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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 수가 증가함과 더불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인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사용자의 대다수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빈번하게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서 보다 용이해진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는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경험을 더욱 증폭시키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SNS 중 하나인 위챗(WeChat)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 사회적 배제의 경험이 그들의 동조 소비(conformity
consumption)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온라인
상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중국인 소비자들은 사회적 포용을 경험했을 때 보다 소속되고자
하는 사회적 집단 구성원들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조 소비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을 경우 잡지 광고의 형태의 노출보다는
위챗 SNS 형태의 노출을 통해 해당 제품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동조 소비 성향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들에게서 살펴 볼 수 있는 온라인 상
사회적 배제의 경험과 동조 소비 성향 간의 관계, 그리고 SNS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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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ong with recent upsurge of single-person households worldwide, a growing number
of people in China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form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due to
social exclusion. In particular, social comparison, oftentimes more frequently and easily made
online social network services in which the majority of users of the Internet and smart devices
frequently use to form social relations, is amplifying this social exclusion experi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online social exclusion on conformity consumption
among Chinese WeChat users, one of the representative social network services in China.
Our results show that Chinese consumers who experienced social exclusion online exhibited
relatively higher conformity consumption for a product purchased by the social group members
than did those who experienced social inclusion. Especially, in case of social ex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conformity consumption was higher when exposed to the product on
WeChat SNS. This study provides further discussion and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online social exclusion and conformity consumption among Chinese
consumers, and the moderating role of SNS.
Key Words: social exclusion, conformity consumption, social comparison, WeChat, SNS

