가 복제품에 대한 태도나 구

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를 이루나(Albers-Miller, 1999; Cordell et al., 1996; Lee,

2004; Michaelidou & Christodoulides, 2011; Swami et

al., 2009; Van Kenhove et al., 2003) 개인의 윤리, 도덕

성이 직접적으로 복제품에 대한 태도, 구매 의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

(Ha & Lennon, 2006; Kim & Karpova, 2010; Kim et al.,

2009; Lee & Johnson, 200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

비자 윤리가 복제품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복제품의 과거 구매 경험은 복제

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Astous et al., 2005; Furnham & Valgeirsson,

2007; Kim & Karpova, 2010; Tom et al., 1998). 즉, 복제

품의 과거 구매 행동뿐 아니라 복제품의 구매 후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험들이 복제품의 재구매

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소비자의 복제품 사용 행

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복제품의

구매와는 별개로 사용 과정에 대한 연구는 Kim(2005)

의 복제품 구매 과정과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지

각에 대한 연구 외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복제품 사용 행동을 중심으로 사용

의도에서 나아가 재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

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아래에서 소개하는 계획된 행

동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데 적합하

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이론으로 계획된 행동이론(The-

ory of Planned Behavior)이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Fi-

shbein and Ajzen(1975)이 제안한 합리적 행위이론(The-

ory of Reasoned Action)을 확장하여 제안한 이론으로써

인간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 통제력(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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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ived behavioral control)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였

다. 이 이론은 어떠한 속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형

성된 태도를 고려할 뿐 아니라 주관적 규범이라는 사회

적인 영향력을 반영한다. 더불어 개인의 능력 및 물질적

자원과 관련된 지각된 행동 통제를 감안함으로써 소비

자 행동과 관련된 영향에 대해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복제품 사용과 재구매 행동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획된 행

동이론에서 제안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관적 규범과 함께

개인의 도덕적 규범도 복제품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의 효과도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도덕적 윤리의식을 강조하여 복제품 사

용과 구매 행동의 근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수

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복제품의 정의

복제품에 대해 국제 부정 상품 방지 기구인 IACC(In-

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에서는 ‘복제품

(counterfeit product)은 불법적인 것으로 소유권자의 허

가 없이 제조되거나 유통 판매된 상품이다.’라고 정의

하였다. 복제품은 진품과 유사한 외관을 모방하여 저렴

한 가격에 판매하고자 저가의 소재로 제작되어 진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n.d.)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복제

품에 대해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것처럼

생산, 판매하는 상품으로 진품에 비해 그 외양과 품질

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 상품으로

정의하였다(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05).

복제품의 개념에 대해 세분화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복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모르고 속아서 구매하는 경우

(Deceptive)와 복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는 경우(Nonde-

ceptive)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Grossman & Shapiro,

1988). 전자의 경우, 소비자는 복제품 소비의 피해자라

고 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 소비자는 판매자와 같

이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Cordell et al.,

1996). 자동차 부품, 의료 장비와 같이 소비자가 진품과

복제품의 차이를 구별하기 힘든 제품의 경우는 속아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의류, 잡화와 같이

소비자가 복제품임을 구별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제품 종류의 경우, 복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다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제품일 경우에도 소

비자의 복제품 식별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소비

자는 의도적으로 복제품을 구매하지만 다른 소비자는 모

르고 구매한다고 설명하였다(Grossman & Shapiro, 1988).

