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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소비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세대는 바로

밀레니얼 세대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세계 소비시장의

30%를 점령하고 있는 주요 소비자이며, 2025년에는 전

체 노동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역사상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세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밀레니얼 세

대의 가장 두드러진 소비 특징으로 ‘나를 위한 보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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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세대의 자아존중감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보상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self-esteem and unstable adult attachment 
on Compensatory consumption behavior among Millenn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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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이 보상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자 한다. 만19~34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 379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위계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은 칭찬형 보상소비와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나, 위로형 소비와는 복잡한 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1단계 분석

에서 위로형 소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2단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을 포함하자 관계의 유의성은 사라졌다.

불안정 성인애착 변수들은 두가지 유형의 보상소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회귀모델의 설명력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어, 불안정 성인애착과 보상소비와의 관계가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성인기 초기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보상소비행동이 개인심리와 대인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밀레니얼, 보상소비, 자아존중감, 애착 불안, 애착 회피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self-esteem and unstable adult attachment on 
compensatory consumption among millennial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millennials (19~34) in June, 2018. 
The results revealed the static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ompliment-type compensatory consumption, 
while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with consolation-type compensation consumption become  insignificant when 
unstable adult attachment was controlled. Unstable adult attachment(anxiety/avoidance) showed significant impace 
on both compliment-type and consolation-type compensatory consumption. The research findings imply that 
compensatory consumption behaviors can be explained with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factors among 
consumers in their early adulthood.

Key words :  Millennuals, Compensation Consumption, Self-Esteem, Anxious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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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꼽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현대인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 스트레스 등을 소비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의 ‘자기 보상적 소비’가 이루

어지고 있다고 말한다[1]. 그동안 보상소비 관련 선행연

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물질주의, 자아존중감 등에 초점을 맞

춘 채로 진행되었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물질주의 성

향이 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보상소비에 적

극적이었다[1-4].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소비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자아

존중감을 제외한 소비자의 심리적, 관계적 특성과 연관

지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밀레니얼 세대는 성인

초기라는 생애주기단계에 속해있는 세대이다. 성인 초

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다른 성인과의 관계로 이전하

는 시기로 성장기 동안의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성인으

로서의 심리적 특성과 대인관계 특성이 달라진다. 즉,

성장기에 부모와 애정적이면서도 자율적인 관계를 맺

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성인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이다[5]. 특히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원만

하게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대인표상이 달

라져 부모에게 의존적인 개인은 관계에서의 거절이나

분리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타인과 친밀해지려는 욕구

를 억제하고 두려워하여 심리적 거리를 두는 불안정 성

인애착을 보인다[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밀레니

얼 세대 소비자의 보상소비행동을 심리적, 관계적 특성

의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자아존중감과 불안정 성인애

착이 보상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보상소비

심리학 분야에서 ‘보상’은 개인이 자신이 인식한 단

점을 보상하기 위해 특정 성취를 달성하고 자신을 개선

하려고 시도하는 심리적 적응과정을 말한다. 이를 바탕

으로 Gromo[7]는 보상 이론을 소비자 행동에 적용하여

보상소비의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보상소비는 스트레스,

결핍, 낮은 자아존중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생하는

소비를 의미한다[2,7]. 최근, 소비자들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 뿐만 아니라 성취, 목표 달성, 격려 등의 긍정적

감정을 스스로 칭찬하고 보상해주기 위해 소비행위를

하기도 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3,4,8] 따라서

본 연구는 보상소비에 대한 정의를 소비자학 관점에 따

라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

정을 소비를 통해 해소하거나 개인적인 성취로 발생하

는 긍정적인 감정을 소비를 통하여 지속하는 행위로 보

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

보상소비와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아 관

련 요인을 매우 주요한 것으로 꼽는다. 자아 관련 요인

은 크게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으로 나뉘는데, 자아개

념이 자신의 개인적인 표현으로부터 형성된 이미지라

면, 자아존중감은 그 이미지에 대한 가치 평가로 자신

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판단,

태도, 감정 평가를 의미한다[9].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

이 높은 사람은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견

해를 표현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인 성향이

있다[10]. 즉 자신 혹은 자아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나

평가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유능하며 중요한 존재

인지를 스스로 믿는 정도라 볼 수 있다[11]. 송인숙[2]

과 권두영[4]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보상 동기를

통해 실제 자아를 물질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향

이 있어 보상소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으

며, 자아존중감을 이원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이

경미[8]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감정

의 보상소비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정적

보상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았다.