I. 서 론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개인은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집단(예: 가족, 준거집단 등)에도
속하지 않고 존재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개인은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가며 소속에 대한 욕구(need to belonging)를 충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Baumeister & Leary, 1995). 그러나, 개인의 소속에 대한 욕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배제의 경험은 달갑지 않지만 일상적인 삶의 일부분이며,
다양한 은유법(예: 추위를 느낀다, 홀로 남겨두어 지거나 버려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 경험이다(Duclos et al., 2013).
사회적 포용․배제이론(theory of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에 따르면 사회적 포용
혹은 배제의 경험은 다양한 유형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Williams, 2007). 예를 들어, 사회적 배제의 경험은 저하된 삶의 질(Baumeister et al., 2005),
부정적 정서 반응과 행동(Warburton et al., 2006), 그리고 높은 공격성과 이기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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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eister et al., 2007; Twenge et al., 2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개인은 사회적 집단에 재소속될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하고자
타인에 대한 높은 동조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wall et al., 2009). 예를
들어, Mead et al.(2011)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개인은 사회적 집단에
재소속되기 위해 해당 집단을 상징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높은 동조 소비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주요 경제자원과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이 소수에 분배되고 통제되었던 중국에서도
고착된 계층구조와 폐쇄적 사회 시스템 하에서 사회 계층 간 차별과 사회적 배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1958년부터 도입된 호적제도의 일종인 후코우(hukou) 제도는
중국 사회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교육 기회 측면의 불평등 및 차별을 발생시키는 근본적
원인들 중하나로 사회적 배제의 경험을 증폭시키고 있다(Afridi et al., 2015; Huang et
al., 2010). 또한, 높은 이혼율, 만혼, 비혼, 산아제한 등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은 1인 가구
수의 증가로 이어져 2015년도 기준 중국의 1인 가구 수는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5,800만 명에 달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6; 연합뉴스, 2016). 1인 가구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 지표이며, 이는 곧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Twenge et al., 2007).
흥미로운 사실은 고착화된 사회 계층 구조와 점차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수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비약적인 통신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은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으며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즐기고 그들의 소속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있다(Clayton et al.,
2013). 특히 SNS는 시․공간적 장벽을 넘나드는 비대면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개인들이 신념이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다(Kwon & Wen, 2010).
그러나, SNS를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때로는 중독성(Salehan & Negahban, 2013)과
피로감(박현선, 김상현, 2016)을 높이기도 한다. 또한, SNS로 인해 향상된 사회적 관계
형성의 편의성은 오히려 더 빈번한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로 이어질 수 있으며
(Haferkamp & Krämer, 2011), 온라인 상에서 만연된 사회적 추방(social ostracism) 과정을
통해 개인이 경험한 사회적 배제는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고 집단에 대한 순응 동기를
높이기도 한다(Williams et al., 2000). 즉,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개인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사용하는 SNS 상에서 오히려 더욱 용이하고 빈번해진 사회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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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강한 소외감과 결핍의 상태를 느끼며, 이러한 결핍에 대한 보상적 행위(Mandel
et al., 2017)로써 높은 동조 소비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혹은 모바일에서 SNS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온라인
상에서 경험한 사회적 배제의 경험이 해당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형성하는 태도, 즉 동조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SNS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2.1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동조 소비(Conformity Consumption)
사회적 배제의 경험은 인간의 기본적 네 가지 욕구—소속감(need to belonging), 자존감
(self-esteem), 통제력(control), 그리고 의미 있는 존재감(meaningful existence)—에 대한
위협을 제공할 수 있다(Williams, 2001; Zadro et al., 2004). 첫째, 소속감의 경우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욕구로서 소속감에 대한 결핍의 수준이
높을 경우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경향이 높게 나타나며(Baumeister & Leary, 1995),
또한 호의적인 대중적 이미지를 만들고자 노력하기도 한다(Williams, 2001). 둘째, 자존감은
내적지향성(예: 능력에 기반한 자기 존중)과 외적지향성(예: 다른 사람의 존경, 존중 및
동의)에 의해 구분되어 지기도 한다(Maslow, 1987). 이 중 외적지향성 자존감의 경우 사회적
