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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n self-satisfaction of shopping tendencies and
purchase behaviors for luxury goods.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survey method
using questionnair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emale consumers from 20 to
years old with a high purchasing capability for luxury goods. Using the statistics
program SPSS 21.0,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one-way ANOVA, and
multiple-regression analysis were executed.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For shopping tendency depending on ages, pleasure pursuit tendency showed insignificant difference in 40~50s, but significant difference in 20~30s. For the self-satisfaction,
the interpersonal satisfaction showed the difference by age group, which was much
higher in the respondents in 30~50s than those in 20s. Individuality pursuit tendency
and rational shopping tendency had impact on self-satisfaction and rational shopping
tendency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in 20s. Pleasure pursuit tendency and rational
shopping tendency had impact on self-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pleasure pursuit tendency on the economic satisfaction in 30s. Pleasure pursuit tendency
had impact on self-satisfaction and economic satisfaction and rational satisfaction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in 40s. Pleasure pursuit tendency and rational shopping
tendency had impact on self-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in 50s. High
quality had impact on self-satisfaction and economic satisfaction and practicality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in 20s. High quality had impact on self-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in 30s. High quality had impact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in
40s. High quality had impact on all elements of self-satisfaction for the respondents
in 50s, practicality had negative impact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Keywords: shopping tendency(쇼핑성향), purchasing behavior(구매행동), self-satisfaction
(자기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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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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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남들이 갖지 못하는 제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

Lee, & Jung, 2003; Song, 2008), 명품패션 및 구매만

로 명품 브랜드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족도에 관한 연구(Hwang, 2016; Kim, 2006; Lee, Kim,

이다. Lee(2016)에 따르면 해외명품 신장률은 2013년

& Lee, 2004; Sung, 2012) 등으로 명품에 관한 직접

7.8%에서 2014년 10%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적인 이론 연구이거나 명품을 통한 일반적 만족도에

18.1% 증가했으며, 2016년 상반기에도 17.2%로 신장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명품 소비자의 쇼핑성향

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명품소비증가 현상은 최

과 구매행동 특성에 따른 자기만족도를 연령별로 살

고급 소비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럭셔리 제품 위주의

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Chae and Rhee(2005)

명품 또는 비교적 값이 저렴하면서도 감성적 만족을

의 주관적인 계층의식과 해외명품에 대한 태도 및 구

얻을 수 있는 고급품인 매스티지(messtige) 위주의 명

매빈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

품을 소비시장에 선보임으로써 소비자는 저렴한 가

문화수준, 경제력, 소비생활이 태도에 대한 영향력 있

격으로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

는 변수임이 밝혀졌고, 실제구매에 영향을 주는 변수

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신을 위한 투자로 자기

는 소비생활 수준과 연령, 문화수준으로 나타나, 연령

만족을 얻는 가치지향형 소비계층인 20~30대 포미족

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for me族)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관

지속적인 소비불황에도 수입명품의 소비가 성장하

리와 외모에 관심이 높아 비교적 고가임에도 자기만

고 있으며, 차별화된 상품을 선호하는 가치소비가 증

족을 위해 소비를 중시하는 새로운 계층인 어번 그래

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 맞추어 연령별로 명품 소비자

니족(urban granny族)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의 특성과 명품 소비에 따른 만족도를 다각적인 측면

로 분석된다(Lee, 2016).

에서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과거 한국에서의 명품소비는 부유층들의 경제력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별로 소비자의 명품쇼핑성향

과시를 위해서였다면 현재는 중산층뿐만 아니라, 유

과 명품구매행동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행에 민감한 젊은층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다. 명

펴봄으로써 명품 브랜드에서 연령에 따른 표적시장

품은 개인의 삶의 가치나 자기만족을 높이기 위한 하

을 세분화하여 목표고객에 적합한 상품기획과 포지

나의 수단으로 점차 변화하여 소비자들의 쇼핑성향에

셔닝 전략 수립 및 소비자 심리와 구매행동분야에 활

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Online issue team, 2015). 최근

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소비자들은 개인의 소비성향에 따라 가치적 소비뿐
만 아니라, 자신을 매력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수단으

Ⅱ. Theoretical Background

로써 고급제품을 사용하는 이중적 형태의 과시소비
1. The conception of luxury goods

성향을 보이고 있다(Bae, 201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명품소비자의 소비성향은 주관적인 감정이 반영

명품(名品)의 사전적 의미는 ‘뛰어나거나 이름난

된 개인적 차원의 특성으로써 자기만족도와 관련이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이다(“Luxury goods”, n.d.). 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명품은 소비자들의

