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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세계 인구 약 20%를 차지하는 국 시장은 비교 늦은 시기

인 1970년 후반에 개방되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격한 성장을 통해

오늘날의 경제 강 국으로 성장하 다.이제 더 이상 국은 후진 시장

이 아니며,오히려 어느 시장보다도 소비 욕망이 강한 시장이 되었다.사

치품 시장에서도 국은 가장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다.

한편, 국에는 지역에 따라 성격이 제각각이라는 뜻인 “한 지방의 물

과 흙이 그 지방의 사람을 기른다(一方水土養育一方人)”는 말이 있다.이

처럼 국은 각 지역의 소비자 성향은 무 달라 지역을 나 어 따로 이

해해야하는 필요성이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 한 국은 도시마

다 경제 성장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국가 안이라도 도시별로 각기

다른 소비 단계에 있다.

최근 국이 사치품 소비의 주요 시장으로 떠올랐기에 국의 사치품

소비자에 한 연구나 조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역으로 나 어 사치

품 소비자를 살펴본 연구는 제한 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각

도시의 사치품 소비자들이 사치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를 알아보고,이

를 통해 각 도시의 사치품 소비자들의 반 인 구매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나아가 이들이 왜 사치품을 소비하는지 여러 사치품 소비 동기를

통해 도시 별로 알아보고 국 도시들의 사치품 소비 동기의 공통 과

차이 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 문제 1] 국 소비자의 사치품 구매 황은 도시별로 어떠하며

도시 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국 소비자의 사치품 소비 동기는 도시별로 어떠하며

도시 간 차이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해 국 5개 도시에서 총 1,262부의 설

문지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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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사치품의 특성들에 한 선호 순 는 도시마다 비슷하지만 특성

에 한 평가는 도시 간에 차이를 보이며 것이 한 가지 기 이 아닌 도

시의 다양한 특성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사치품 구매 시기를 도시별로 살펴본 결과,모든 도시에서 비용

을 약할 수 있는 시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랜드 매장

에서의 사치품 구입 비 은 모든 도시에서 가장 높았고,동부의 1선 도

시들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 으로 면세 에서의 구입 비 이 높은

반면,서부의 2선 도시들은 인터넷의 비 이 높았다.

셋째,사치품 구매 시 동행자 사치품 정보 원천은 도시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치품 정보 탐색은 일상 인 정보 탐색인 인터

넷 검색과 주변 지인에서의 탐색 비 이 높았으며,매장과 잡지에서의

탐색은 상 으로 어 매장에서의 탐색 비율이 높은 선행 조사와 다른

결과를 보 다.

넷째,본 연구에서는 사치품 소비 동기로 개성,차별화,동조 동기를

기본 으로 구성하고 수평-수직의 차원을 더하 다.개성 동기는 개념

상 수직 차원이 존재할 수 없어 최종 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치

품 소비 동기는 5가지이며 각각 개성,수평 차별화,수직 차별화,수

평 동조,수직 동조 동기이다.

다섯째, 에서 설정한 사치품 소비 동기를 도시별로 살펴 본 결과 모

든 도시에서 개성 동기가 가장 높게,수직 동조 동기가 가장 낮게 나

타났다.도시 간 비교를 통해 부분 동부의 도시가 높고 서부의 도시가

낮은 양상을 보 다. 차별화 동기들은 동조 동기들보다 모두 높게 나

타났으며 수평 동기들은 수직 동기들보다 높았는데,이는 국 각

도시의 소비자들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거나 유사하려는 욕구보다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는 욕구가 더 크며 외집단보다는 내집단 구성원과의 비교

가 더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국 소비자들의 사치품 구매 소비 동기는 부분 도시 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 그 방향이 도시의 경제 규모 외에도 외부 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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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방 정도나 소비 성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국 소비자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시에 따른 집단 구분이 요하