배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감시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Leary et al., 1995).
또한, 사회성 계량기(sociometer) 이론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도 알려져 있다(Brockner, 1983). 셋째, 사회적 배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통제력에 대한 욕구는 공격성, 즉 강압적인 행동과 연관되어 있으며(Tedeschi
& Felson, 1994),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개인적인 권력이나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Frieze & Boneva, 2001). 넷째, 사회적 배제의 경험으로
인한 의미있는 존재감의 상실은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주의력(social attention)을 얻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렇게 획득한 사회적 주의력을 통해 개인은 사회적 가시성과
존재감을 회복함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Warburton & Williams, 2005).
사회적 포용․배제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느낀 사회적 배제의 경험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2007). 예를 들어, 사회적 배제의 경험은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생리적 측면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Baumeister et al., 2005), 공격성을 높이는 반면(Baumeister et al., 2007),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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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것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의 수행 의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Twenge et al., 2001).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으로 배제된 개인은 그들에게 모욕적인
무언가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더 부정적인 직무 평가를 하였으며(Twenge et al., 2001),
그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맛없는 간식을 제공하거나(Chow et al., 2008), 매운
음식을 싫어하는 상대방에게 매운 소스를 더 많이 제공하는 등의 형태(Warburton et al.,
2006)의 부정적 행동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개인은
다수보다는 소수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는 노트북과
같은 실용적 제품보다는 향수와 같은 상징적 제품일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리, 한승희, 2014).
그러나, 사회적 배제의 경험이 항상 부정적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Wan et al.(2014)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개인이 해당 집단에
재소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조 성향을 보인 반면, 재소속의 가능성이 낮을
경우 독특성 추구성향(uniqueness seeking)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개인은 사회적 집단에 재소속될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하고자 타인에 대한 높은 동조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Dewall et al., 2009).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개인은 사회적
포용을 경험한 개인에 비해 차별화된 제품을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ewer, 1991). 특히, Mead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동조 소비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개인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집단에 재소속되기 위해 해당 집단을 상징할 만한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집단 구성원의
취향에 맞춰진, 즉 사회적 거리감을 낮출 수 있는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조 소비 행동은 사회적 집단에 재소속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 행동을 집단의 목적에 맞추어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약물까지도 복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배제의 경험은 오히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거나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고(Maner et al., 2007), 사회적 관심도를
더 높이고(Pickett et al., 2004), 무의식중으로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게 하도록 만든다고
한다(Lakin et al., 2008).
Loveland et al.(2010)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개인은 과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향수를 유발시키는 제품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타인들이 자신의 소비와 소비 행위의 결과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공적소비(public consumption)의 경우 사적소비(private consumption)의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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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대다수의 중국 소비자들 역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체면을 중시하며
(동립진, 2002), 심지어 개인의 수입 여부나 수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체면 의식을
높이기위한 과시적 소비를 하기도 한다(김주호, 2011). 이러한 중국인들의 체면 중시 현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전환된 현재에도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임반석, 2006).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사회적
배제의 경험은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 의미 있는 존재감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중국인들은 강한 동조 소비 성향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재소속감을 느끼고자 할 것으로
예측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온라인 상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중국인 SNS 사용자의 동조 소비 성향은
사회적 포용을 경험한 사용자 보다 높을 것이다.