한 호화상품(豪華商品)을 대변하는 명품의 수식어는

변화 욕구와 자기개성 표현욕구 및 타인과의 구별 욕

사치스럽다는 뜻의 럭셔리(luxury), 최고급품(high end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일 뿐 아니라, 명품의 소

product), 프리미엄제품(premium product) 등을 의미

비를 통한 심리적 부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에

한다(Yang, 2013). 명품이라는 용어는 명품마케터들

자기만족도의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럭셔리(luxury)가 의미하는 사치품과 고가품이라

국내 명품 관련 선행연구는 명품의 정의 및 현황에

는 뜻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 명칭이기도 하

관련된 연구(Choi, 2001; Lim, 2015), 명품구매행동

다(Kim, 2007). 과거 한국에서의 명품은 상류층의 상

및 태도에 관한 연구(Bae, 2005; Park & Jeon, 2004;

징으로 호화사치품으로 불리며 호화사치품을 사용하

Yoon, 2013), 명품추구혜택에 관련된 연구(Choi, 2010;

는 것은 부도덕함으로 여겨왔지만, 명성(名聲)과 명사

Piak, 2001), 연령별 명품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Chae

(名士)를 뜻하는 명품이란 말이 등장하면서 명품이

& Rhee, 2005; Kim & Lee, 2011; Lee, 2010; Lee,

일상어로 퍼져나갔다(Le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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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문화연구

명품의 개념을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명품소비자의 쇼핑성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Vigneron and Johnson(1999)은 하나의 상품이 고급

면, Lee and Choi(2001)는 과시추구형, 유행추구형,

상품이 되기 위해서 단지 가격이 비싸거나 희소성이

독특성과 개성추구형, 감성적 즐거움 추구형, 합리적

있거나 최첨단의 기능을 갖춘 정도로는 부족하며, 그

추구형으로 분류되었다. Kim(2006)은 20대 이상 여성

이상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명

을 대상으로 효율성 추구쇼핑성향, 여가향유 추구쇼핑

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Nia and Zaichkowsky

성향, 편의성 추구쇼핑성향으로 분류되었다. Yoon and

(2000)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명품의 특성은 상류층

Han(2008)은 20살 이상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독특

취향을 가진 상품과 고가격, 그리고 상품명이며, 최근

형, 자기과시형, 자아확장형, 품질지향형으로 분류되

에는 고가의 수입브랜드를 명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었다. Lee(2010)는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쾌락추

고 하였다. Kim (2002)은 상징적인 브랜드 아이덴티

구 쇼핑성향, 유행추구 쇼핑성향, 독특성 추구 쇼핑성

티, 제품 자체의 뛰어난 품질, 디자인, 전통이 결부된

향, 계획성 추구 쇼핑성향, 유명상표지향 쇼핑성향,

미적취향의 특성을 가지며, 높은 가격과 한정된 생산

경제성 추구 쇼핑성향, 과시적 성향의 총 7개 요인으

으로 인한 희소성을 갖는 것이 명품이라고 하였다. Bae

로 분류되었다.

(2009)는 명품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고가

이와 같이 쇼핑성향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쇼

의 엘리트주의적 상품을 뜻하지만 패션명품은 해외

핑성향의 구성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분

유명 컬렉션에서 발표된 브랜드들 중 패션전문 매거

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

진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고가브랜드제품을 의미한다

펴볼 때 명품 쇼핑성향의 구성요인은 독특성과 과시

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품특성에 영향을 받아 일반쇼

명품은 품질을 인정받은 고가브랜드제품으로 고품질,

핑성향과는 차이점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고가격, 최고급 소재, 질 높은 제작공정, 절제된 디자
3. Luxury goods purchase behavior

인, 소량 생산의 희소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장인정
신, 클래식한 전통, 명성, 권위 등을 지닌 제품을 의미
한다.

구매(購買)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사들이는 것으로
써 구매 계획, 구매 시기, 구매 장소, 구매 방법을 고려
하여 최종 소비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2. Luxury goods shopping tendency

(“Purchase”, n.d.). 구매행동이란 소비자들이 제한되고

쇼핑성향이란 소비자가 쇼핑 전과 쇼핑 시 나타나

불충분한 구매력을 가지고 그들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

는 포괄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쇼핑스타일이

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교환하는 과정에 관

다(Choi, 1996). Solomon(2002)은 쇼핑에 대한 일반

여하는 사람들의 구매와 소비에 관련된 활동을 총칭한

적인 태도를 쇼핑성향이라고 정의하였고, Kim(1999)은

다(Shin, 2000). 또한 소비자들이 자신이나 가족 혹은

쇼핑성향을 소비자의 실제 제품 구매를 위한 행동뿐

타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제품 구매 시 구매 당시의 특정

만 아니라, 여가 선용적 행위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한 욕구(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 획

측면을 지닌 쇼핑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득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

․

쇼핑성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eong(2000)

적 행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Kim, 1993). 이와 같이

은 쇼핑에 관하여 나타나는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 의

소비자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제품에 대한 다양한 서비

견을 포함하는 쇼핑형태를 유행비교 쇼핑성향, 경제비

스나 마케팅을 접하더라도 개인의 욕구, 기호, 흥미, 가

교 쇼핑성향, 유행창조 쇼핑성향이라고 분류하였다.

