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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lassifies conspicuous consumption groups and the difference of fashion involvement and self-

satisfaction by each group. It also examined the effect of fashion involvement on self-satisfaction by each

group. A questionnaire method was used for the study method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females in

their 20s-50s. A total of 580 sets of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554 set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t-test, ANOVA,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lassified 4 groups of active conspicuous consumption, the group of passive conspicuous consumption, the

group of syntonic conspicuous consumption and the group pursuing individuality & frugal consumption. Second,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fashion involvement for each group with a propensity for con-

spicuous consumption on their self-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sex appeal of fashion involvement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economic satisfaction in the group of active conspicuous consumption, and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all elements of self-satisfaction in the group of passive conspicuous consumption. It

was also found that social symbolism had a negative impact on satisfaction with looks in the group of syntonic

conspicuous consumption, and the physical complementation and directions of looks had a negative impact

on satisfaction with living, the social symbolism on satisfaction with looks and the syntone on satisfaction with

looks in the group of pursuing individuality & frugal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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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외모지상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호감가는 이미

지는 경제적 부나 지위와 함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름다운 얼굴과

멋진 몸매 그리고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고

가의 패션상품들은 경쟁사회 속에서 타인의 인정을 받

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 되고 있

다. 이런 물질주의와 루키즘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은

상품구매 시 기능성보다는 사회적 상징성을 중요시하는

소비행태를 만들어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

고 명품시장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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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소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이므로 다른 사

람에게 무엇을 과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

을 수 있는데, 제품의 지위상징성 인식, 타인이 인정하

는 제품 및 유명상품 선호, 외제품 선호, 가급적 고급제

품 구입 및 타인에 비해 고가품 구입 등 질적 양적인 면

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Choi & Chang, 2010). 따라서 과

시소비가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준거집단에 속

한다는 우월함과 고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부

를 전시하는 효과를 얻는다고 볼 때 자신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보이기 위한 과시적 소비성향은 소비자의 패션

관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본다.

여성소비자들은 외모를 통해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는 경향이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패션상

품구매 시 과시소비성향이 잘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고

가의 패션상품을 수단으로 한 과시성향은 자기만족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외모가 개인의 자아존중감,

인간관계 그리고 행동양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Choi &

Chang, 2010; Choi, 2010; Choi, 2003; Jung et al., 2003;

Lee, 2010; Park & Park, 2011; Park et al., 2002)의 패

션 및 의복구매행동과 과시적 소비성향에 관련된 연구

그리고(Kim et al., 1996; Kim, 1995; Lee, 2009)의 자기

만족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 및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소비자

의 의식구조나 행동양식이 변화하고 소비패턴이 다양

화, 개성화되면서 과시소비의 행태들도 소비자의 경제

력이나 신분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과시소비성향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구

매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과시소비성향을 가진 소비자 특성을 집단별로 분

류하여 패션관여도와 자기만족도와의 연관성을 규명하

기 위하여 첫째, 과시소비성향집단을 유형화하여 각 집

단별 패션관여도와 자기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둘째,

과시소비집단별로 패션관여도가 자기만족도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브랜

드 타깃 소비자의 특성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과시소비성향

과시소비란 제품이 나타내는 상징성을 통해 자신의 지

위나 경제적 부를 표현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과시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Park et

al., 2002). 과시소비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인식된 것은

Veblen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과시소비에 대한 분석을 처

음 시도한 Veblen(1899)은 과시소비란 사용을 통하여 효

용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금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

적으로 많은 규모의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 이는 과시적 소비의 본질을 소비자가 재화·

용역의 사용으로부터 효용을 얻는다기보다 사치나 낭

비 그 자체로부터 효용을 얻는 것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

한 지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Jung et al.(2003)은 제품·

서비스의 상징성을 통해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려

는 목적으로 타인에게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서비

스를 구매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과시소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on(2000)의

연구에서 주부의 과시소비성향은 직업별로 차이를 보였

는데 전문직이 가장 높았으며 전업주부, 사무직, 생산직

순으로 나타났고 기혼여성의 과시소비수준은 비교적 낮

은 수준의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Choi(2003)은 패션명품

관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시적 소비성향 요인

은 유명상표 지향, 체면 지향, 품질가치 지향이며 유명상

표를 지향하는 과시형 소비자들이 패션명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Park et al.(2002)은 과