2.2 사회적 배제-동조 소비 간 관계에서 SNS의 역할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는 소셜미디어의 일종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에서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 간 사회적 관계 형성, 정보 공유, 가치 표현, 지속적인 대인 관계
관리 등 다양한 유형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Ellison et al., 2007).
특히, 온라인 SNS 상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시․공간적 장벽을 넘어 비대면적 접촉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손쉽게 서로의 신념과 가치관 등을 그들의 준거집단 내에서 공유할 수
있다(Kwon & Wen, 2010). 중국 역시 2008년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인프라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SNS 서비스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왕혜하,
신호균, 2014). 2017년도 기준 약 6억 명의 중국인들이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까지 전체 사용자 수가 7억 2천5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tatista, 2017).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국인의 약 76%의 소비자는 SNS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있으며, 모바일 SNS의 마케팅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CNNIC, 2015). 2016년
기준 약 80% 중국인들이 위챗(WeChat)1) 모바일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모바일 SNS
앱 사용자들 중 위챗 사용자가 약 86%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CNNIC, 2017). 이와
같이 중국 내 일반 대중들에게 스마트폰과 SNS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사람들은 시간과
1) 위챗(WeChat) 혹은 웨이신(微信)은 중국의 텐센트 홀딩스 유한회사가 개발한 SNS로 스마트폰과 PC에서
메시지, 사진, 동영상 전송에, 음성, 영상 채팅 등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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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상관없이 원하는 정보를 타인과 쉽고 빠르게 교환하고 있으며(진홍, 김민지, 2015),
블로그나 온라인 게시판,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한다(이지혜, 강성민, 2013).
그러나, SNS 상에서는 타인의 정보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비교의
대상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SNS로 인해 향상된 사회적 관계 형성의 편의성은 오히려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더 빈번한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원주 등, 2017), 이로 인한 정서적 피로감이 높아지기도 한다(박현선, 김상현, 2016).
Haferkamp and Krämer(2011)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SNS 사용자들은 타인의 프로필
사진 및 게시글 등에 나타난 타인의 이미지와 자신의 이미지를 비교 평가한다. 특히,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 개인은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SNS를 많이 사용하며(Goswami et al., 2010), SNS를 통해
노출된 내용에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Sheldon, 2008).
또한, 온라인 상에서 사회적 추방 과정을 통해 개인이 경험한 사회적 배제의 경험은
부정적 감정 반응으로 이어지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 집단에 대한 순응 동기를
높이기도 한다(Williams et al., 2000). 예를 들어, SNS 상 준거 집단에 소속된 개인들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사회적 규범에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는 동조
소비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Wang et al., 2012). 결론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개인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사용하는 SNS 상에서 오히려 더욱 용이하고 빈번해진
사회적 비교 과정을 통해 강한 소외감과 결핍의 상태를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결핍에
대한 보상적 행위(Mandel et al., 2017)의 하나로 높은 동조 소비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동조 소비 성향 간 관계에 있어서 SNS의
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의 시사점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온라인 상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중국인 SNS 사용자들 중 소속되고자 하는
집단 구성원의 SNS 상에서 제품 정보를 취득하였을 때 제품 광고 형태로 제품
정보에 노출된 경우보다 동조 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Ⅲ. 실험연구
3.1 실험의 목적 및 설계
본 실험은 중국의 위챗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연결 상태가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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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성향, 즉 타인이 소비한 제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한 구매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특히 위챗으로 대표되는 SNS 매체를 통한 정보 노출과 일반적인 잡지광고
형태에 대한 정보 노출 간 차이가 있을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2(사회적
연결 상태: 사회적 배제 vs. 포용)×2(제품 정보 노출 유형: SNS(위챗) vs. 잡지 광고)의
집단 간 설계(between-subjects design)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SNS에 대한
친숙도 및 사용빈도가 높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실제 중국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총 208명이 4개의 실험 조건에 무작위로
할당되어 실험에 참여하였다. 총 208명의 실험참여자들 중 설문 항목 대부분에 응답하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총 197명(국내 중국 유학생 참여자 100명, 중국 거주 참여자 97명)으로
부터의 응답이 실험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중국인 유학생 참여자와 현지 중국인 참여자들
간 문화적 정체성 변화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효과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배제의 조작 점검(M중국인 = 3.79 vs. M중국인