치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구매행동을 가진다.

Lee(1998)는 쇼핑성향을 쾌락지향성, 상표지향성, 저

명품구매행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oi

가지향성, 유행지향성, 효용가치지향성의 5개 요인으

(2001)의 연구에서는 패션명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로 분류하였으며, Ryu(2000)는 쇼핑성향을 쾌락적 쇼

가 패션명품 관여도, 우수한 품질, 패션명품 소비에

핑성향, 계획적 쇼핑성향, 충성적 쇼핑성향, 편의적 쇼

대한 부정적 반응, 패션명품 소비의 즐거움, 명품의

핑성향의 4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사치성, 패션명품의 전통적 가치, 패션명품의 희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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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

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과거의

을수록 패션 명품이 갖는 품질의 우수성을 알고 인정

성취, 개인의 가치관, 의미 있는 사람의 존재 여부 등

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와 함께 패션 명품에 대한 관

이 있다고 하였다. Campbell(1997)은 자신의 삶에 대

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03)은 여성

한 만족 및 주관적 안녕이란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소비자들의 해외유명브랜드 선호도와 구매행동 연구

가 가장 경험하고 싶은 수준과 현재의 생활조건 간의

에서 명품 구매행동의 특성이 실용성과 고급성 순으

비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Cha(2001)

로 나타났으며, 해외유명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는 자기만족도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고급, 품질, A/S,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25~27세

느끼는 충족감 및 만족감과 관련된 의미로써 한 사

집단이 고급스러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명품

회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주관적

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희소성,

삶의 질에 대한 어떠한 경험과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기과시 순으로 나타났다. Song(2008)은 성인여성의

를 의미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수준

소비가치에 따른 패션명품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을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Park(2012)

20~40대 여성의 패션명품구매동기로 고급성의 요인

은 자기만족도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외모, 생활, 경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성, 기능성, 실용성 요

제,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만족

인 순으로 나타났다. Kang and Hwang(2011)은 소비

감과 관련한 의미로 정의하였다. Park(1991)은 자기

자가 명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고려하는 제품평가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수입, 교육, 결혼상태, 사

속성으로 외재적 속성 중 원산지, 브랜드, 가격의 순

회적 활동 등이 있으며 가정내의 역동적 관계에도 영

서로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특히 노인층에서는 건강상태,

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구매행동은 마케팅

경제적 수준, 가족형태, 사회적 활동을 주요 요인으로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매결정에 직접적인 제약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자기만족도

을 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Kim, 1989). 명품구매

에 대해 자신에 대한 생각, 감정, 가치, 태도, 긍정적

소비자는 연령별로 구매유형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판단의 정도와 주어진 생활에 행복과 만족스럽다고

쇼핑성향과 제품특성의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상호작

느끼는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만족감을 바탕으로 한

용하여 명품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사기(士氣), 행복, 적응, 심리적 복지, 심리적 안녕감,

주고 있다.

삶의 질, 자아존중, 자아만족, 자기효능, 생활만족 등
의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4. Self-satisfaction

자기만족도와 패션 및 명품관련 선행연구를 살펴

자기만족(self-satisfaction)은 자기 자신이나 또는

보면, Rhee(1993)는 의류제품이 갖는 내재적 요인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의

(“Self-satisfaction”, n.d.). 주어진 생활을 기꺼이 수용

복착용을 통해 만족감, 흥분감, 환상 등 다양한 감정

하고 이에 적응하며,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도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의류제품의 소비

감정이 바로 자기만족이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개인

는 제품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며, 자신의 감정, 개인

의 가치관과 자아개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

의 취향, 미적인 감각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인 지

진 개념이다(Kalish, 1975).

위, 그리고 동조까지 표출하게 한다고 하였다. Lee and

자기만족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hin(2001)은 변화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인

George, Mutran, and Pennybacker(1980)는 자기만족

인식은 매력적인 외모를 지니고자 하는 기대와 자기

도를 자신이 바라던 것과 실제 성취한 것을 비교하여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자신의 전반적인 존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

것에 의복, 액세서리 착용 등의 패션을 통한 외모의

의하였다. Lee, Yoon, and Cho(2009)는 자기만족은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Lee et al.(2004)의

객관적 조건에 의한 일방적 규정이 아닌 개인 스스로

패션 명품에 대한 의식 및 구매 태도에 대한 연구에

의 삶에 대한 기대수준에 의존한다고 하였고, 자기만

서 명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기과시, 자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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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브랜드 이미지를 들었다. Sung, Lee, Shin, and

정 및 보완하여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문항으로 선

Jung(2004)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명품을 소비할 때

정하였다. 문항의 평가는 ‘매우 그렇다’를 5점, ‘전혀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기보다 정서적이고 심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5단계 Likert 척도를 사

리적인 만족감을 위해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을 보여

용하여 측정하였다.

