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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illennial� generation,� which� has� emerged� as� one� of� the� strongest� influence�

and� consumption� power,� pursues� happiness� of� the� present� centering� on� “I”;�

consumes� luxury� products� for� themsel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how� the� narcissism� and� materialism� of� the� millennial� generation� affect�

the� compensatory� consumption� of� luxury� products� in� negative� situation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This� study� included� 315� millennial� males�

and� female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area.�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5.0� statistical� program.� Based� on� our� findings,�

narcissism� and� materialis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ompensatory�

consumption� under� positive� situations.� However,� while� materialis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ompensatory� consumption� under� negative�

situations,� narcissism�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ompensatory� consumption� under� negative� situations.� Notably,� self-control� had�

a� moderating� effect� in� the� influence� of� materialism� on� compensatory�

consumption� under� negative� situations;� narcissism� did� not.� This� study� holds�

academic� significance� as� the� concept� of� compensatory� consumption� and�

self-control� can� be� applied� to� the� apparel� study.� Moreover,�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ly� significant� ideas� on� compensatory� consumption� and� therefore�

marketing� of� luxury� brands,� based� on� consumer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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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핵심적인 가치관이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시대마다 트

렌드를 주도하는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4차 산

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소비력을 가지는 세대로 

부상한 밀레니얼 세대는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메가 트렌드를 형

성하고 있다(Stanley, 2015). 

  1980년대 경제 호황기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성장한 세대이지만 동시에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다(Kim, Jeon, Lee, 

Lee, Kim & Choi, 2016). 2021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약 7.2%로 약 31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고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1) 이들은 암담한 사

회적 환경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위하

여 살고자 하기 때문에(Malkin, 2016), ‘YOLO’, ‘Self Gift’, 

‘Flex’ 등 ‘나’를 중심으로 현재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

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트렌드 또한 변화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글로벌 

럭셔리 시장의 핵심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2025년 글로벌 럭

셔리 시장 매출의 약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

며(D'Arpizio & Levato, 2017),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가 럭

셔리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나의 만족을 위하여’라는 응

답이 76.6%로 가장 높았다(Noh, 2019). 이처럼 자기 자신

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위한 소비를 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증가하면서 보상적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상적 소비는 자신의 생일 및 크리스마스,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등의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스트레스 또는 우울함, 목표의 달성을 실패하는 

등의 부정적인 상황을 스스로 위로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소

비하는 것도 포함된다(Mick & Demoss, 1990a; Sur, 

2018). 이러한 상황들은 자기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므로 소비자는 보상적 소비를 통하여 행복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속상하고 우울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상적 소비는 특별한 상황에서 일시적

인 감정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징적인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

에 과시적 소비나 충동적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Jeon, 

2015; Lee & Lee, 2013). 또한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과시적인 성격으로(Freud, 1914), 나르시시스

트는 물질의 소유를 통하여 자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자

아 이미지를 표현하고 과시하고자 한다(Kim, 2008; Lee, 

Gregg & Park, 2013).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자는 물질을 

소유함으로 심리적인 행복을 느끼며 물질을 통하여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자 한다(Jung, 2003; Richins & 

Dawson, 199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나르시시즘과 물질

주의는 보상적 소비를 유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소비의 욕구를 조절하고 충동적인 감정과 행동을 절제

하는 능력인 자기통제감은 비합리적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Kim & Yang, 2015; Nam, 2007), 

자기통제감이 보상적 소비를 조절하는 변수로 고려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의류학에서 진행되었던 보상적 소비와 관련된 연구

들은 럭셔리 제품의 셀프 기프트 동기에 관한 정성적 연구

(Kauppinen-Raisanen, Finne, Gummerus, Helkkula, 

Koskull, Kowalkowski & Rindell, 2014)와 셀프 기프트 동

기와 패션 제품 선호도에 관한 연구(Hu, 2015) 등으로 매

우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통제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소비자학에서 충동적 소비에 관한 연구(Jun, 2008; 

Kim & Yang, 2015)로 국한되어 있으며, 의류학에서 진행

되었던 연구는 모바일 의류 제품의 충동적 구매와 자기통제

감에 관한 연구(Yang, 2019)가 유일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밀레니얼 세대의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가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며 자기통제감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Ⅱ.�이론적�배경