본 논문에서는 패션 명품의 복제품으로써 소비자가 복

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 초점을 두고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복제품에 관한 연구

명품 복제품과 관련한 연구들은 명품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함께 주목 받게 되어 2000년대에 들어서 활

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대부분 명품 구매 행동을

설명하는 소비자 변수인 과시소비성향, 동조성, 물질주

의, 자아개념, 체면 민감성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Lee and Shin(2002)은 여대생의 명품 복제품

구매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과시소비성향과 사치지향

적 자아개념이 복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복제품 구매자들이 비구매자들에 비해 물질에 대

한 소유욕이 많으며, 그 소유욕을 진품이 아닌 복제품

을 통해서라도 대리 만족을 느끼거나 자신의 가치를 높

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Hong(2003)은 물질

주의, 과시소비, 브랜드 충성, 동조성의 소비자 성향이

복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과시소비성

향이 동조성을 매개로 복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침을 보

고하였다. Park(2007)은 물질주의와 과시적 소비성향이

패션 명품과 복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에

서 복제품 구매에는 물질주의가 과시적 소비보다 더 연

관이 있다고 밝혀, 물질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

의 인정보다는 유행을 추구하기 위해 복제품을 구매한

다고 밝혔다. Chung and Kim(2009)은 체면 민감성을 복

제품 구매 행동의 중요 선행개념으로 제안하였는데 체

면 민감성이 패션 명품 복제품 구매 행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줄 뿐 아니라 과시소비성향과 패션 명품 선호도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복제품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소비자 윤리와 관련된 변

수를 다룬 연구에서는 복제품에 대한 태도, 구매 의도

에 미치는 윤리, 준법 관련 변수의 영향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Cordell et al.(1996)은 소비자의 합법

성(lawfulness)이 강할수록 복제품을 덜 구매한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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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윤리의식이 약한 소

비자일수록 불법 복제품을 더 잘 구매한다는 결과를 밝

힌 Albers-Miller(1999)의 연구와 복제품 구매와 소비자

의 비윤리적 신념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조사한 Van Ken-

hove et al.(2003)의 연구가 있다. Lee(2004)는 패션 복제

품 구매자들이 비구매자들에 비해 복제품에 대한 긍정

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소비 윤리가 낮다는 연구결과

를 한국, 일본, 홍콩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밝혔

다. Swami et al.(2009)은 복제품에 관한 법률이 더 강해

져야 한다고 믿는 소비자일수록 복제품의 구매 의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이 복제품에 대

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Michae-

lidou and Christodoulides(2011)의 연구결과도 있다.

반면에 소비자 윤리가 복제품 구매 의도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선행연구도 나타났다. Ha and

Lennon(2006)은 도덕적 판단이 복제품 구매 의도에 부

적 영향을 미치고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신념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도덕적 신념은 복제품 구매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구의 대상자

들이 복제품 구매를 비윤리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을 언급하면서 패션 복제품 구매가 비도덕적인 행동인

것을 교육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Lee and

Johnson(2007)의 연구에서도 패션 복제품 구매자와 비

구매자 간에 소비자 윤리의식의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Kim et al.(2009)

은 인지적 차원의 도덕성과 감정적 차원의 도덕성이 도

덕적 판단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 도덕적 판단이 복

제품 구매 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으나

인지적, 감정적 차원의 도덕성이 직접 구매 의도에 영향

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Kim and Karpova(2010)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복제품 구매에 대한 연구에

서 개인의 자기 충실성(integrity), 합법성(lawfulness)은

패션 복제품 구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복제품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복제품을 구

매하는 행동에 집중되어 있고, 복제품을 사용하는 과정

과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드물

다. Kim(2004)은 질적 연구를 통해 복제품 구매 과정과

사용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먼저 참여

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복제품 구매 과정과 구매의

이유, 반복 구매 사유, 구매 선택 기준, 구매 장소 및 계

획적 복제품 구매와 충동적 복제품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복제품의 구매 과

정과 소비 과정을 별도로 하여 각 과정에 나타난 위험

지각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매 과

정에서의 위험지각보다 소비 과정에서의 위험지각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밝혀 복제품의 소비 과정

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Kim, 2005). Rha

et al.(2010)은 명품 복제품 소비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입 동기, 구입 빈도, 장소, 구입 상황, 만족도와 복제

품 관련 소비자의 긍정적, 부정적 태도에 대해 살펴보

고 향후 구입 의향에 대해 연구하여 복제품 소비 행동

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매한 복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낮지 않았으나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복제품을