주며, 과시, 동조, 사회적 안정감 등은 일반적인 상품
3.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구매에서 얻는 가치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Choo and
Park(2013)의 연구에서 패션연출자신감의 요인으로

본 연구는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산

정보획득, 구매결정 자신감, 타인의 평가, 상표식별능

광역시에 거주하는 20~50대의 명품 구매 경험이 있

력 자신감, 설득지식에 대한 자신감으로 분류하고, 분

는 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부산시에 있는 롯데백화

석한 결과, 정보획득, 타인의 평가, 상표식별능력은 패

점과 신세계백화점에서 출구조사를 통해 진행하였으

션연출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구매자

며 응답자 선정은 편의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였다. 연

신감과 설득지식은 패션연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

구대상자의 수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각 연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션연출 자신감은

령대별로 175부씩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중고패션제품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회수된 설문지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63부를 제

으로 나타났다.

외한 최종자료는 20대 152부, 30대 162부, 40대 165
부, 50대 158부로 총 63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
구대상의 연령, 직업, 수입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Ⅲ. Research Methods

교차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령대가 높아
1. Research questions

질수록 직장인의 비율은 줄어들고 개인 소득이 증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하였으며 가족의 총수입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직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20대

연구문제 1. 명품쇼핑성향, 명품구매행동, 자기만
족도의 구성요인을 살펴본다.

와 30대가 직장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40대와
50대는 자영업과 서비스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문제 2. 명품쇼핑성향, 명품구매행동, 자기만
족도 요인의 연령별 차이를 알아본다.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개인 수입은 20대와 30대
에서 100~200만원 또는 200~300만원의 비율이 가장

연구문제 3. 연령에 따른 명품쇼핑성향이 자기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높았고, 40대와 50대는 400만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월별 총 수입은 20대와 30대

연구문제 4. 연령에 따른 명품구매행동이 자기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에서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40대와 50대는 800만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의 차이
들은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로 나타났다. 연구

2. Research methods and measurement

자료 분석은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연구방법은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법을 이

분석방법으로는 교차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일

용하였으며 선정된 문항은 명품쇼핑성향 선행연구

원배치 분산분석, Pearson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

(Kim, 2009; Lim, 2015; Park, 2012; Park & Hahn,

석 등이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각 요인은 변수

2006; Zhao, 2015)에서 26문항, 명품구매행동 선행연

군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Choi, 2010; Kim, 2011; Lee, 2010; Whang, Yoo,
& Chon, 2013; Yoon, 2013)에서 17문항, 자기만족도

Ⅳ. Result and Discussion

선행연구(An, 2006; Ju, Bae, Choi, & Park, 2015;
1. Factor analysis of shopping tendency, purchase

Jun, 2015; Kim, 2010; Kim, 2015; Lee et al., 2009;
Park, 2012)에서 1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선행연구에

behavior and self-satisfaction for luxury goods

서 사용한 설문지 문항을 재인용하거나 연구자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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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features of respondents
20s (n=152)
Feature

30s (n=162)

40s (n=165)

50s (n=158)

Answer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Student

32

21.1

-

-

-

-

-

-

Workers

86

56.6

101

63.1

62

38.0

45

28.7

Professionals

11

7.2

27

16.9

28

17.2

20

12.7

Self-employed

6

3.9

6

3.8

32

19.6

35

22.3

Service industry workers

6

3.9

11

6.9

8

4.9

20

12.7

Housewives

2

1.3

12

7.5

25

15.3

30

19.1

Others

9

5.9

3

1.9

8

4.9

7

4.5

Total

152

100.0

160

100.0

163

100.0

157

100.0

Below 1 million KRW

28

18.4

5

3.1

12

7.3

11

7.0

1 million~2 million KRW

77

50.7

49

30.2

44

26.7

34

21.5

2 million~3 million KRW

38

25.0

58

35.8

36

21.8

31

19.6

3 million~4 million KRW

6

3.9

32

19.8

28

17.0

25

15.8

Over 4 million KRW

3

2.0

18

11.1

45

27.3

57

36.1

Total

152

100.0

162

100.0

165

100.0

158

100.0

Below 2 million KRW

6

4.1

7

4.3

2

1.2

5

3.2

2 million~4 million KRW

21

14.4

40

24.7

25

15.2

18

11.4

4 million~6 million KRW

35

24.0

38

23.5

49

29.9

43

27.2

6 million~8 million KRW

43

29.5

41

25.3

34

20.7

37

23.4

Over 8 million KRW

41

28.1

36

22.2

54

32.9

55

34.8

Total

146

100.0

162

100.0

164

100.0

158

100.0

Job

Personal
income

Household
income

*

p<.05,

**

p<.01,

***

χ2

212.54***

129.94***

22.12*

p<.001

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

.74까지의 분포로 나타났다(Table 2).