1.�밀레니얼�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나 

전 세계 인구의 약 1/4을 차지하는 18억여 명 정도이며

(Millennial moment, 2018), 우리나라 인구의 약 27.8%를 

차지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는 다음과 같은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

진다. 첫째, 밀레니얼 세대는 개인주의 및 나르시시즘을 토

대로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진다. 이들은 ‘나나나 세대’

라고 불리는 만큼 자기애가 강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자

기 자신을 삶과 행복의 기준으로 정하여 살아간다(Kim et 

al., 2016). 또한 ‘나’를 중심으로 현재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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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며 이를 다양한 소비를 통하여 실현한다(Jo & Jo, 

2019; Kim, 2020).

  둘째, 밀레니얼 세대는 자기 자신에게 소비하기 위해 럭

셔리 제품을 소비한다. 실제 2019년 기준으로 20대의 럭셔

리 제품 매출 신장률은 롯데백화점이 52.8%, 현대백화점이 

28.8%,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이 24.4%를 기록하였으며 전 

연령대에서 명품 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ng, 

2020; Lissitsa & Kol, 2016). “Generation flex 

consumption”(2018)에 따르면 2030세대는 자기 자신의 만

족을 위하여(52.6%) 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34.8%) 

플렉스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소비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감정과 상황

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적 소비를 목적으로 럭

셔리 제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Lim & Kim, 

2020).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향력과 소비력을 가지는 

세대로 주목받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해 럭셔리 

제품을 소비한다. 

2.� 보상적�소비

보상적 소비는 기념일, 성취 및 성공, 목표의 달성 등 긍정

적인 상황을 자축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또는 속상함, 우울

함, 스트레스, 그리고 목표의 달성 실패 등 부정적인 상황을 

위로 및 해소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소비하는 것을 의

미한다(Kwak, 2019; Sur, 2018). 그러나 보상적 소비는 쾌

락적이고 탐닉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Mick & 

DeMoss, 1990b)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보상적 소비는 과시적 소

비의 특성을 가진다. 보상적 소비는 쾌락적인 경험으로 자기 

자신에게 독특함, 특별함, 신선함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부

여한다(Tynan, Heath, Ennew, Wang & Sun, 2010).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별한 감정과 상황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구

매하지 않는 쾌락적이고 상징적인 제품을 구매하며 이는 과

시적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Jeon, 2015; Lee & Lee, 

2013). 둘째, 보상적 소비는 충동적 소비의 특성을 가진다. 

보상적 소비는 목표를 기준으로 먼저 보상을 정하고 성공과 

실패에 따라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계획적 소비도 포함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감정과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즉흥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충동적 소비로 연결

될 수 있다. 셋째, 보상적 소비는 스스로 기념일, 성취 및 

성공, 목표의 달성, 긍정적 자아의 인식 등을 축하하고 보상

하는 긍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 뿐 아니라 부정적 상

황에서의 보상적 소비로 구분할 수 있다(Sur, 2018).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는 스트레스, 속상함, 우울함, 부정

적 자아의 인식 등을 위로하고 해소하는 차원으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Kwak, 2019), 부정적인 상황이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며 이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상적 소비를 한다(Heath, Tynan & Ennew, 2011).

  보상적 소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개념은 긍정

적 감정의 보상구매행동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부정적 감정

의 보상구매행동과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2006; Lee, 2009; Sur, 2018). 또한 ‘나는 소중하다’

라는 원인을 통하여 셀프 기프트가 이루어지며(Lee & Lee, 

2013), 자기 지향적 동기와 개인 지향적 혜택은 셀프 기프

트 구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uppinen-Raisanen 

et al., 2014). 그리고 물질주의는 보상적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Jeon, 2015; Kwon, 2016; Yang, Han & 

Lee, 2008), 물질주의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럭셔리 패션 제

품을 셀프 기프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 Kim, 

2013). 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는 보상적 

소비는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자아개념과 

물질주의는 보상적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와 관련된 태도를 포함하고 있

는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는 보상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보상적 소비를 긍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와 부

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로 구분하고 나르시시즘, 물질

주의, 그리고 자기통제감이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은 심리적인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리