시소비성향이 높을수록 디자인, 색상의 우수성이나 상

표신뢰성, 우수한 명성과 같은 심미적, 상징적 표현적 이

유로 수입브랜드를 선호하고 수입브랜드 구매경험도 많

다고 하였다. 이는 고가격의 수입명품과 고급제품 선호

경향은 과시소비성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과시적 소비는 더 이상

부의 과시 외에 다른 능력에 의한 다양한 과시를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과시소비란 타인

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소비를 지칭하는 용어로써 특히

지위의 획득이나 유지, 신분상승을 위한 목적으로 타인

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

매하고 사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패션관여도

관여(Involvement)란 특정 상황에 있어 자극에 의해 유

발되어 지각된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관심의 정도, 또는

특정 대상과 소비자 자신과의 관련성의 지각 정도를 의

미한다(Lim et al., 2001). Lim(2005)은 패션관여도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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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관련성 혹은 중

요성 지각 정도를 의미하며 구매제품에 대한 관여도의

높고 낮음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개념으로 개인마다

다르며 제품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즉 패

션관여도는 개인, 제품, 대상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

되는 변수라는 것인데 특히 고관여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의복의 경우 관여도가 소비자의 중요한 욕구와 가

치를 충족시키는 제품에 높게 관여되며 또한 자신에게

즐거움과 쾌락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Lim et

al.(2001)에 의하면 관여는 의복구매행동, 패션정보탐색,

의복선택기준, 상표충성, 의복만족, 준거집단, 상표이미

지, 속성중요도 등에서 다양한 소비자 행동을 설명해 주

는 중요한 변인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패션관여도

는 의복구매 시 특정 상황에 있어서 자신의 중요한 가치

와 관련되거나 자아와 관련된 개인적 중요성이나 관심

의 수준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패션관여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u and Choo(1996)

는 의복관여는 정보탐색행동, 의복쇼핑성향, 충동구매

행동 등에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가치와 욕구,

자아개념과 함께 감정적 애착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또

한 관여의 수준 및 차원에 따라 의복 관련 행동과 쇼핑

성향 등에 영향을 미쳐 고관여 집단이 저관여 집단에 비

해 의복평가기준이나 점포선택 요인에 더 큰 관심을 나

타내고 저관여 집단이 경제적 요인을 중요시함을 규명하

였다. 또한 Ok(2000)은 의복 고관여 집단은 유행, 스타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가격에 대한 위험지각도 높아 구

매 시 더 많은 정보탐색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의

복관여 차원별로는 유행성이 상표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감정적 관여가 유행의견 선도력과 쇼핑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Rhee(2000)의 연구에 의하면 감

정적 의복관여가 유행의사 선도력과 쇼핑행동에 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에 관련된 소비자 행동

을 설명하는 데에는 인지적이고 실용적인 측면보다 감정

적인 측면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Lim(2001)은 의복

관여도를 유행/의복관심, 쾌락성, 상징성의 3가지 차원

으로 분류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패션관여도를 자신의 외모, 신분, 가치관 등을 적

합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의복 및 소품 관련 행동과 관

심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자기만족도

자기만족은 사전적 의미로 자기 사진이나 또는 자기

의 행위에 스스로 만족하는 일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Self-Satisfaction”, 2012). Neugarten et al.(1961)은 생

활만족도의 개념을 다섯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첫째,

현재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둘째, 본인의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의 활동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셋째, 바라던 목적과 성

취한 목적과의 일치를 이루어서 인생의 주목적을 달성

하였다는 감정 넷째, 긍정적인 자아성 다섯째, 행복 및

낙관적 태도의 기분에 대한 유지라고 하였다. Cha(2004)

는 자기만족도는 주관적 삶의 질, 행복, 주관적 안녕감,

삶에 대한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등의 다양한 용어로

연구되어 왔다. 객관적 삶의 질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

적 삶의 상황과 같이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과 연관이

있다면 주관적 삶의 질은 한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이 주

어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의미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수준을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ou(1997)의 연구에서 생활만족