고 유의미한 구분이라는 을 시사한다. 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개인

의 지역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 소비자에 한 연구에

서도 지역 도시가 상당히 동질 인 성향의 소비자 집단을 나 는 기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사치품,명품, 국,소비 동기,도시 비교

학 번 :2011-2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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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문제제기

재 세계 인구 70억 국의 인구만 13억 이상이다(UN,CIA,

2012). 세계 인구 약 20%를 차지하는 국 시장은 비교 늦은

시기인 1970년 후반에 개방되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격한 성장을 통

해 오늘날의 경제 강 국으로 성장하 다.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

화하면서 국은 경제 으로도 공 부족경제에서 공 과잉경제로 변화하

다. 국은 정보 기술의 발달과 로벌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소비화

가 진행 이다.이제 더 이상 국은 후진 시장이 아니다.어느 시장보

다도 소비 욕망이 강한 시장이 되었다.

필요 이상의 것에 한 욕망은 삶의 본질 인 욕구를 채우려는 갈망

과 더불어 태 부터 존재해왔다.(장 카스타 드,2011:15)필요 이상의

것에 한 소비 욕망의 가장 극 화된 상품은 사치품이며,사치품 시장

에서도 국은 가장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다. 세계 인 경제 침체로

부분의 선진국들은 사치품 시장의 성장률 역시 둔화되고 있는 추세지

만, 국만은 매년 최고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국 경제가

격히 성장하면서 사치품을 구매할 경제 여력이 되는 산층 이상의

국 소비자들도 격히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 하나이다.사회주의

체제에서 사유 재산의 소유가 지되었던 국 소비자들은 시장주의의

도입과 동시에 증가한 가계소득을 바탕으로 억제되었던 소비 욕망을 소

비를 통해 마음껏 충족하려 하고 있다.

한편, 국은 앙 집권 경제 발 을 했기 때문에 거 도시들이 우

선 으로 발 했고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한 이후에 주변 도시들도 차

으로 발 하 다.따라서 국은 도시마다 경제 성장 정도가 달라 같

은 국가 안이라도 도시별로 각기 다른 소비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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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후커우(戶口)제도라는 국만의 독특한 호구 제도를 가지고

있다.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나 본 과는 달리 국의 제도는 후커우

의 이동이 실 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다.즉, 국

에서는 거주지를 변경하기 쉽지 않으며 따라서 국 각 도시의 소비자들

은 비교 동질 인 역사,사회,경제,지리 경험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국에는 지역에 따라 성격이 제각각이라는 뜻인 “한 지방

의 물과 흙이 그 지방의 사람을 기른다(一方水土養育一方人)”는 말이 있

을 정도로 각 지역의 소비자 성향은 무 달라 이들을 따로 이해해야하

는 필요성이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Swanson,1989;Cuiand

Liu,2000;Zhangetal.,2002)

그 동안 사치품 소비의 원인과 발 단계에 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를 하 으며,최근 국이 사치품 소비의 주요 시장으로 떠올랐기에

국의 사치품 소비자에 한 연구나 조사는 많이 이루어졌다.하지만

국과 같이 토가 큰 나라에서 사치품 소비의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국은 한 나라 안의 여러 도시들이 서로 다른 특

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소비의 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치품 소비

도 도시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각 도시의 사치품 소비자들이 어떻게 사치품을 구매하는지 알아보는 것

을 통해 도시별 사치품 소비자에 한 이해를 하고,사치품을 왜 구매하

는지 알아보기 해 사치품 소비 동기에 해 살펴볼 것이다. 사치품

소비 동기가 도시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통해 국 도시들에서 공통

추구하는 동기는 무엇이며 도시 간에 차이가 나는 동기는 무엇인지 알아

볼 것이다.이를 통해 국 소비자의 사치품 구매 소비 동기에 지역

차이가 있는지,있다면 어떠한 지역 특색과 연결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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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목

이 연구는 국 소비자의 사치품 구매 소비 동기가 지역별로 다르

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본 연구의 연구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 도시 별 사치품 소비자들이 사치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알아보고 비교한다.구체 으로 어떤 사치품 특성을 시하는지,언제,

어디서, 구와 사치품을 구매하며,어떤 정보를 탐색하는지에 해 조사

함으로써 사치품 소비자들의 반 인 사치품 구매 과정을 이해한다.