비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Freud, 1914). 또 다른 

정신분석학자 Kohut(1971)는 나르시시즘을 자기 자신에 대

한 리비도와 대상에 대한 리비도로 구분하였으며 자기 자신

에 대한 리비도는 정상적인 과정을 지나면 높은 자기애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나르시시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첫째, 나르시시즘은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가진다. 나르시시

스트는 스스로에게 몰입함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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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존재라고 판단한다(Kim, 2015; Raskin & Terry, 

1988). 둘째, 나르시시즘은 과시적이고 충동적인 특성을 가

진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감

정을 느끼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자기표현의 욕구를 자극시키며 상징적인 물질을 통하여 자

기 이미지를 표현하고 과시하고자 한다(Buss & Chiodo, 

1991; Han, Jo, Hong & Park, 2016).

  나르시시즘의 자기중심적이고 과시적인 특성은 소비의 상

황에서도 나타난다. 나르시시스트는 물질을 소비함으로 자아

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외모와 의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과시하고자 한다(Kim, 2008; Lee et al., 2013). 

이에 따라 자기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품

과 브랜드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며 상징적이고 쾌락적인 가

치를 기준으로 브랜드를 선택하고 제품을 구매한다(Hwang 

& Ku, 2010).

  특히 나르시시즘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프레스티지 제품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unningham-Kim & 

Darke, 2011), 유행하는 브랜드 제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

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ilch & Gornik-Durose, 2017). 또한 외현적 나르시

시스트는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위하여 클래식하고 상징적인 

제품을 구매하며 강력한 브랜드 애착을 갖고 내현적 나르시

시스트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명품을 구매하며 비

교적 저렴하고 브랜드 로고가 큰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2019). 이를 통하여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이미지를 표현하고 과시하고자 자기 자신에게 럭셔리 제품

을 소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물질을 소비와 소유 자체로 보는 관점과 물질을 

소비하고 소유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

할 수 있다. 먼저 물질을 소비와 소유 자체로 보는 관점에

서 살펴보면, Belk(1984)와 Richins and Dawson(1992)은 

물질의 소비와 소유 자체에 애착을 가지며 자유 재량적인 

소비를 통하여 심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성격이라고 하였

다. 이처럼 물질주의자는 다양한 물질을 소비하며 물질을 소

유하는 것이 행복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질주의가 높은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에 집착하

고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럭셔리 제품을 구

매한다. 이에 따라 물질주의는 과시적 소비, 충동적 소비, 

그리고 중독적 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Jung, 2015; Kim, 2017).

  한편 Yankelovich(1981)는 물질을 소비하는 과정을 통하

여 정체성을 모색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Shrum, 

Wong, Arif, Chugani, Gunz, Lowrey, Nairn, Pandelaere, 

Ross, Ruvio, Scott and Sundie(2013)는 물질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물질

주의자는 물질이 사라지면 자아상실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물질이 가지는 상징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낮아진 자아존중

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Chaplin & John, 2007).

  이처럼 물질주의는 물질을 소비하고 소유하는 과정을 통

하여 자아를 유지하고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행복을 위하여 

물질의 소비와 소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상적 소비와 관

련될 수 있다. Mckeage, Richins and Debevec(1993)은 물

질주의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셀프 기프트를 더 많이 소비한

다고 보았고, 충동적 소비와 과시적 소비를 많이 하며 보상

적 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2015; Kwon, 

2016; Yang, 2010). Jeon(2015)의 연구에 따르면 물질주의 

하위요인 중 물질소유와 물질쾌락은 자기선물 소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획득중심적 그

리고 성공수단적 물질주의는 과시적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Lee, Cho & Chun, 2019), 물질주의 하위요인인 

소유욕요인과 비주체성 요인은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

에서의 자기보상 소비행동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wak, 2019). 이를 통하여 물질주의자는 

물질을 소비하고자 하며 소유물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고 

판단하므로 상징적인 제품을 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소비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물질의 소유를 통하여 행복

을 경험하며 상황과 감정을 조절하기 위하여 보상적 소비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를 또 다른 소비자 변수로 선정하여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5.� 자기통제감