구입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는 거리낌을

갖는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복

제품 구매 행동과 사용 행동은 구별하여야 하며 사용

행동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복제품에 대한 과거의 구매 경험이 복제품 구매 의도

나 복제품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에 주목하여(d'Astous et al., 2005; Furnham &

Valgeirsson, 2007; Kim & Karpova, 2010; Tom et al.,

1998) 복제품에 대한 과거의 행동이 추후의 구매 행동

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과거 구매 후 재구매 행동 이전까지의 복제품 사용 단

계에서의 행동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용 행동이 재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태도와 통제감과

함께, 사회적 규범, 도덕성이 복제품의 사용 의도와 재

구매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다음에서 살

펴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모형을 통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3.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계획된 행동이론은 Fishbein and Ajzen(1975)이 제안

한 합리적 행위이론을 확장하여 제안한 이론으로써 다

양한 분야에 걸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데 기여한 대표

적인 이론으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형임

이 입증되었다(Hahn, 2004).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태도는 행동 또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라고 볼 수 있다. 태도는 신념(beliefs)

에 각각의 신념에 대한 감정적 평가(evaluation)라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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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를 둔 것으로 신념과 평가의 합산된 예상치로 평가

된다. 여기서 신념은 그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이다(Ajzen, 1991). 둘째, 주관적 규

범이란 어떤 행동을 수행할 때 중요한 준거집단으로부

터 받을 수 있는 인정의 정도를 의미한다(Ajzen, 1991).

즉, 개인에게 중요한 인물이 그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

라고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의 지각과 이에 대한 동조

동기(Hahn & Rhee, 2001)로써, Ajzen(1991)은 주관적 규

범은 중요한 준거집단에 대한 규범적 신념(normative be-

liefs)과 그에 따르려는 동기(motivation)의 가중치를 가지

고 평가된다고 하였다. 셋째,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란

행동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신감

을 의미하고, 많은 자원을 갖고 자신감이 클수록 의도하

는 행동에 대해 더 강한 통제력을 지각하게 된다. 즉, 지

각된 행동 통제력은 통제적 신념(control belief)에 지각

된 능력(perceived power)의 가중치를 감안하여 평가되

는 것이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지각된 행

동 통제력은 의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행동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된 행동이론은 어떠한 선택에 대한 속성들을 바탕

으로 태도나 신념을 고려할 뿐 아니라 주관적 규범이라

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하고 개인의 능력 및 물질적

자원과 관련된 지각된 행동 통제를 감안함으로써 소비

자 행동과 관련된 영향에 대해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

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enz

and Stöttinger(2005)는 복제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력의 유의한 영향을 밝혔고 추

가적으로 자아정체감, 복제품 접근 용이성과 구매 의도

와의 관계도 밝혔다. 또한 복제품과 진품과의 가격 차

이에 따른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행 관여도,

위험 대처 능력, 윤리적인 성향의 선행변수가 태도, 주

관적 규범,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Phau and Teah(2009)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패션 명품 복제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복제품 구매 의

도에 미치는 태도의 영향을 밝혔다. 그리고 소비자는 윤

리적으로 불법적인 복제품에 대한 고려보다는 진품과

유사한 복제품의 외관지각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자기 충실성과 같은 개인적인 변수가 태

도와 구매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Kim and Karpova(2010)는 패션 제품의 복제품 구매 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력, 태도에

대한 영향을 밝히고 주관적 규범이 행동 통제력과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안

하였다. 복제품 구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는 규범 민감성, 상품의 외관, 과거의 구매 경험, 가치

지향성으로 밝혔고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주관적 규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에 대해

패션 제품의 복제품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의 사회

적인 압력이 다른 제품보다 크게 작용한다고 하여 복제

품에 대한 태도보다 주관적 규범이 구매 의도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다루는 행동의 의도와 실제 행