석방법은 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2) Factor analysis result of luxury goods purchase

후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 3, 4>와 같다.

behavior
명품구매행동의 요인분석에는 총 17문항이 사용되

1) Factor analysis result of luxury goods shopping
tendency

었다. 요인 1은 고급지향형, 요인 2는 동조지향형, 요
인 3은 실용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상기 요인의 전

명품쇼핑성향의 요인분석에는 총 26문항이 사용되
었다. 요인 1은 과시추구성향, 요인 2는 개성추구성향,

체분산 설명력은 57.13%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85
에서 .79까지의 분포로 나타났다(Table 3).

요인 3은 유행추구성향, 요인 4는 쾌락추구성향, 요인
5는 합리적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상기 요인의 전체분

3) Factor analysis result of self-satisfaction

산 설명력은 63.67%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89에서

자기만족도의 요인분석에는 총 16문항이 사용되었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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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 of luxury goods shopping tendency
Factor

Show-off
pursuit
tendency

Individuality
pursuit
tendency

Trend
pursuit
tendency

Pleasure
pursuit
tendency

Rational
shopping
tendency

Question

Factor
score

If the price is the same, I would like to buy foreign
brand products than domestic products.

.65

Sometimes, I purchase expensive brand products beyond
my economic ability.

.46

Famous brand products are the symbol of social success
and position.

.73

In spite of high price, I like famous brand products.

.68

I consider whether it is the famous brand which others
know.

.70

I make much of brand products indicating the level of
my wealth.

.65

I want to emphasize individuality by rare brand products.

.67

I like unique brand products drawing others’ attention.

.62

I like brand products which can create my unique image.

.85

I like brand products which express my individuality.

.85

I prefer the differentiated brand design.

.76

I like the popular brand products.

.67

I feel pleasant somehow when I put on the popular brand
products.

.75

I want to have the brand product of new style when it is
the trendy item.

.77

I want to buy brand products which celebrities have.

.76

I want to buy popular brand products before others do.

.69

I like shopping as looking around several brand shops.

.55

I do shopping for refreshing myself not because I need
something.

.68

I do shopping in most cases when I have time.

.83

It’s more exciting to spend time for shopping than others.

.85

It’s the pleasure for me to do shopping in any places.

.83

I tend to buy brad products suitable for my economic ability.

.57

I tend to buy mainly during the season for bargan sales.

.69

I plan before buying brand products.

.78

I invest time for buying quality brand products.

.66

I buy when a brand product I want to buy is the best
quality product among the similar price items.

.61

－ 22 －

Eigen
value

Cumulative Cronbach's
(%)
α

9.21

35.44

.85

2.48

44.99

.87

2.10

53.06

.89

1.65

59.39

.87

1.11

63.6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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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analysis result of luxury goods purchase behavior
Factor

High
quality

Conformity

Practicality

Factor
score

Question
I buy the brand products from famous brand shops.

.71

I buy the best quality brand products.

.63

I buy the brand product looking dignified as compared to
the price.

.72

I buy brand products because they are valuable enough to
compensate the high price.

.79

I buy the brand products with the distinguished design
and quality without thinking about prices.

.59

I buy quality brand products because of their history and
tradition.

.54

I buy brand products to draw attention from others.

.79

I buy the brand products similar to those which my
acquaintance has.

.69

I buy the brand products even though I have no economic
ability enough to buy them.

.76

I buy the widely known brand products.

.57

I buy the brand products in popular design.

.61

I plan the budget for buying the brand products.

.46

I buy the brand products mainly during the season for
bargain sales.

.79

I buy the brand products mainly in duty free shops.

.71

I buy the brand products mainly in wholesale stores.

.77

I buy the brand products mainly in online markets.

.54

I buy the brand products mainly when there is any benefit
such as points or free gifts.

.74

Eigen
value

Cumulative
(%)

Cronbach's
α

6.07

35.73

.83

2.27

49.05

.85

1.37

57.13

.79

다. 요인 1은 자아만족, 요인 2는 대인만족, 요인 3은

요인과 자기만족도의 대인만족 요인에서만 연령별

경제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상기 요인의 전체분산 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명품쇼핑성향은 대체로 모

명력은 57.42%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89에서 .81

든 요인에서 평균정도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쾌락추

까지의 분포로 나타났다(Table 4).