Hoch and Loewenstein(1991)은 욕구와 의지력의 상대적인 

힘에 따라 자기통제감을 조절하고 성공적으로 소비를 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Nam 

(2007)은 자기통제와 혼용되고 있는 자기조절이라는 개념을 

소비자 스스로 소비의 욕구를 조절하며 소비의 상황에서 주

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기통제감은 심리적인 자원으로 발현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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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심리적인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

기통제감을 발현하면 소진될 수 있으며 심리적인 자원이 소

진되면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Tice, Baumeister & Zhang, 2004). 즉, 소비자의 

자기통제감이 부족하면 소비의 욕구를 조절할 수 없고 소비

를 통하여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경험하고자 하기 때문

에 충동적 소비와 중독적 소비 등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어

질 수 있다(Kim & Yang, 2015; Vohs & Faber, 2007).

  특히 자기통제감이 낮은 소비자일수록 충동적 소비와 탐

닉적 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를 하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나

타나고 있다(Hong, 2019; Yang, 2019). Jun(2008)의 연구

에 따르면 자기통제는 충동구매 경향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

적 기분유지형, 제품속성 관여형, 기호 관여형, 이미지 일치

형, 주변 권유형, 그리고 무계획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Yu, Kim, Kim, Ahn and 

Jun(2012)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조절은 비이성적 소비 중 

보상적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Xu(2017)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 상실은 강박구매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Hong(2019)의 연구

에 따르면 자기통제가 낮은 사람일수록 미래의 목표와 무관

하게 탐닉소비의 순간적인 쾌락적 측면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는 자기통제감을 통하여 소비

의 욕구를 조절하고 비합리적 소비를 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연구방법

1.�연구모형�및�연구가설

Figure� 1.� Research�Model
(drawn� by� author)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의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가 부정

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Figure 1과 같은 연구

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긍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에 관한 가설

  가설 1-1. 나르시시즘은 긍정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물질주의는 긍정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

상적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자기통제감은 나르시시즘이 긍정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적 역할

을 할 것이다.

  가설 1-4. 자기통제감은 물질주의가 긍정적 상황에서 럭

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적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문제 2.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에 관한 가설

  가설 2-1. 나르시시즘은 부정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물질주의는 부정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

상적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자기통제감은 나르시시즘이 부정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적 역할

을 할 것이다.

  가설 2-4. 자기통제감은 물질주의가 부정적 상황에서 럭

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적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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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밀레니얼 세대

본 연구에서 밀레니얼 세대란 우리나라에서 1980년부터 

2000년에 태어났으며,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

과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에게 럭셔리 제품을 소비하는 세대

로 정의한다.

2) 보상적 소비

본 연구에서 보상적 소비란 특별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였던 럭셔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를 통하

여 감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로 나뉜다. 긍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는 기

념일, 성취 및 성공, 그리고 목표의 달성 등 긍정적인 상황

을 보상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럭셔리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정도로 정의한다. 반면,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

비는 속상함, 우울함, 스트레스, 그리고 목표의 달성 실패 

등 부정적인 상황을 위로 및 해소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

게 럭셔리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정도로 정의한다. 이를 측

정하기 위하여 Hwang(2019)과 Sur(2018)의 연구에서 사용

하였던 측정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한 각 3

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나르시시즘

본 연구에서 나르시시즘이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과

시적이고 스스로를 위하여 소비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Raskin and Terry(1988)의 자기애적 성격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를 바탕으로 

Jung(2001)과 Park and Jung(2010)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측정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한 8개 문항을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물질주의

본 연구에서 물질주의란 삶의 행복을 위하여 물질을 소비하

고 소유하려고 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Richins and Dawson(1992)의 물질주의 가치 척도를 바탕

으로 Kwon(2016)과 Yu(2017)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측정

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한 8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5) 자기통제감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감이란 스스로 소비의 욕구를 조절하

고 소비를 절제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Tangney, Baumeister and Boone(2004)의 자기 통제 척도

를 바탕으로 Jo(2011)과 Kim and Yang(2015)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측정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한 8

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밀레니얼 세대 남

녀 315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

집은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였고, 불성

실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총 312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럭셔리 제

품의 보상적 소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고, 각 문항 간 타당성 및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설검증