유학생

= 3.64; F(1, 191) = .660)과 동조 소비

성향(M중국인 = 4.63 vs. M중국인 유학생 = 4.94; F(1, 187) = 1.966)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의 응답자 중 139명은 여성으로, 연령 분포는
18~25세(68.5%)와 25~30세(21.8%)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실험에 사용된 제품으로는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중국 소비자들이 제품의
상징적 특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정인식 등, 2014) 하는 것을 감안하여 패션 시계가 사용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배제 효과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다(Berger & Heath, 2007). 또한, 본 실험에서는 발생 가능한 브랜드 효과의 통제를
위해 SIMPL이라는 가상브랜드가 사용되었다.

3.2 실험 절차 및 방법
사회적 배제의 효과에 관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배제․포용 경험의 생생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Cyberball과 같이 실험 참여자들 간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배제 혹은 포용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Williams
et al., 2000).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 조사의 형식을 통해 진행된 본 실험의 한계로
인해, 본 실험에서는 Wan et al.(2014)에서 사용된 사회적 배제․포용 관련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시나리오를 각색하여 사회적 배제 요인을 조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 SNS 친구 추가 신청 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某天, 您新加入了一个学校校友群, 您浏览了一下群成员的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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况, 其中有您认识的人和不认识的人. 您翻看了一下其中几位比较感兴趣的人的个人资料和
相册, 您觉得特别有好感, 很想认识一下他们. 另外, 群里还有几人的名字和面孔很熟悉, 您感
觉之前可能在哪见过, 或许还存在共同好友. 于是, 您满心期待地向群里的几个人发送了好友
请求”(국문번역: 당신이 새롭게 가입하고자 하는 동창생 단체 채팅방 구성원들의 프로필
둘러보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몇 명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낯이 좀 익은
사람도 있고 함께 아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 그 친구들과 좀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기대 반 설렘 반 특히 호감이 가는 몇 명 친구들에게 친구 추가 신청을 보냈습니다).
사회적 배제 조건은 친구 추가 신청이 거절 당한 상황—“但是, 等了很久, 您也没有收到他们其
中任何人的回复. 他们都没有同意您的好友请求”(친구 추가 신청을 보내고 며칠이 지나도
한 명도 답장을 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모두 당신의 친구 추가 신청을 수락하지 않았다)으로,
사회적 포용 조건은 친구 추가 신청을 수락 받은 상황—“没过多久, 您就收到了他们的回复.
他们都同意了您的好友请求”(친구 추가 신청 얼마 후 당신은 바로 답장을 받았으며 그들은
모두 친구 추가 신청을 수락했습니다)으로 조작되었다.
사회적 연결 상태의 조작 이후 제품 정보 노출 유형 요인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실험 자극물은 위챗 SNS 게시글 형식과 일반 잡지 광고 형식으로 패션
시계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위챗 SNS 형식 노출
조건의 경우 피실험자가 위챗 SNS를 살펴 보다 친구의 게시글을 본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下图是您在浏览朋友圈时接触到的产品信息,您的朋友购买了该产品, 请
仔细阅读下面内容并回答下一页的问题”(아래 그림은 친구의 SNS 게시글을 읽다가 당신이
접하게 된 제품 정보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SNS에 해당 제품을 구입 후 게시한 글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잡지 광고 형식 노출 조건에서는 위챗 조건과
동일한 제품 정보를 잡지 광고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下图是您接触到的产品信息, 您的
朋友购买过该产品, 请仔细阅读下面内容并回答下一页的问题”(아래 그림은 당신이 잡지를
보다가 접하게 된 제품 정보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고 할 때 다음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의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SNS 조건과 광고 조건
간 차이는 위챗의 일부분임을 보여주는 외형적 차이와 지시문 외에 제품 사진과 속성
정보 등은 동일하게 조작하였다.
다음으로 실험 참여자의 해당 제품에 대한 동조 소비 성향은 “나도 위에 제시된 제품에
대해 호감을 느낀다,” “나도 위에 제시된 제품이 마음에 든다,” “나도 위에 제시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나도 위에 제시된 제품을 갖고 싶다”의 4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9점
척도 항목(1 = 전혀 그렇지 않다, 9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항목 간 신뢰도(a = .89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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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나 4개 문항들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연결
상태, 즉 사회적 배제 혹은 포용의 경험의 실험적 조작에 대한 조작점검을 위해 실험
참여자가 무작위로 할당된 사회적 연결 상태의 실험 조건 별 느낀 사회적 배제감 정도를
무시당한 느낌, 배제된 느낌, 고립된 느낌, 외로운 느낌의 4개 차원으로 측정하였으며(1=전혀
그렇지 않다, 9 = 매우 그렇다), 이들 항목 간 신뢰도(a = .88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값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1) 위챗 형식 노출

(2) 잡지광고 형식 노출

[그림 1] 제품 정보 노출 방식의 실험적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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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결 상태의 조작 이후 실험 참여자가 느낀 부정적 감정은 얼마나 슬퍼했는지,
실망했는지, 그리고 화가 났는지 정도의 3개 문항(1 = 전혀 그렇지 않다, 9 = 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하였고, 높은 신뢰도(a = .868)를 보여 평균치가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이 후 본 실험의
자극물로 사용된 가상의 SIMPL 브랜드 시계에 대해 지각하는 상징성 정도는 “나의 개인적
취향을 잘 나타낼 수 있다,” “나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다,” “사용자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로 구성된 3개의 개인적 가치 및 정체성 표현 관련 문항(Berger
& Heath, 2007)들로 측정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9 = 매우 그렇다). 이와 더불어 제품의
실용성 정도는 “제품은 실용적인 목적을 충족시켜준다,” “제품의 기능이 내게 꼭 필요하다,”
제품 없다면 나의 일상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로 구성된 3개 항목(Park & Young,
1986)으로 측정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9 = 매우 그렇다). 개인적 가치와 정체성 표현
관련 3개 문항들 간 신뢰도(a = .897)와 제품의 실용성 정도 3개 문항들 간 신뢰도(a =
.71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적 문항을
질문한 후 실험은 종료되었다.