구성향은 40~50대보다 20~30대에서 비교적 높은 수
치로 나타나, 즐거움을 위해 명품을 구매하는 경향은

2. Difference of luxury goods shopping tendency,

20~30대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luxury goods purchase behavior and self-satisfaction

Jung(2007)의 연구에서 젊은 층의 소비자들일수록 쇼

by ages group

핑을 즐기며, 명품을 선호하고, 신제품이 나오면 신속

연령별 명품쇼핑성향, 명품구매행동, 자기만족도

히 구매한다고 한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명품구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매행동에서는 전체적으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았으나, Shin and Na(2003)의 연구에서는 명품을 구

5>와 같다.

매 시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

연령별 명품쇼핑성향, 명품구매행동, 자기만족도의

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령별 차이가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명품쇼핑성향의 쾌락추구성향

없는 이유로는 명품이 일반제품과 구별하게 만드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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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analysis result of self-satisfaction
Factor

Selfcontentment

Interpersonal
satisfaction

Economic
satisfaction

Factor
score

Question
I think my life is generally successful.

.62

I think I have good personality.

.55

I feel pride on what I do.

.71

I am satisfied with the current life style.

.62

I am satisfied because I can try a variety of new things.

.65

I like looking into a mirror.

.37

I have positive attitutde on myself.

.64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myself.

.62

I think I am valuable.

.64

I am proud of myself.

.67

I have exciting and interesting life with people around me.

.61

I tend to respect others’ opinions.

.72

I have happy life with my family.

.68

I am satisfied with doing something with others.

.67

I have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77

I am satisfied with current income.

.80

I am satisfied with the living expenditure.

.80

I am economically rich.

.83

I have very good living environment.

.77

My life is very stable.

.75

Eigen
value

Cumulative
(%)

Cronbach's
α

8.05

40.26

.82

2.09

50.70

.89

1.35

57.42

.81

<Table 5> Difference of luxury goods shopping tendency, luxury goods purchase behavior and self-satisfaction by
ages group
Age Group
Group

Factor
Show-off pursuit tendency

Luxury goods Individuality pursuit tendency
shopping
Trend pursuit tendency
tendency
Pleasure pursuit tendency
Rational shopping tendency
Luxury goods High quality
purchase
Conformity
behavior
Practicality
Self-contentment
Selfsatisfacti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Economic satisfaction

*

p<.05,

**

p<.01,

20s
M(SD)

30s
M(SD)

40s
M(SD)

50s
M(SD)

F-value

2.71(.72)

2.89(.75)

2.85(.78)

2.85(.86)

1.58

2.96(.81)

3.10(.85)

3.13(.93)

3.17(.87)

1.75

2.70(.88)

2.90(.87)

2.76(.92)

2.84(.98)

1.46

3.13(.77)A

3.10(.85)A

2.86(.90)B

2.99(.92)AB

3.10*

3.25(.67)

3.23(.64)

3.25(.72)

3.21(.81)

.14

3.48(.54)

3.49(.51)

3.49(.64)

3.42(.62)

.56

3.81(.54)

3.70(.50)

3.74(.53)

3.68(.59)

1.66

2.94(.64)

3.08(.62)

3.13(.78)

3.11(.74)

2.25

2.96(.72)

3.08(.72)

3.08(.78)

3.08(.86)

.98

2.45(.62)B

2.63(.71)A

2.62(.72)A

2.69(.82)A

3.06*

2.76(.73)

2.75(.65)

2.83(.74)

2.78(.74)

.38

***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D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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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속성, 즉 명품성이 제공하는 상황적 혜택이 소

대보다 패션명품에 대한 관심과 품질을 높게 인식하

비자의 심리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고, 명품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밝혀진 것과

라고 한 Lim(2015)의 연구로 설명된다. 즉, 명품이 가

는 차이가 있었다.

진 브랜드의 가치, 전통성, 디자인, 고급성, 내구성 등
3. Impact of luxury goods shopping tendency on

의 특성으로 인해 나이가 들어도 질리지 않고, 유행

self-satisfaction by age group

과 상관없이 오래도록 사용 가능하며, 고급스러움으
로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상황적인 혜

연령별 명품쇼핑성향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택에 만족한다는 소비자 심리에 따라 명품은 연령에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관계없이 선호될 수 있으므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

연령별 명품쇼핑성향이 자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만족도에서는 대인만

분석한 결과, 20대에서는 개성추구성향과 합리적 성

족에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평균 이하

향이 자아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의 수치로 나타났으며, 20대보다 30~50대에서 비교

났으며, 30대에서는 쾌락추구성향과 합리적 성향이

적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사람들과의 대인

자아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에서 20대보다는 30~50대가 명품을 소유하였을

40대에서는 쾌락추구성향이 자아만족에 정적인 영향

때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hoi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에서는 쾌락추구

(2001)의 연구에서는 20~50대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향과 합리적 성향이 자아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