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자기통제감의 조절효

과를 살펴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연구분석�및�결과

1.�인구통계학적�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61.9%(193명)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1세 이상∼30세 이

하 82.4%(257명), 31세 이상∼41세 이하 17.6%(55명)로 나

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6.7%(177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회사원이 31.4%(98명)로 가장 많

았다. 또한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음료 및 음식이 28.4%(198명)로 가장 많았으며 여행

과 취미생활 16.9%(118명), 의류 13.8%(96명), 기타 

5.7%(40명), 화장품 4.9%(34명), 신발류 4.4%(31명), 액세

서리류 3.9%(27명), 가방류 2.9%(20명), 전자제품 2.2%(15

명) 순으로 나타났다.

2.� 변인의�신뢰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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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변인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의 각 측정문

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르시시즘의 신뢰도

를 떨어뜨리는 5번 문항을 제외한 총 7개 측정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759로 나타났으며, 물질주의의 총 8개 

측정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778로 나타나 측정항

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Table 1).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Factor Item Cronbach’s� α

Narcissism

I� like� to� look� in� the� mirror.

.759

I� like� to� look� at� my� body.

I� hate� to� show� off� my� figure.� (R)

I� like� to� be� the� target� of� other� people's� attention.

I� think� I'm� a� good� person� because� other� people� keep� saying� that.

I� think� of� myself� as� a� special� person.

I� don't� like� being� noticed� by� others.� (R)

Materialism

I� envy� people� who� own� luxurious� houses,� cars,� and� clothes.

.778

I� think� material� possess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What� I� own� shows� how� successful� I� am� in� life.

I� try� to� live� a� simple� life� that� doesn't� own�much.� (R)

I� like� to� buy� pleasant� things.

I� feel� pleasure� in� purchasing� things.

I� would� be� happier� if� I� could� afford� to� buy� more� things.

Owning� luxury� goods� doesn't� make�me� happier.� (R)

Compensatory�

Consumption

in

Positive� Situation

I� want� to� buy� a� luxury� product� to� celebrate� my� own� Birthday� or� on� Christmas.

.877
I� want� to� buy� a� luxury� product� to� compensate� personal� achievement(satis,�

promotion� etc).

I� want� to� buy� a� luxury� product� to� compensate� personal� goals.

Compensatory�

Consumption

in

Negative� Situation

I� want� to� buy� a� luxury� products� to� comfort� me� when� I� am� upset� and�

depressed.

.894I� want� to� buy� luxury� products� to� relieve� my� stress�When� I� feel� stressed.

I� want� to� buy� a� luxury� products� to� comfort� me� When� I� fail� to� achieve� my�

personal� goals.

Self-Control

I� can� resist� temptation� well.

.838

I'm� told� that� I� have� strong� self-control.

I� can� work� efficiently� for� long-term� goals.

I� spend� too�much�money.� (R)

I'm� told� I'm� impulsive� to� people.� (R)

I� wish� I� had�more� self-control.� (R)

Sometimes� I� can't� finish� my� work� because� of� the� pleasure� and� joy.� (R)

Sometimes� I� can't� stop� the� work� even� though� I� know� it's� wrong.� (R)

2) 종속변인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긍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와 부

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의 각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의 총 

3개 측정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877로 나타났

으며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의 총 3개 측정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894로 나타나 측정항목으로 적절

하다고 판단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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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변인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조절변인인 자기통제감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통제감의 총 8개 측정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838로 나타나 측정항목으로 적절

하다고 판단되었다(Table 1).

3.� 가설의�검증

1) 긍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

(1)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가 긍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

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의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가 긍정

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나

르시시즘과 물질주의가 긍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F=41.060, p<.001), 설명력은 21.0%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나르시시즘은 긍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44, t=2.782, p<.01).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나는 소중하다’라는 원인을 통하여 셀프 기

프트가 이루어진다는 Lee and Lee(2013)의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또한 자기애는 과시적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Kim, 2008),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프레스티지 제품을 많

이 구매한다는 Cunningham-Kim & Darke(2011)의 연구결

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물질주의 또한 긍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405, t=7.829, p<.001)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이것은 물질주의 성향이 긍정적 감정에 대한 보상소비 성향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s� of� Narcissism� and�Materialism� on� Compensatory� Consumption�
� � � � � � � � � in� Positive� Situations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Collinearity