도는 경제수준, 사회활동, 건강상태, 가족 내의 관계와 연

관성이 있었으며 의복만족도 및 의복관심이 높은 사람

들은 자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Kim(1995)는 20세 이

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의복지출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었

고, 생활만족도가 클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으면서 의복

의 유행 및 심미성을 중요시하였다. Lee(2009)는 외모만

족도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청소년기에 적

절한 외모관리를 통하여 자신의 외모에 긍지를 지니게

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삶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만족도의 의미

를 개인생활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족감 또는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외모, 생활, 경제, 대인관계에 관련한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만족감이라고 정의내리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과시소비성향집단에 따른 패션관여도, 자기만족도 간

의 차이점과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과시소비성향의 구성요인을 살펴본 후

과시소비성향의 집단을 유형화 한다.

연구문제 2. 과시소비성향집단에 따른 패션관여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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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별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과시소비성향집단에 따른 자기만족도의

구성요인별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과시소비성향집단에 따른 패션관여도가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본 연

구에 가장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인구통계적 문항

이외의 모든 문항의 평가는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

였다. 과시소비성향에 대한 문항은 Park et al.(2002), Kim

(2008), Jung et al.(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

고로 수정, 보완하여 19문항, 패션관여도는 Shin(2006),

Chung(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로 수정, 보

완하여 23문항, 자기만족도는 Jang(2009), Lee(2008) 연

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로 수정, 보완하여 16문항이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연령, 결

혼여부, 학력, 직업, 수입을 질문에 포함시켰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0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광

역시에 거주하는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580부의 설

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55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연령에 있어서 20대가 39%로 가장 많으며, 결

혼여부는 기혼이 54.7%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학교(전

문대) 재학/졸업이 70.6%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은 직

장인이 43%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총수입은 200만원 미

만이 39.7%, 함께 거주하는 가족 전체의 월평균 총수입

은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7.4%를 차지하였다.

4. 자료분석

본 논문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12.0 통계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 자료처리를 진행하였다. 표본

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측

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산

출하였다. 과시소비성향에 대해서 군집화를 위하여 K-

평균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과시소비성향군집별 패션

관여도와 자기만족도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

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시소비성향군집별 패션관여

도가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

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과시소비성향, 자기만족도, 패션관여도의 구성

요인

과시소비성향, 자기만족도, 패션관여도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방법은

Table 1. Sample profile

Range persons %

Age

20' 216 39.0

30' 113 20.4

40' 120 21.7

50' 105 19.0

Marital

status

Single 251 45.3

Married 303 54.7

Level of

education

Junior/high school

graduation
138 24.9

College graduation 391 70.6

Graduate school graduation 25 4.5

Occupation

Student 107 19.3

Workers 238 43.0

Business 83 15.0

Housewife 126 22.7

Monthly

income

None 203 36.6

Less than two million won 220 39.7

More than two million and 

Less than four million won
103 18.6

More than four million and 

Less than six million won
20 3.6

More than six million won 8 1.4

Gross

family

income

Less than two million won 69 12.5

More than two million and 

Less than four million won
207 37.4

More than four million and 

Less than six million won
158 28.5

More than six million and 

Less than eight million won
76 13.4

More than eight million won 4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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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계수를 구하였다.

1) 과시소비성향의 구성요인

과시소비성향의 요인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분석은 총 19문항에서 2문항이 제외되고 17문항이

사용되었다. 요인 1은 자신만의 개성과 이미지를 중요

시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문항으로 ‘개성추

구 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유명브랜드 선호도

에 관한 문항으로 ‘브랜드 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비싼 가격의 제품을 선호하거나 수입제품을 선호하

는 성향의 문항으로 ‘고가격 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요

인 4는 유행, 새로운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문항들로 ‘유

행추구 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상기 요인의 전체분산 설

명력은 55.72%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84에서 .67까

지의 분포로 나타났다.