3. 불안정 성인애착

애착은 개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정

서적 유대관계로, 초기에는 생애 초기 주양육자와의 강

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되

었던 개념이다[12]. 이후에 학자들은 성인기에 신체적이

거나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소수의 특정

한 인물을 찾고 접촉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안정된 성향

을 나타내는 성인애착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Brennan 등[13]은 기존 애착 관련 척도들의 종합적 요

인분석을 통해 성인애착이 회피 애착과 불안 애착이라

는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언급했다. 불안애착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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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갈

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정

적 감정표현을 억제하려고 하며[14], 정서표현에 있어서

양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성인은 자신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것을 두

려워해 타인과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려 하며,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와 관련된 친밀한 정서적

상호작용도 불편하게 생각한다[15]. 성인애착, 특히 불

안정 성인애착이 보상소비행동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

지를 직접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없다. 그래서 대인관계

특성을 다룬 연구들을 통해 불안정 성인애착과 보상소

비행동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밖에 없다. 윤지혜[16]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에서 느낀 부족을 채워줄 수 있을 것

으로 여겨지는 제품에 대해 더 지불할 용의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경미[8]는 인간관계에서 얻는 스

트레스가 보상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했지만,

그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미혼인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밀레니얼세대는 일반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말

이다. 밀레니얼세대에 대한 구분은 연구자 간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국내실정을

고려하여 밀레니얼세대를 만 19세부터 34세까지로 구

분했다. 설문조사는 조사 전문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하여 2018년 6월 4일부터 2018년 6월 10일까지 7일간

배포되었고, 428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응답이 미흡하

거나 연구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49부를 제외하여 총

379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1]과 같다.

2. 보상소비

밀레니얼 세대의 보상 소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

구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1.3.4] 수정 및 재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차원은 긍정적 보상소비(4 문항), 부정

적 보상소비(4 문항)과 계획적 보상소비(3 문항)의 총

11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

우 그렇다 5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보상소비문

항의 요인분석 결과 칭찬형 보상소비와 위로형 보상소

비의 2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표 2].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379)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79)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83 48.3
여성 196 51.7

학력
대학교 재학 127 29.7
대학교 졸업 214 50

대학원 재학 이상 38 8.9

직업

학생 135 35.6
전문/사무직 165 43.5
판매/서비스직 17 4.5
자영업 7 1.8
무직 42 11.1
기타 13 3.4

소득

소득없음 41 10.8
50만원 미만 100 26.4
50-200만원 미만 124 32.7
200-300만원 미만 91 24
300만원 이상 23 6.1

부모의
경제적
지원

지원없음 193 50.9
20% 미만 33 8.7
20-40% 미만 31 8.2
40-60% 미만 25 6.6
60-80% 미만 29 7.7
80% 이상 68 17.9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9]가 개발

하고 Jon[17]이 번역한 RSES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10문항(긍정적 자아존중감 5 문항, 부정적 자아존중

감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개 요인이 도출

되었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들은 역으로 계산하

였다[표 2].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4. 불안정 성인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척도는 Brennan 등[13]의 척도를

Wei 등[18]이 축약한 친밀관계 경험 척도 축소판

(ECR-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차원은 애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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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6 문항)과 애착회피(6 문항)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2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회피 수준이 높은 불안정 성인애착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수별 요인분석 결과표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요인값 고유값 알파

보

상

소

비

칭
찬
형

소
비

내가정한목표를달성했을때, 나에게주는상으로제품혹은서비스를구매하는경우가
있다.

0.773

5.082 0.912

나를위한보상이나위로의의미로구매하기위한제품혹은서비스의정보탐색을미리
하는 경우가 있다.

0.748

개인적인 성취(합격, 승진 등)를 이루었을 때, 수고한 나를 위해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0.744

나를 위한 보상이나 위로의 의미로 구매하려 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경우가 있다.

0.738

생일과같이나자신에게축하할일이있을때, 나를위해제품혹은서비스를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0.677

나를위한보상이나위로의의미로미리제품혹은서비스의구매를염두에두는경우가
있다.

0.672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릴 때, 기분이 좋아서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0.619

위
로
형

소
비

일이 잘 안 풀려 답답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0.856

4.643 0.89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0.85
직장, 학교 등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나를 위로하기 위해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0.769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우울할 때, 나를 위로하기 위해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0.763

자아
존중감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0.841

4.978 0.896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81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0.801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역) 0.772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0.767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0.743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656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0.650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0.612

불
안
정

성
인
애
착

불

안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필요할 때 옆에 있지 않으면 좌절감을 느낀다. 0.823

2.978 0.787

나는내가다른사람들에게관심을갖는것만큼그들도내게관심을가져주지않을까봐
걱정한다.