Tolerance VIF

Narcissism � .237 .085 .144 2.782** .954 1.048

Materialism � .666 .085 .405 � 7.829*** .954 1.048

(Constant) .189 .344 -.668

R²=.210,� F=41.060***

**:� p<.01,� ***:� p<.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won, 2016; Yang, 

2010; Yang et al., 2008)와 일치한다. 또한 물질주의의 하

위요인인 물질쾌락과 물질소유가 자기선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물질쾌락이 높을수록 자기선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Jeon(2015)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2) 자기통제감에 따른 나르시시즘이 긍정적 상황에서의 보

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의 나르시시즘이 긍정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통제

감이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첫 번째 모형(F=17.431, p<.001), 두 번째 모

형(F=28.201, p<.001), 세 번째 모형(F=18.799, p<.001) 모

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모형 1에서 

5%(R²=.053), 모형 2에서 15.4%(R²=.154), 모형 3에서 

15.5%(R²=.15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르시시즘이 긍정적 상황에

서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통제감은 조절

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β=.020, t=.387, 

N.S). 따라서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3) 자기통제감에 따른 물질주의가 긍정적 상황에서의 보상

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의 물질주의가 부정적 상황에서 럭

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통제감

이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첫 번째 모형(F=72.797, p<.001), 두 번째 모

형(F=42.643, p<.001), 세 번째 모형(F=28.361, p<.001) 모

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모형 1에서 

19%(R²=.190), 모형 2에서 21.6%(R²=.216), 모형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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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R²=.21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질주의가 긍정적 상황에서

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통제감은 조절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β=.012, t=.240, 

N.S). 따라서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2)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

(1)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가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Narcissism� according� to� Self-Control� on� Compensatory
� � � � � � � � Consumption� in� Positive� situatio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Compensatory�

Consumption

in

Positive� Situation

Narcissism .231 � 4.175*** � .204 � 3.887*** � .206 � 3.901***

Self-

Control
-.319 -6.079*** -.320 -6.082***

Narcissism

*

Self-

Control

� .020 � � .387

R² .053 .154 .155

R²� Change .053 .101 .000

F � 17.431*** � 28.201*** � 18.799***

***:� p<.00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Materialism� according� to� Self-Control� on� Compensatory
� � � � � � � � � Consumption� in� Negative� Situatio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Compensatory�

Consumption

in

Positive� Situation

Materialism � .436 � 8.532*** � .357 � 6.382*** � .357 � 6.371***

Self-

Control
-.180 � -3.210** -.181 � -3.212

Materialism

*

Self-

Control

� .012 � � .240

R² .190 .216 .216

R²� Change .190 .026 .000

F � 72.797*** � 42.643*** � � 28.361***

**:� p<.01,� ***:� p<.001

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의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가 부정

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나

르시시즘과 물질주의가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F=39.862, p<.001), 설명력은 20.5%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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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s� of� Narcissism� and�Materialism� on� Compensatory� Consumption�
� � � � � � � � in� Negative� Situations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Collinearity

Tolerance VIF

Narcissism � .157 .085 .096 1.856 .954 1.048

Materialism � .690 .085 .422 � � � 8.134*** .954 1.048

(Constant) -.229 .343 -.668

R²=.205,� F=39.862***

***:� p<.001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Narcissism� according� to� Self-Control� on� Compensatory
� � � � � � � � Consumption� in� Negative� Situatio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Compensatory�

Consumption

in

Negative� Situation

Narcissism .187 � 3.347** � .155 � 2.996** � .152 � 2.918**

Self-

Control
-.376 -7.247*** -.374 -7.201***

Narcissism

*

Self-

Control

-.027 � -.524

R² .035 .175 .176

R²� Change .035 .140 .001

F 11.201** � � 32.792*** � � 21.901***

**:� p<.01,� ***:� p<.001

  

분석 결과, 나르시시즘은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96, t=1.856, N.S). 따라서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반면 물질주의는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22, 

t=8.134, p<.001). 따라서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물질주의 성향이 부정적 감정에 대한 보상소비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won, 2016; 