3.3 실험 결과
3.3.1 조작점검
사회적 연결 상태(사회적 배제 혹은 사회적 포용)에 대한 실험 조작이 잘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개의 조작점검 항목들에 대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수행
하였다. <표 1>에 제시된 ANOVA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실험 참여자가 느낀 사회적
배제감의 정도(M사회적
부정적 감정(M사회적

배제

배제

= 4.89 vs. M사회적

= 4.42 vs. M사회적

포용

포용

= 2.59; F(1, 193) = 80.496, p < .001)와

= 2.49; F(1, 193) = 64.531, p < .001)의

경우 사회적 연결 상태 조작에 대한 주효과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포용 대비 사회적 배제의 시나리오에 무작위로 할당된 실험참여자들의 경우 사회적 배제감과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더욱 크게 느낀 것으로 사회적 연결 상태에 대한 실험적 조작은
성공으로 수행되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본 실험의 실험 자극물로 사용한 SIMPL 브랜드
시계가 상징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
수행 결과 실험참여자들은 SIMPL 브랜드 시계가 기능적 특성(M = 3.78)보다 상징적 특성(M
= 5.05)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196) = 9.11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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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1에 사용된 측정 문항 별 평균(괄호 안 수치는 표준편차)
사회적 연결 상태
사회적 배제

사회적 포용

위챗

잡지 광고

위챗

잡지 광고

5.11(1.78)

4.63(1.96)

2.64(1.83)

2.54(1.53)

∙무시당함

5.94(2.15)

5.55(2.41)

2.76(2.01)

2.83(2.00)

∙배제됨

6.47(2.12)

5.53(2.32)

2.70(2.00)

2.49(1.74)

∙고립됨

3.98(2.48)

3.89(2.07)

2.62(1.94)

2.42(1,48)

∙외로움

4.07(2.74)

3.55(2.33)

2.50(2.00)

2.40(1.65)

4.60(1.77)

4.24(1.70)

2.36(1.63)

2.63(1.57)

∙슬픔

4.76(2.25)

4.74(1.98)

2.40(1.73)

2.80(1.79)

∙실망감

5.76(2.01)

4.87(2.10)

2.48(1.88)

2.82(1.72)

∙화남

4.14(2.55)

3.82(2.17)

3.27(2.20)

3.11(1.86)

(1) 제품의 상징성 평균

5.43(1.98)

5.40(1.70)

4.42(2.26)

4.97(1.93)

∙개인적 취향 표현

5.45(2.36)

5.19(1.90)

4.40(2.33)

4.96(2.14)

∙개인적 이미지 표현

5.51(2.40)

5.49(1.89)

4.16(2.30)

4.86(2.16)

∙사용자 정체성 파악

5.33(2.23)

5.53(1.87)

4.70(2.46)

5.10(1.93)

4.09(1.74)

3.78(1.60)

3.44(1.71)

3.78(1.78)

∙실용적 목적

2.02(1.76)

1.87(1.43)

1.74(1.38)

2.31(1.63)

∙필요한 기능

4.92(2.47)

4.62(2.25)

4.34(2.26)

4.39(2.29)

∙일상생활에서의 필수성

5.35(2.54)

4.87(2.36)

4.24(2.42)

4.67(2.43)

51

47

50

49

사회적 연결 상태 조작 점검
(1) 사회적 배제감 평균

(2) 부정적 감정 평균

SIMPL 브랜드 시계 상징성-기능성 점검

(2) 제품의 실용성 평균

표본 크기

3.3.2 동조 소비 성향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위챗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연결
상태(사회적 배제 혹은 포용)가 그들의 동조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제품 정보 전달
매체(SNS 혹은 잡지광고)의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참여자의 동조 소비 성향은 앞서 언급한 대로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이원분산
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첫째, ANOVA 결과 사회적 연결 상태가 동조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1,193) = 18.736, p < .001). 즉, 사회적
포용(M = 4.26) 조건과 비교할 때 사회적 배제(M = 5.28) 조건에 할당된 실험참여자들의
동조 소비 성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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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적 연결 상태와 제품 정보 노출 유형이 동조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

무엇보다도 ANOVA 결과 실험 참여자들의 동조 소비 성향에 사회적 연결 상태-제품
정보 노출 유형 요인 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93)
= 9.774, p < .001). [그림 2]에 나타난 사회적 배제-제품 정보 노출 형태 간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단순효과(simple effect)를
제품 정보의 노출 유형과 사회적 배제 조건 별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단순효과
분석 결과, 위챗 SNS의 유형으로 제품 정보에 노출된 경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실험
참여자들의 동조 소비 성향이 사회적 포용을 경험한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사회적