0.793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많이 필요하다. 0.79
매우 가까워지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기도 한다. 0.649

회

피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0.818
다른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 0.806

다른 사람에게 가까워지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된다. 0.667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의 보상소비행동을

심리적, 관계적 특성의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자아존중

감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보상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 분

석에서 성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아존중감 변수

를 포함시켰고, 2단계 분석에서 불안정 성인애착 변수

들을 추가하여 영향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3]은

성별이 칭찬형 소비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칭찬형 소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연구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칭찬형 소비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 또한 대인관계 표상이 불안하거나 회피적일수록

칭찬형 소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1단계의 2.4%에

서 2단계의 9.8%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자

아존중감과 불안정 성인애착 변수들의 칭찬형 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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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력은 낮은 편이다. 위로형 소비행동도 남성

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자아존중감은 1단계 분석에서는 위로형 소비와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2단계 분석에

서 불안정 성인애착 변수들을 추가하자 그 관계가 유

의하지 않게 변하였다. 불안정 성인애착 변수들은 둘

다 위로형 소비행동과 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줘

서, 불안형 불안정 애착과 회피형 불안정 애착이 클수

록 위로형 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변수들의 설명력을 보면, 1단계에 9.5%에서 2단

계에 22.1%로 크게 증가하여 불안정 성인애착이 위로

형 소비행동과 큰 관련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밀레니얼세대 소비자들의 자아존중감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보상소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보는데 목적을 두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대상 중 여성이 남성보

다 칭찬형 소비든 위로형 소비든 보상소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여성 소비자들

이 심리적 상태를 소비를 통해 강화하거나 해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

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록 보상소비 행동을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

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자아존중감은 칭찬형 소비

와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 오히려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칭찬형 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과 위로형 소비와의 관계는 보다 복잡

하다. 자아존중감은 위로형 소비와 부적 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위로형 소비행동을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안정 성인애착과 같은 관계변

수를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관계의 유의성은 사라진다.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이높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북돋

아주고 ‘칭찬’하는 것에 더 적극적이어서 자신을 격려

하고 칭찬하기 위한 강화적 보상으로서 물건을 구매하

지만,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위로를 받

고자 하는 경향은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위

로형 소비행동의 경우 자아존중감보다는 불안정 성인

애착이라는 대인관계표상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칭찬형 보상소

비와 위로형 보상소비가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보

상소비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불안정 성인애착 변수들은 둘 다 칭찬형 소비와 위

로형 소비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대인관

계 표상이 불안하거나 회피적인 부정적인 시각이 클수

록 칭찬형이든, 위로형이든 보상소비 행동을 많이 하

표 3. 칭찬형 소비 회귀분석 결과표
Table 3. Compliment-type compensatory consumption
regression analysis

B β t p

1
단
계

(상수) 3.181 - 8.458 0.000

성별
(남성기준)

0.235 0.144 2.793 0.005

연령 -0.01 -0.044 -0.864 0.388

자아존중감 0.039 0.034 0.67 0.503

F = 3.096*, R2 = 0.024, adjusted R2 = 0.016

2
단
계

(상수) 1.309 - 2.632 0.009

성별
(남성기준)

0.236 0.145 2.915 0.004

연령 -0.004 -0.019 -0.38 0.704

자아존중감 0.218 0.193 3.364 0.001

불안애착 0.224 0.22 3.937 0.000

회피애착 0.165 0.162 2.945 0.003

F = 8.059*, R2 = 0.098, adjusted R2 = 0.085

표 4. 위로형 소비 회귀분석 결과표
Table 4. Consolation-type compensatory consumption
regression analysis

B β t p

1
단
계

(상수) 4.26 10.007 0.000

성별
(남성기준)

0.413 0.216 4.344 0.000

연령 -0.028 -0.109 -2.205 0.028

자아존중감 -0.215 -0.162 -3.276 0.001

F = 13.125*, R2 = 0.095, adjusted R2 = 0.088

2
단
계

(상수) 1.372 2.527 0.012

성별
(남성기준)

0.415 0.217 4.696 0.000

연령 -0.019 -0.075 -1.616 0.107

자아존중감 0.061 0.046 0.857 0.392

불안애착 0.351 0.293 5.65 0.000

회피애착 0.248 0.208 4.058 0.000

F = 21.215*, R2 = 0.221, adjusted R2 = 0.211

는 것이다. 이 결과는 대인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회피적인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격려를

받거나 위로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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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서통제를 위해 소비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불안정 성인애착 변수들

이 회귀모델에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의 증가수준이 칭

찬형 소비보다는 위로형 소비에서 더 컸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특히 위로형 소비에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대상이 밀레니얼 세대

의 전 인구집단과 전 연령집단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하

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밀레니얼 세대 전체에 적

용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의 보상소비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들의 현재 생애주기단계인 성인초기의 주요

이슈가 되는 심리적, 관계적 변수들에 관심을 가졌다

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보상소비행동은 대인관계로부

터 충족되지 못하는 칭찬이나 위로의 보상으로 기능하

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대인관계의

결여를 소비를 통해 보상하고자 하는 심리로 보상소비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보상소비를 칭

찬형과 위로형의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차원

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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