Yang, 2010)와 일치한다. 또한 물질주의는 쾌락적 소비와 

과시적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Jung, 2015; Lewis 

& Moital, 2016),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충동적 소비를 한다

는 연구결과(Moran, Bryant & Kwak, 2015)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2) 자기통제감에 따른 나르시시즘이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

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의 나르시시즘이 부정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통제

감이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첫 번째 모형(F=11.201, p<.01), 두 번째 모형

(F=32.792, p<.001), 세 번째 모형(F=21.901, p<.001)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모형 1에서 

3.5%(R²=.035), 모형 2에서 17.5%(R²=.175), 모형 3에서 

17.6%(R²=.17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르시시즘이 부정적 상황에

서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통제감은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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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Materialism� according� to� Self-Control� on� Compensatory
� � � � � � � � Consumption� in� Negative� Situatio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Compensatory�

Consumption

in

Negative� Situation

Materialism .443 � 8.700*** � .338 � 6.132** � .338 � 6.171**

Self-

Control
-.241 -4.380*** -.228 -4.140***

Materialism

*

Self-

Control

-.103 -2.071*

R² .196 .243 .254

R²� Change .196 .047 .010

F � 75.684*** � � 49.656*** � � 34.886***

*:� p<.05,� ***:� p<.001

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β=-.027, 

t=-.524, N.S). 따라서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3) 자기통제감에 따른 물질주의가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

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의 물질주의가 부정적 상황에서 럭

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통제감

이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 결과, 첫 번째 모형(F=75.684, p<.001), 두 번째 모

형(F=49.656, p<.001), 세 번째 모형(F=34.886, p<.001)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모형 1에서 

19.6%(R²=.196), 모형 2에서 24.3%(R²=.243), 모형 3에

서 25.4%(R²=.25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질주의가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통제감은 조절적 역

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β=-.103, t=-2.071, p<.05). 

따라서 가설 2-4는 채택되었다.

  Figure 2를 살펴보면, 그래프의 기울기는 자기통제감이 높

을 때보다 낮을 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

여 자기통제감이 낮을 때 물질주의 높낮이에 따라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가 크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자기통제감이 높은 소비자는 물질주의에 따라 부정

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자기통제감

이 낮은 소비자는 물질주의에 따라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

적 소비가 크게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통

제감은 물질주의가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

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강화시키는 조절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통제감이 낮은 소비자는 소비의 욕구

를 조절할 수 없으며 소비를 통하여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

움을 경험하고자 한다는 연구결과(Baumeister, 2002; Kim 

& Yang, 2015; Vohs & Faber, 2007)와 일치한다.

Ⅴ.�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의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가 부정

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 및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는 긍정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긍정적 상황에

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럭셔리 브랜드가 긍정적인 상황을 

보상하고 특별한 상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촉 전

략을 세워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물질주의는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상적 소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나 나르시시즘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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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on� the� Influence� of�Materialism� on� Compensatory� Consumption
in� Negative� Situations
(drawn� by� author)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부정적 상

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럭셔리 브랜드가 부정적인 감정

을 해소할 수 있도록 쾌락과 즐거움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

한 제품 및 새로운 공간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가 긍정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통제감의 조

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통제감은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

가 긍정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

통제감은 물질주의가 부정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

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

났으나 나르시시즘이 부정적 상황에서 럭셔리 제품의 보상

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자기통제감은 물질주의가 부정적 상황에서 럭셔

리 제품의 보상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인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럭셔리 브랜드

가 소비 욕구 또는 독특성 욕구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마케팅 

광고를 수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보상적 소비의 개념과 소비자학에서 연구되었

던 자기통제감의 개념을 의류학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학

문적 의의를 가진다. 한편, 보상적 소비 품목으로 증가하고 

있는 럭셔리 제품을 소비자 특성과 함께 고려함으로 럭셔리 

브랜드의 보상적 소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로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으며 MZ세대를 비교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자 특성으로 나르

시시즘과 물질주의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디지털과 SNS에 적극적인 점, 다양한 경

험을 공유한다는 점, 자기표현 욕구가 강하다는 점 등이 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보상적 소비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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