동 사이의 관계는 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복제품의 구매가 아닌

사용에 초점을 둠으로써 사용에 대한 의도가 실제적인

사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기보다는 소

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단계에서의 구매, 사용, 재구매

의 영역으로 확장한 개념으로써 사용 의도가 재구매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Ajzen(1991)은 계획된 행동이론의 부족한 부분을 보

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행동 의도가 태

도나 주관적 규범 이외에도 개인적인 도덕적 규범(mo-

ral norm)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도

덕적 규범이란 행동의 수행에 있어서 도덕적인 옳고 그

름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 정의하였다. Conner and Ar-

mitage(1998)는 도덕적 규범이 윤리적인 행동을 설명하

는데 있어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력과 같은 수준

에서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고 계획된 행동

이론에 관한 연구 11개를 바탕으로 도덕적 규범은 의도

를 예측하는데 평균 4%의 설명력을 높인다는 것을 밝혀

중요한 변수임을 명시하였다. 도덕적 규범은 개인의 내

면으로부터 나온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관적

규범은 준거집단에의 소속 및 인정을 위한 집단 규범에

대한 지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도덕적 규범은 윤리적인 행동 의도와 행동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며 이는 주관적 규범과는 별개의 것(Conner et

al., 1999)임을 증명하였다. 이 외에도 Chan et al.(1998)

은 복제품 구매와 윤리성에 대한 연구에서 홍콩 소비자

들은 복제품 구입에 있어서 집단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

으며, 특히 사회에 대해서는 높은 윤리 수준을 준수하지

만,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윤리 수준을 가지

는 이중적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도덕

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윤리성보다는 집

단 규범의 역할이 크다고 하였다. Kim and Karpova(2010)

는 패션 복제품의 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복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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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에 집단 규범 민감성(normative susceptibility)

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법률 준수, 정직과 관련된

개인의 윤리성인 합법성(integrity) 변수의 영향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소비자 개인의 윤리

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복제품

의 사용 의도와 재구매 행동에 미치는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의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개

인의 도덕적 규범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자 한다.

I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명품 복제품 사용자들의 사용 의도와 복제

품의 재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

획된 행동이론을 이용하여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

제력의 변수를 사용하였고, 도덕적 규범이라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Fig. 1>과 같이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개념적인 연구모형을 도출하였고 연구문제는 아래

와 같다.

연구문제 1.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라 복제품의 사용

의도에 미치는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력의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2. 복제품의 사용 의도에 미치는 개인의 도

덕적 규범의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3. 복제품의 재구매 행동에 미치는 사용 의

도의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4. 복제품의 재구매 행동에 미치는 행동 통

제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밝힌다.

IV.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명품 복제품 사용자들의 사용 의도 및 재구

매 행동에 관해 조사하기 위하여 20대 이상 남녀를 대상

으로 진행하였다. 명품 브랜드의 복제품일 경우 가방을

구입한 경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Rha et

al., 2010)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를 명품 복제품

가방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로 한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온라인 조사업체를 통해 2011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209개의 설문지

를 수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은 여자가 124명(59%)으로 남자보다 많았고, 연

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 균등하게 나타났다. 직업은 사

무직 75명(36%)과 주부 41명(20%)가 과반수 이상을 차

지하였고 학생 25명(12%), 전문직 20명(10%), 그 외 자

영업, 서비스직, 기타가 48명(22%)으로 나타났다. 가계 월

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200~300만 원 미만이 46명(22%),

300~400만 원 미만이 41명(20%), 400~500만 원 미만이

43명(20%)으로 나타나 200~500만 원 미만이 전체 중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월 평균 의복 지출 비용은 10~30만

원 미만의 경우가 123명(59%)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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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설문지는 복제품 사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력, 도덕적 규범, 복제품 사용 의도, 복제

품 재구매 행동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복제품 사용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문항은 Chang(1998)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

여 사용하였으며, 주관적 규범에 대해서는 Park and Hahn

(2006)과 Cha(2005)로부터 4문항, 행동 통제력에 관한

문항은 Park and Hahn(2006)의 문항을 토대로 수정 보

완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도덕적 규범은 Cha(2005)와

Michaelidou and Christodoulides(2011)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사용 의도에 대해서는 Chang

(1998)과 Park and Hahn(2006)의 연구를 근거로 3문항

을 구성하였으며 각각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재구매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 구매할 것인가’

에 대한 단일 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AMOS 18.0을 이용하여 모든 요인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모형에 제시된 경로

를 검증하였다.