명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결과, 20대가 다른 연령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명품쇼핑성향이 대인

<Table 6> Analysis on the impact of luxury goods shopping tendency on self-satisfaction by age group
Luxury
goods
shopping
tendency
(β)
Show-off
pursuit
tendency

Self-satisfaction
Self-contentment

Interpersonal satisfaction

Economic satisfaction

20
30
40
50
20
30
40
50
20
30
40
50
(n=152) (n=162) (n=165) (n=158) (n=152) (n=162) n=165) (n=158) (n=152) (n=162) (n=165) (n=158)

－.09

－.02

－.08

－.01

－.23*

－.06

－.03

－.02

－.10

－.05

－.24

Individuality
pursuit
－.23** －.09
tendency

－.06

－.18

－.08

－.03

－.07

－.13

－.01

－.00

－.12

－.10

－.08

－.06

－.00

－.13

－.03

－.16

－.08

－.07

－.01

－.06

－.20*

－.17

－.22*

－.18

－.24*

－.03

－.20*

－.33** －.11

－.17*

－.18* －.24** －.28** －.18*

－.16

－.12

－.01

－.10

.00

.04

.07

.04

－.07

Trend
pursuit
tendency

－.00

－.00

Pleasure
pursuit
tendency

－.13

－.28** －.24*

Rational
shopping
tendency

－.22** －.27** －.07

R2

.10

F
*

p<.05,

4.45
**

p<.01,

**

.11
4.99

***

.02
1.55

.15
***

6.36

.05

.09
*

2.65

**

4.3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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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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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대에서는 합리

연령별 명품구매행동이 자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적 성향이 대인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결과 20대와 50대는 고급지향형이 자아만족

나타났다. 30대에서는 쾌락추구성향과 합리적 성향이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

대인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과시추구성향은

는 고급지향형이 자아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동조지

대인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형은 자아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40대에서는 합리적 성향이 대인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타났다. 40대에서는 자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에서는 쾌락추구성향과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명품구매행동이 대

합리적 성향이 대인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인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대에서는 실

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명품쇼핑성향이 경제만족에

용지향형이 대인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대에서는 경제만족에

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고급지향형이 대인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

정적인 영향을, 동조지향형은 대인만족에 부적인 영

대에서는 쾌락추구성향이 경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에서는 고급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경제만족에 영

향형이 대인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in(2014)

타났다. 연령별 명품구매행동이 경제만족에 미치는

은 20~30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대부분이 학생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대에서는 고급지향형이 경제

이거나 사회초년생으로 한정된 수입이나 경제적 부담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감으로 인하여 소비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는 것으로

와 40대에서는 경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나타났고, Park(2012)의 연구에서는 명품브랜드사용

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고급지향형

자 성향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자기

이 경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실용지향형은 경제만

만족을 위해 명품구매에서 쾌락적 즐거움을 찾는 것

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명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띄고,
상위직 여성, 소비생활수준, 학력, 사회적 지위, 연령,

4. Impact of luxury goods purchase behavior on
self-satisfaction by age group

수입이 명품 구매빈도에 영향력을 가진다고 한 Chae
and Rhee(2005)의 연구 결과는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

연령별 명품구매행동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라 자기만족이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
하는데 뒷받침될 수 있다.

<Table 7> Analysis on the impact of luxury goods purchase behavior on self-satisfaction by age group
Luxury
goods
purchase
behavior
(β)

Self-satisfaction
Self-contentment

Economic satisfaction

20
30
40
50
20
30
40
50
20
30
40
50
(n=152) (n=162) (n=165) (n=158) (n=152) (n=162) (n=165) (n=158) (n=152) (n=162) (n=165) (n=158)

High quality －.26*

－.40*** －.19

－.60*** －.11

－.30** －.24*

－.44*** －.21*

－.195

－.15

－.43***

Conformity －.00

－.23*

－.07

－.16

－.03

－.21*

－.12

－.29

－.01

－.037

－.11

－.10

Practicality －.08

－.05

－.00

－.08

－.19*

－.03

－.10

－.05

－.02

－.024

－.09

－.26**

－.08

－.00

－.21

－.05

－.04

－.03

－.07

－.03

－.014

－.03

－.13

R2

－.07
4.70*

F
*

Interpersonal satisfaction

p<.05,

**

p<.01,

5.70**

1.21

14.78***

3.82*

3.02*

***

p<.001

－ 26 －

2.72*

4.84**

2.63

1.76

2.72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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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품구매 시 예산을 세우거나 시간을 투자하고, 적

Ⅴ. Conclusion

은 비용으로 명품을 소유함으로써 자아만족과 대인
명품 소비자의 쇼핑성향, 구매행동, 자기만족도의

만족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행을 추구하기보다는

차이를 연령별로 살펴보고, 명품쇼핑성향과 명품구매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아만족을 하는

행동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는 쾌락추구성향과 합리적 성

다음과 같다.