2) 패션관여도의 구성요인

패션관여도 요인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요인

분석은 총 23문항에서 4문항이 제외되고 19문항이 사

용되었다. 요인 1은 의복구입 시에 자신을 표현하고 신

체적 특징을 고려한 문항들로 ‘신체보완성’이라고 명명

하였다. 요인 2는 의복을 구입할 때 그 옷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남들에게 보이는 정도를 고려하

는 문항들로 ‘사회적 상징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

은 의복연출 시 코디네이션을 고려한 문항들로 ‘외모연

출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의복구입 시에 자신

의 외모와 어울리는지, 남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의

복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문항들로 ‘성적 매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의복을 구입할 때 그 사회에 유행

하는 옷인지 남들과 비슷한 옷인지 고려하는 문항들로

‘동조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상기 요인의 전체분산 설명

력은 62.02%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80에서 .59까지

의 분포로 나타났다.

Table 2.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factors

Factor Question
Loading

value

Eigen

value

Cumulative

%
α

Individual

pursuit

orientation

I attach importance to a unique style different from what many peo-

ple wear.
.856

4.91 28.88 .82

I want to emphasize my personality with luxury clothes. .842

I like the clothes of a brand with a new feeling different from other

existing brands.
.763

It is a great pleasure to wear the clothes that can show my unique

sense.
.689

I prefer the clothes that can show my senses over comfortable ones. .500

Brand

orientation

It is important to wear the clothes of famous brands as people treat

you differently because of what you wear.
.768

2.05 40.96 .78
Famous brands are the symbol of social success and status. .767

Better known brands are more reliable. .673

I want to buy the clothes of style in fashion or famous brands. .650

I buy only the clothes of famous brands or famous designers. .525

High price

orientation

I am reluctant to answer when my friends ask the price of something

cheap I bought.
.707

1.43 49.41 .57I prefer imported clothes to domestic ones of the same price. .604

I do not buy something cheap even if I like it. .557

I sometimes buy luxurious and expensive clothes that I cannot afford. .531

Fashion

pursuit

orientation

I do not want to wear out of style clothes even though I bought

them not long ago.
.748

1.24 56.70 .67When some clothes of a new style are in fashion, I usually buy them. .733

I look at the clothes of those appearing on TV with interest in order

to know what is in fashion now.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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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만족도의 구성요인

자기만족도의 요인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요

인분석은 총 16문항에서 2문항이 제외되고 14문항이 사

용되었다. 요인 1은 일에 관한 자부심과 삶을 통한 성취

에 관한 문항으로 ‘생활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균형 있는 몸매유지, 외모에 관한 문항으로 ‘외모만족’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한 달 수입에 만족하거나 생

활비 지출 정도의 만족에 관한 문항으로 ‘경제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만

족에 관한 문항들로 ‘대인관계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상

기 요인의 전체분산 설명력은 65.81%였으며 문항의 신

뢰도는 .82에서 .73까지의 분포로 나타났다.

2. 과시소비성향의 집단 분류

과시소비성향의 군집화를 위하여 K-평균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집단 1은 과시소비성향의 모든 요인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나 ‘적극적 과시소비형집단’, 집단 2는 과시소비

성향의 모든 요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소극적 과시

소비형집단’, 집단 3은 집단 간 순위를 보면 다른 집단

과 비교해 볼 때 유행추구 지향, 고가격 지향 요인이 중

간정도 점수가 나타났으며 유행추구가 약간 높은 특성

을 나타내는 집단이므로 ‘동조적 과시소비형집단’, 집단

Table 3.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factors

Factor Question
Loading

value

Eigen

value

Cumulative 

%
α

Physical 

supplementation

When wearing clothes, I consider whether it can supplement my

figure.
.749

5.50 28.95 .77

I carefully purchase clothes because it shows my atmosphere

and image.
.680

When wearing clothes, I consider the whole line and type. .613

It is important to wear clothes in compliance with TPO (time,

place and occasion).
.601

I pay my attention to clothes in order to show my ideal figure

when wearing clothes.
.557

Social

symbolism

I think that wearing clothes well can raise one's social posi-

tion.
.794

2.72 43.27 .80

I want to show my ability by dressing well. .785

I wand wear luxurious clothes because then I can be approved

by people.
.767

Apparel can be an important tool for achieving popularity with

people and obtain employment chances.
.590

Appearance 

styling

I feel pleasant when styling with clothes. .751

1.39 50.57 .79

I have the goods for appearance decoration such as clothes and

fashion accessories.
.735

I wear a back, shoes and accessories according to clothes. .703

I purchase clothes that match becoming colors and designs. .552

Sexuality

I put my effort to wear clothes that can attract the opposite sex. .715

1.15 56.62 .59
I wear clothes that can emphasize my femininity. .666

I want to purchase clothes similar to what my favorite celebrity

wears.
.541

Conformity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wear clothes in compliance with