V. 결 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 측정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변수를 잘 측정

하는가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수렴타당성

과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Cronba-

ch's α 계수를 계산하여 개별 측정모형의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고,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
2
=153.938, 자유도(d.f.)=94,

p=.000, normed χ
2
=1.638, GFI=.919, AGFI=.882, CFI=

.976, RMR=.052, RMSEA=.055로 모두 적합한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요인부하량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며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태도의 한 문항을 제

외하고는 모두 0.7 이상으로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수렴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AVE(Average Variance

Eextracted) 값과 C.R.(Construct Reliability) 값을 살펴본

결과, 각각 0.5 이상, 0.7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값 또한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Construct Questions

Stand.

factor

loading

Cronbach's α AVE C.R.

Attitude

Using counterfeit products is good to me. .651

.853 .682 .826It is pleasant for me to use counterfeit products. .923

It makes me happy to use counterfeit products. .877

Subjective

Norm

Most of the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 approve of my using counterfeit

products.
.845

.917 .736 .891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 recommend that I use counterfeit products. .845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 consider using counterfeit products as a desi-

rable thing.
.885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 think that using counterfeit products is okay. .855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 can use counterfeit products naturally. .846

.847 .657 .848I can use counterfeit products with confidence. .866

I can use counterfeit products felicitously. .711

Moral

Norm

It is immoral to use counterfeit products. .881

.925 .804 .872Morally, using counterfeit products should never be permitted in our society. .889

I feel obliged not to use counterfeit products. .920

Usage

Intention

I will use counterfeit products in many situations. .904

.924 .865 .919I will use counterfeit products frequently. .955

I will continue to use counterfeit products.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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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잠재변수가 다른 잠재변수와 얼마나 다른가

를 알아보는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두 잠재변수 각각의 AVE 값과 그 두 잠재변수 간의 상

관관계의 제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Table 2>와 같

이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AVE 값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구조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는 TPB 모형과 추가적으로 투입한 도덕적 규

범변수로 이루어진 연구모형을 통해 명품 복제품의 사

용 의도 및 재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측정하고

자 하였다. 연구문제 규명을 위해 공분산 구조모형 분석

을 실시하였다. χ
2
=175.256, 자유도(d.f.)=108, p=.000, nor-

med χ
2
=1.623, GFI=.914, AGFI=.878, CFI=.974, RMR=

.052, RMSEA=.055의 적합도 지수를 갖는 모형이 도출

되었다.

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일반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

는 지표들과 비교해 볼 때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모형 적

합도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제

안된 변수들은 사용 의도의 53.4%를 설명하고 재구매

행동에 대해서는 55.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나 종속변수에 대해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는 모형임

을 확인하였다.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Fig. 2>와 같

고, 연구문제에 따른 경로의 검증결과는 <Table 3>에 제

시하였다. TPB 모형의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력이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본 연구모형에서 추가된 변수인 도덕적 규

범 또한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Table 2. Squared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and AVE

Variables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Moral Norm Usage Intention

Attitude .682
a

Subjective Norm .298
b

.736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95 .046 .657

Moral Norm .036 .112 .116 .804

Usage Intention .384 .251 .228 .148 .865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Fig. 2. Results of structural mod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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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사용 의도가 재구매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사용 의도가 매개변수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행동 통제력이 재구매 행동에 직

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중 행동 통제력이 재구매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결과를 얻었고, 도덕적 규범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밝혀졌다. 이 결과는 복제품 사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이 복제품에 대한 사용 의도가 높