향이 자아만족과 대인만족을 주고, 과시추구성향은

첫째, 명품쇼핑성향, 명품구매행동, 자기만족도의

대인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쾌락추구성

구성요인을 분석한 결과, 명품쇼핑성향의 하위요인

향은 경제만족을 주고 있다. 40대는 쾌락추구성향이

은 과시추구성향, 개성추구성향, 유행추구성향, 쾌락

자아만족과 경제만족을 주고, 합리적 성향이 대인만

추구성향, 합리적 성향으로 구성되었다. 명품구매행

족을 주었다. 50대는 쾌락추구성향과 합리적 성향이

동의 하위요인은 고급지향형, 동조지향형, 실용지향

자아만족과 대인만족을 주었다. 즉, 30~50대는 사교

형으로 구성되었고, 자기만족도의 하위요인은 자아

모임이나 대인관계가 많은 시기로 사람들과의 만남

만족, 경제만족, 대인만족으로 구성되었다.

에서 고급품의 과시에 의해 만족감을 가지고 경제적

둘째, 연령에 따른 명품쇼핑성향, 명품구매행동, 자

으로 합리성이 있는 소비로서 자기만족을 하는 것으

기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명품쇼핑성향 중 쾌

로 볼 수 있다. 연령별 구매행동이 자기만족도에 미

락추구성향에서 40~50대보다 20~30대에서 높게 나타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대는 고급지향형이 자아

나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결과를 볼 때 대중화되어 가

만족과 대인만족에 영향을 주고, 실용지향형은 대인

고 있는 국내 명품 시장에서 명품을 쇼핑하는 20~30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는 명

대와 40~50대의 소비자의 감성은 다를 것으로 예상

품구매 시 아울렛이나 세일기간을 활용하고, 고급스

되며, 특히 20~30대 여성들이 향후 높은 경제력을 갖

러운 브랜드의 구매가 자기만족과 대인관계에 긍정

게 되었을 때 명품을 재구매할 가능성 있는 잠재적

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0대는 고급지향형이

소비자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연령층과

자아만족과 대인만족을 주고, 동조지향형은 자아만족

최상류층을 위한 고가의 최고급 품질의 상품전략 이

과 대인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에 젊은 고객을 위한 가격대가 낮은 세컨브랜드의

30대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사

개발로 고객층 확산을 위한 패션명품기업들의 차별

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만족을 이루고 있으며, 가격에

화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명품구매행동에서는

비해 고급스러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자기만족으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명품

로 이어졌고,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동조성 있는 명

의 고급성, 소장가치, 내구성, 디자인 등의 특성으로

품구매는 자아만족과 대인만족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연령에 관계없이 선호되고 있기 때

나타났다. 40대는 고급지향형은 대인만족을 주는 것

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연령별 소비심리를 파악하여

으로 나타나 40대는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구매를 통

연령별 요구(needs)에 적합한 제품을 제안할 수 있는

해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만족도

50대는 고급지향형이 자아만족과 대인만족, 경제만족

에서는 20대보다는 30~50대에서 대인만족이 더욱 높

을 주고, 실용지향형은 대인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주

게 나타나, 나이가 들수록 고급성과 고가격대의 상품

는 것으로 나타나, 50대는 명품구매 시 예산을 세워

이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서 할인매장을 찾거나 세일기간 등을 고려하지는 않

사용되어 명품을 통해 대인관계에 더 긍정적인 자기

지만 자기 관리에 투자할 돈과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만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년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자기만족을 위해 고급스러

셋째, 연령별 쇼핑성향이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

운 명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 연령

향을 분석한 결과 20대는 개성추구성향, 합리적 성향

별 명품 소비자의 쇼핑성향과 구매행동이 자기만족

이 자아만족을 주고, 합리적 성향은 대인만족을 주었

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

다. 즉,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력이 높지 않은 20대

과를 바탕으로 목표 고객에 대한 가격, 유통전략,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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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셔닝 전략 등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에 도움을 주는

Cha, K.-H. (2001). Five factors of personality and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lif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결과는 연령별로 소비시장 세분화에 도움을 줄 수 있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9, 7-26.

고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상품기획 및 잠재적 소비자

Chae, J. M., & Rhee, E. Y. (2005). Attitude and

를 이끌어 내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

purchase frequency toward foreign luxury goods

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 to age and social stratification variables.

본 연구의 대상이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한정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모든 지역의 여성을 대표

Textiles, 29(6), 885-895.

하지 못하는 한계점은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Choi, S. H. (1996). A study of general values and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지

clothing shopping orientations for unmarried

역을 대상으로 직업형태, 성별, 연령 등을 확대하여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다양한 변인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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