the level of the clothes my friends or fellows wear.
.794

1.04 62.02 .66
I feel awkward if I wear differently in a gathering. .746

I purchase clothes similar to what of my close friends have.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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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는 집단 간 순위에서 개성추구 지향은 높은 편으로 나

타났으나, 브랜드 지향, 고가격 지향, 유행추구 지향은 낮

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특히 고가격 지향 요인

에서 낮게 나타났으므로 ‘개성추구 알뜰소비형집단’이

라 명명하였다.

3. 과시소비성향 집단별 패션관여도의 차이점

패션관여도 요인과 과시소비성향집단 간 차이를 분

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패션관여도의

구성요인별 과시소비성향집단 간 유의차가 p<.001로 높

게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신체보완성, 사회적 상징성,

외모연출성은 다른 두 요인보다 집단별 차이가 더 명확

하게 나타났다.

과시소비성향의 집단에 따른 패션관여도 요인별 차

이를 살펴보면, 적극적 과시소비형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패션관여도 모든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패션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보완하고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며 아름다운 외모와 성

적 매력성을 연출하기 위해 많은 과시소비를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자신

의 신체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의

복을 선택한다고 한 Park and Chung(2012)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 과시소비형집단에서는 모든 요인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패션

Table 4. Self-satisfaction factors

Factor Question
Loading

value

Eigen

value

Cumulative

%
α

Living

satisfaction

I have achieved the important things I want through my life. .789

4.79 34.22 .82
I am satisfied that I can try new and various things. .785

I have self-confidence with my present job. .775

I am having an exciting and interesting life. .679

Appearance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my physical health status. .810

1.95 48.11 .73
I am satisfied with my appearance. .799

I maintain a balanced body shape. .734

I have better physical strength than others. .567

Economic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my daily living expenses. .819

1.41 58.18 .77I am satisfied with my monthly income. .805

I have a better economic condition than the people around me. .687

Interpersonal

relations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 I have with my neighbors. .856

1.07 65.81 .79I am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 I have with my family. .784

I have very good life conditions. .610

Table 5. Group classification by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Group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Group 1

active conspicuous

consumption type

(N=110)

Group 2

passive conspicuous

consumption type

(N=139)

Group 3

syntonic conspicuous

consumption type

(N=124)

Group 4

pursuing individuality

& frugal consumption

type (N=181)

F-value

Individual pursuit

orientation
4.08A 2.50D 2.74C 3.81B 367.93***

Brand orientation 3.77A 2.47D 3.27B 2.88C 110.88***

High price

orientation
2.93A 1.76D 2.48B 2.06C 118.25***

Fashion pursuit

orientation
3.81A 2.07D 3.11B 2.65C 225.22***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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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관한 주관적인 성향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

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는 다소 소극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관여 집단은 평상시 옷에 대

한 정보 및 TV미디어스타들에 대한 패션동조성이 낮게

나타난 Ha and Kim(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동조적 과시소비형집단은 동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사회적 상징성과 성적 매력성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중요시하

여 사회기준에 맞는 패션행동을 위해 과시소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타인의 시선을 의

식하는 집단은 사회적 신분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고 상

품구매 시 과시적 소비성향이 높다고 한 Suh et al.(2011)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개성추구 알뜰소비형집단에서는 신체보완성, 외모연

출성, 성적 매력성은 대체로 중요시되었으나, 사회적 상

징성, 동조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패션을 통해 사회

적 신분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입는 것에 동조하

며 소비를 하지 않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

에서 대부분의 집단에서 패션의 신체보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복을 이용해 이