고, 복제품 사용에 대해 준거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록 사용 의도가 높고, 복제품 사용에 대해 스스로 조

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길수록 더 사용 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도덕적 규범은 강할수록

즉, 개인의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사용 의도가 낮아진다

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복제품 사용 행동이 구매 행

동과는 다르지만 비윤리적인 행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의 도덕성이 복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 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Albers-Miller, 1999; Cordell et al., 1996;

Lee, 2004; Michaelidou & Christodoulides, 2011; Swami

et al., 2009; Van Kenhove et al., 2003)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제품 사용에 대한 행동 통제력은 재구매 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품을 자

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이 사용과 연관된

행동 통제력은 경제적 여건, 시간적 여유, 접근 가능성

과 같은 구매 관련 행동 통제력과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나타난 의도

와 행동 간의 관계는 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그 가정을 바탕으로 사용 의도가

사용 행동이 아닌 다음 단계인 재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사용 관련 행동 통제력이

재구매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구매, 사용, 재구매 행동과 관련된 일련의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복제품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변수는

태도(β=.428, p<.001), 행동 통제력(β=.259, p<.001), 도

덕적 규범(β=−.167, p<.01), 주관적 규범(β=.155, p<.0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복제품의 구매에 대한 태

도가 아니라 사용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진

품과 복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Park and Joen

(2006)의 연구에서 복제품에 대한 태도가 복제품을 구

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결

과와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복제품에 대한 태도가 사용 의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복제품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

수록 복제품의 구매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 선행연

구(Cordell et al., 1996; Peace et al., 2003)의 결과와도 일

치한다.

행동 통제력이 복제품의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태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복제품 사용의 측

면에서 복제품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적절한 상황에서

착용하는지를 사용자 스스로가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

날수록 사용 의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두

개의 선행연구를 비교했을 때 복제품 구매 의도에 미치

는 행동 통제력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

났다. Penz and Stöttinger(2005)의 연구에서는 행동 통

제력이 구매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복

제품 구매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건, 접근

가능성들이 구매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한 반

면, Kim and Karpova(2010)의 연구에서는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행동 통제력의 영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

러한 현상에 대해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 복제품의 구매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 행동 통제력과는 다르게 복제품의

반복적인 사용에 있어서 행동 통제력을 사용자 스스로

Table 3. Results of hypotheses tests

Path Estimate S.E. C.R.

Attitude → Usage Intention −.602 .112 −05.399***

Subjective Norm → Usage Intention −.152 .069 −02.191*∗∗

Moral Norm → Usage Intention −.130 .048 0−2.716**∗

PBC → Usage Intention −.359 .091 −03.931***

Usage Intention → Repurchase Behavior −.795 .069 −11.580***

PBC → Repurchase Behavior −.077 .094 −00.82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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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제품을 사용하면서도 당황스러운 위기에 봉착하

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다면 사용자는

장소나 상황에 따라 복제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의도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

로 판단된다. 2012년 트렌트 모니터 조사결과를 보면

장소 및 상황에 따른 복제품 착장 의향에 대해 백화점

명품 매장 방문 시에는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고 대체로 대형 마트 방문 시, 일상 생활

에서 복제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Embrain Trend

Monitor, 2012). 따라서 복제품 사용의 측면에서는 복제

품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가와 같

은 개인의 조절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덕적 규범에 관한 이전의 연구에서는 합법성 등의

개인적인 윤리성이 복제품에 대한 태도나 도덕적 판단

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Ha & Lennon, 2006; Kim et

al., 2009) 도덕적 규범의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었

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도덕적 규범은 사용 의도에 직

접적인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ner and

Armitage(1998)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관한 연구에서 도

덕적 규범은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력과 같은 수

준에서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

주장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규범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 복제품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 소비 성향을 살펴본 Koo(2011)의 연구에

서는 과시적 소비성향, 물질주의, 준거집단의 영향, 자

아개념의 4가지 소비 성향 중 준거집단의 영향만이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 영향력을 강조하였고, Kim and Karpova(2010)의 연