배제

= 5.56 vs. M사회적

포용

= 3.82; t(99) = 5.230, p < .001). 반면, 일반적인 잡지

광고 유형으로 제품 정보에 노출된 경우 사회적 배제와 포용 조건 간 동조 소비 성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사회적

배제

= 4.99 vs. M사회적

포용

= 4.71). 보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적 포용 조건의 경우 위챗과 같은 SNS 유형의 정보 노출보다 일반적인 잡지
광고 노출에서 동조 소비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M위챗 = 3.82
vs. M잡지광고 = 4.71; t(97) = -2.684, p < .009), 반면 사회적 배제 조건에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한계유의수준이나 위챗 SNS 형태의 노출일 때 잡지 광고 유형의 노출보다 상대적으로
동조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방향성이 나타났다(M위챗 = 5.56 vs. M잡지광고 = 4.99; t(96)
= 1.728, p < .087).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 포용 보다는 사회적 배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비교가 더욱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위챗과 같은
SNS 매체를 통해 제품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동조 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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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SNS 중 하나인 위챗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
사회적 배제의 경험이 그들의 동조 소비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SNS가 수행하는 역할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온라인 상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중국인 위챗 사용자들은 온라인 상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을 때 사회적
포용을 경험한 경우보다 소속되고자 하는 사회적 집단 구성원들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조 소비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을
경우 잡지 광고의 형태의 제품 노출 보다는 위챗 SNS 형태로 해당 제품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동조 소비 성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무적 함의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배제 경험 역시 오프라인의 사례와 유사하게 동조 소비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온라인 상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이 보다 수월한 환경인
SNS 상에서 자신이 소속되고자 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조 소비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사회적 배제 관련 연구에 의미있는
공헌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김영리, 한승희, 2014;
Loveland et al., 2010)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상징성이 높은 제품에서 사회적 포용 대비
사회적 배제 조건에서 동조 소비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점은 마케팅 실무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일 것이다.
둘째, 온라인에서 사회적 포용을 경험한 소비자들과 비교할 때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SNS에서 제품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일반 잡지 광고 형태의 노출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적 포용의 경험은 SNS
매체 보다는 전통적인 잡지 광고 유형의 노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조 소비 성향으로
이어진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의 다양한 SNS
매체 상에서 소비자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SNS
매체를 활용한 제품 광고와 홍보를 통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소비자들로부터 보다 효과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본 연구는 제공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품
광고와 홍보에 포함된 메시지 컨텐츠와 스토리텔링 등의 구성 측면 역시 사회적 배제의
경험과 동조 소비 성향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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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Chen et al.(2017)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 경험이 의인화된 상품(anthropomorphized product)에 대한 선호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의인화된 상품은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일반 상품 대비 디자인 요소, 브랜드의 로고와 캐릭터 등 인간들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특성을 부여한 상품으로, 이러한 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욕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Epley et al., 2008). 사회적 배제의
경험과 의인화된 상품 선호도 간 관계를 연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회적 배제의 경험은
의인화된 상품에 대한 동조 소비 성향을 더욱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의인화된 요소와 사회적 배제의 경험이 결합된다면 보다
높은 동조 소비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이론적․실무적 함의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물은 상징적 제품인 패션 시계로
한정하여 진행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용적 제품군도 포함시켜 상징적-실용적 제품군
간 사회적 배제가 동조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효과에 대한 한국-중국 간 차이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한국은 중국과 함께 대체적으로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차이는 사회적 배제가 야기하는
효과에 대한 차별적 해석을 가능하기 때문이다(Pfundmair et al., 2015).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실험참여자들 중에서 제품 정보 노출 유형에 따른 차이가 제한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던 점을 감안 향후 제품 정보 노출 유형의 실험적 조작 방법은 수정․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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