상적인 체형을 추구하고 날씬한 몸매로 연출하기 위해

과시소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과시소비성향집단별 자기만족도의 차이점

자기만족도 요인과 과시소비성향집단 간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자기만

족도의 구성요인 중 외모만족에서 과시소비성향집단 간

의 유의차가 p<0.01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각 집단

의 자기만족도는 외모만족 요인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과시소비성향집단별 자기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 적극적 과시소비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기만족도의 요인 중 외모만

족 요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 과시소비형

집단은 남들과 차별화된 자신의 체형과 균형 있는 몸매

를 유지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집단이기 때

문에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있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5. 과시소비성향집단별 패션관여도가 자기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

과시소비성향집단별 패션관여도가 자기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

극적 과시소비형집단과 개성추구 알뜰소비형집단이 유

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극적

과시소비형집단과 동조적 과시소비형집단은 유의차가

없었다.

1) 적극적 과시소비형집단

적극적 과시소비형집단의 패션관여도가 자기만족도

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적

극적 과시소비형집단에서는 패션관여도의 성적 매력성

요인(β=.374, t=3.664, p<.001)만이 자기만족도의 경제만

족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적 매력이 돋보이는 의

복을 선호하며 이성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외모연출을

위해 과시소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외모 및 성

Table 6. Differences in fashion involvement by each group

Group

Fashion

involvement

Group 1

active conspicuous

consumption type

(N=110)

Group 2

passive conspicuous

consumption type

(N=139)

Group 3

syntonic conspicuous

consumption type

(N=124)

Group 4

pursuing individuality

& frugal consumption

type (N=181)

F-value

Physical

supplementation
4.06A 3.42D 3.68C 3.86B 31.042***

Social symbolism 3.55A 2.53D 3.08B 2.88C 45.358***

Appearance styling 4.17A 3.25D 3.60C 3.79B 51.430***

Sexuality 3.38A 2.40C 2.78B 2.74B 48.241***

Conformity 2.92A 2.71B 2.97A 2.49C 14.672***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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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의복으로 자기 자신의 성적

매력을 나타내려고 하며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외모를

중요시하고 외모에 자신이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사회

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상적 미의 기준 중의 하나인

섹시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 Chung(2011)

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2) 개성추구 알뜰소비형집단

개성추구 알뜰소비형집단의 패션관여도가 자기만족

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개

성추구 알뜰소비형집단에서는 패션관여도의 신체보완

성(β=.185, t=2.131, p<.05)과 외모연출성 요인(β=.177, t=

1.944, p<.05)이 자기만족도의 생활만족 요인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신체를 보완하고 아

름다운 외모에 관심을 높게 가짐으로써 일상생활에 만족

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패션관여도의 사회적

상징성 요인(β=.173, t=2.060, p<.05)은 자기만족도의 외

모만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패션관여도의 동조성 요인(β=−.223, t=−2.842, p<.01)은

자기만족도의 외모만족 요인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능력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남들과 같은 패션스타일

을 하는 것보다는 남과 다른 개성 있는 스타일을 선호함

으로써 외모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개성

을 추구하는 집단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남과 차별

화된 옷을 착용한다고 한 Kim et al.(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위의 결과 집단별 패션관여도가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보면 적극적 과시소비형집단은 패션관여

도에서는 자신의 외모를 과시하며 성적 매력을 표현할

Table 7. Differences in self-satisfaction by each group

Group

Self-

satisfaction

Group 1

active conspicuous

consumption type

(N=110)

Group 2

passive conspicuous

consumption type

(N=139)

Group 3

syntonic conspicuous

consumption type

(N=124)

Group 4

pursuing individuality

& frugal consumption

type (N=181)