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밝히며 가족과 친구들이 복제품 구매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을 경우 복제품 구매를 꺼려한다

고 설명하였다. 패션 명품의 복제품으로써 그 가시성으

로 인해 준거집단의 영향이 구매 의도와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복제품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복제품에 대한 개인적 태도

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밝힌 Christensen and Eining

(1991)은 개인적 태도를 특정 행위에 대한 평가 또는 태

도로써 개인의 행동에 잠재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

의하였고, 사회적 분위기는 주변 준거집단의 특정 행

위 또는 개인에게 주는 압력(동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동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으로 정의하여 개인적

태도는 본 연구에서의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분위기는

주관적 규범과 의미가 통한다고 여겨지며 본 연구의 결

과가 사용에 대한 영향을 밝혔다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

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VI. 결 론

국내 패션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의 소비가 급증하면

서 이와 더불어 명품 복제품에 대한 생산과 수요 증가

로 복제품 시장도 성장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

고 있다. 정부의 단속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복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범법 행위라는 인식

을 못한 채 복제품을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가 복제품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

악하고 개인의 도덕성이 사용 의도와 복제품 재구매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마케터와

정부가 복제품 소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복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38.4%만이 복제품을 자

주 이용한다는 결과는(Rha et al., 2010) 소비자의 복제

품 구매 행동과 사용 행동은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복제품의 사용 의도에 초점을 둔 본 연구의

의의를 뒷받침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복제품

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복제품의 사용 의도에 미치는 각 변수

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용 의도가 복제품의

재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측면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힌 사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

소들을 활용하여 사용 의도를 낮춤으로써 복제품의 재

구매 행동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확장하여 도덕

적 규범의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복제품 사용

의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복제품에 대

한 태도이므로 소비자에게 복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태

도를 갖도록 윤리적 문제를 부각시켜야 하겠다. 복제품

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을 속이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동

참하는 것이며 나아가 복제품의 생산자와 함께 불법 행

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복제품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본 연

구에서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거듭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명품 복제품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개인의 도덕성에 대

한 Kim and Karpova(2010)의 연구에서 개인의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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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복제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관적인

규범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밝혔

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 주관

적 규범보다 사용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션 복제품의 경우 가시성과 같은 제

품 특성으로 인해 구매 의도에는 타인을 의식한 주관적

규범이 영향을 미치고 사용 의도에는 도덕적 규범과 같

은 개인적인 소비 윤리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밝혀 도덕적 규범이 사용 의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 윤리의식과는 별개로 준거집단

의 규범도 복제품의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제품 사용이 비도덕적이고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대중스타나 전문가를 통해 캠

페인을 벌여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해야겠다.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기업의 윤리적 활동을 강조하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 마케팅 등이 생산자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소비자 측면에서의 윤리적 소비에

대해 Hong and Song(2010)은 소비자의 개별적, 도덕적

신념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라고

하였다. 윤리적 소비 행동을 사회적 책임 범위에 따라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책임,

동시대 인류를 위한 책임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법적

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소비자 의무를 다

하는 것과 불법적 소비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

하였다. 따라서, 복제품의 불매 운동이나 복제품을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 소비의 일환이라는 것을 전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품을 생

산하는 기업은 복제품의 구매를 정품 구매로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복제품 불매

및 사용 근절 캠페인에 앞장 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복제품 사용의 근절에서 나아가 윤리적 소비 문화를 확

대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것만

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올바

른 소비 행동을 위한 소비자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명품 복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 재구

매 행동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품목을 복제품 가방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의류 제품의 종류에 따라 사용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Park(1997)의 결과를 참고하여

다양한 제품 종류를 포함한 연구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치는 응답자들의 주관적

인 보고자료라는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실제로 복제

품을 사용하는 빈도와 같은 실제 행동의 결과를 통한

측정을 사용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복제

품의 사용, 재구매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계획된 행

동이론을 적용하여 연구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복제품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사용 행

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히지 못한 한계

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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