F-value

Living

satisfaction
3.42 3.27 3.44 3.47 2.40

Appearance

satisfaction
3.10A 2.92B 2.92B 2.84B 3.49**

Economic

satisfaction
2.87 2.84 2.90 3.00 1.26

Interpersonal

relation satisfaction
3.42 3.43 3.42 3.56 1.37

**p<.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A>B

Table 8. Active conspicuous consumption group

Fashion

involvement

Self-

satisfaction

Physical

supplementation

Social

symbolism

Appearance

styling
Sexuality Conformity R

2
F

Living

satisfaction

β −.017 −.013 .125 .079 −.087
.029 .616

t −.126 −.111 .957 .713 −.796

Appearance

satisfaction

β −.181 .118 .165 .025 −.073
.032 .698

t −1.321 1.040 1.265 .227 −.668

Economic

satisfaction

β −.151 −.054 .205 .374 .088
.180 4.558***

t −1.200 −.515 1.707 3.664*** .881

Interpersonal

relations satisfaction

β .038 −.130 .103 .090 −.137
.052 1.136

t .283 −1.158 .797 .823 −1.27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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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패션에 적극적인 과시소비를 하는 것으로 만족

도를 느끼며, 소극적 과시소비형집단은 패션에 대한 관

심과 욕구가 적어 패션을 통한 자기만족을 추구하지 않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조적 과시소비형집단은 자신

의 만족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사회적으로 인정받

고자 유행을 따르며 고가격 브랜드 등의 과시소비행동

을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추

구 알뜰소비형집단은 고가격의 제품을 추구하는 것보

다는 저렴한 가격이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보완하고 남

들과 다른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함으로써 자기만족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1. 과시소비성향집단과 패션관여도, 자기만족도 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과시소비성향집단을 적극적 과시

소비형집단, 소극적 과시소비형집단, 동조적 과시소비

형집단, 개성추구 알뜰소비형집단으로 분류하였고, 과시

소비성향집단별 패션관여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

든 집단에서 신체보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시

소비성향집단별 자기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외

모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적극적 과시소비

형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2. 과시소비성향집단별 패션관여도가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적극적 과시소비형집단은

패션관여도의 성적 매력성이 경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극적 과시소비형집단과 동조적 과

시소비형집단은 자기만족도의 모든 요인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추구 알뜰소비

형집단은 신체보완성과 외모연출성이 생활만족에, 사회

적 상징성은 외모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동조성은 외모만족도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소극적 과시소비형집단과 개성추구 알뜰

소비형집단은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과 조건에 맞게 자

기 절제를 잘 하며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유행이나 남을

따라하는 동조성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집단들

은 대체로 유행에 민감한 제품들보다는 베이직하고 실

용적이며 값싸고 질 좋은 경제적인 제품 및 서비스 제

공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적극

적 과시소비형집단은 패션관여도와 자기만족도에서 성

적 매력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기만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과시소비를 적

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집단으로 이상적인 체형이나 외

모를 보완하고 자신의 성적 매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그들의 욕구와 자기만족에

상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전략의 전개가 필요하

다. 셋째, 동조적 과시소비형집단은 타인에게 능력을 과

시하고 인정받기 위해 유행에 민감한 소비를 하는 집단

으로 최근 트렌디한 아이템이나 유명연예인이 사용하

는 새로운 제품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

한 판매촉진전략의 개발뿐만 아니라 심미성의 겸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은 첫째, 조사대상이 부산지역

의 20~50대 여성들로 한정되어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

라 전체 여성들로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다양한 지역의

Table 9. Pursuing individuality & frugal consumption group

Fashion

involvement

Self-

satisfaction

Physical

supplementation

Social

symbolism

Appearance

styling
Sexuality Conformity R

2
F

Living

satisfaction

β .185 .065 .177 .043 .018
.127 5.079***

t 2.131* .792 1.944* .575 .238

Appearance

satisfaction

β .025 .173 .050 .086 −.223
.093 3.576**

t .284 2.060* .544 1.133 −2.842**

Economic

satisfaction

β .040 .146 −.011 .051 −.113
.036 1.317

t .444 1.683 −.111 .647 −1.405

Interpersonal

relations satisfaction

β .048 .084 .056 .050 .061
.032 .336

t .527 .963 .583 .632 .74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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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로 확대해서 실시한다면 보다 일반성 있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대사회에 과시소비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과시소비성향을 연령, 성별과 같

은 인구통계적인 구분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구매행동의 변인 및 다양한 직업

형태 등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과

거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패션과 뷰티에 대한 관

심이 사회적 경쟁 속에서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이 된

남성들에게도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성

장잠재력이 있는 남성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영

역을 넓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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