둘째, 국 도시 별 사치품 소비자들이 사치품을 왜 구매하고 사용하

는지 사치품 소비 동기들로 이해하고 도시 간에 공통 차이 을 비

교한다.기존의 사치품 소비 동기에 한 연구들이 개인의 가치 이나

사치품 구매 요인에도 을 맞췄다면,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구매

뿐만 아니라 사용 처분 등 사치품의 소비 과정에서 추구하는 표

인 가치에만 집 해 사치품 소비 동기를 악하고자 한다.이를 해

사치품 소비의 표 인 동기로 꼽히는 개성 동기와 차별화 동기와 동조

동기로 구분하고,여기에 수평과 수직의 차원을 추가하여 보다 구조화된

틀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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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제 1 사치품의 개념 특성

1.사치품의 정의

사치품(奢侈品)이라는 용어의 사 의미는 ‘분수에 지나치거나 생활

의 필요 정도에 넘치는 물품’으로 어의 luxurygoods와 상응하는 단어

이다.이와 같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소비의 뜻을 내포한 이 단어는

의 으로는 명품이라는 용어와 함께 고가의 해외 유명 패션 의류잡화

랜드를 포함한 상품을 지칭하는 말로 일반 으로 쓰이고 있다.

사치품은 여러 학문에서 연구되어 왔다.우선,경제학에서의 사치품은

사치재로써 필수재의 반 성격을 갖는다.즉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

건은 아닌 재화로써 소득탄력성이 높아 소득이 높을수록 수요가 늘어나

는 재화를 의미한다.

사치품을 문화 인류학의 에서 연구한 Douglas & Isherwood

(1978)는 재화가 유용성이나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층 사회 구

조와 련이 있다고 보았는데 낮은 사회 계층에서는 비싼 제품이 사치품

이지만 높은 사회 계층에게는 필수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치품은 문

화 맥락에서 정의된다고 보았다.(김기옥·유 정,1998재인용)

마 심리학 에서 사치품은 희소성과 좋은 품질 높은

가격을 갖춘 심리 만족감을 충족시켜주는 재화로 이해한다.

최근의 사치품 연구들에서의 사치품에 한 정의는 <표 1>에서 정리

하 다.사치품을 통해 신을 얻거나 다른 재화보다 높은 심리 효용

을 얻는다는 재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에 한 정의도 있는 반면,

고가나 희소성,세공 등 사치품의 특성에 한 언 을 통한 정의도 있다.

한 고가의 외제상품으로 특히 랜드에 을 맞춘 정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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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Grossman&Shapiro

(1988)

특정 상표의 사용으로 소유자가 신을 얻게 되는

상품으로 고가의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소

비 성향이나 소비 능력을 상징하는 상품

McKinsey(1990) 가격 품질 비율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재화

Nueno& Quelch

(1998)

(기능 비 가격 비 이 낮을지라도)무형의 상황

효용 비 가격이 높은 재화

NiaandZaichkow-

sky(2000)

제품 자체보다는 제품의 랜드에 을 맞추어

고가의 외제상품으로 로 스시계,에르메스 핸

드백 등과 같은 경우가 사치품

Phau& Prendergast

(2000)

소비자의 에서 인지된 품질, 랜드 인식, 랜

드 정체성과 배타성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에 기반한

경쟁 랜드들

Wiedmannetal.

(2007)

여러 물질 심리 가치들을 포함하는 최상

고 랜드

<표 1>선행 연구에서 사치품의 정의

최근에는 사치품의 단어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범 도 늘어나고 있

다.해외 유명 랜드에서 나온 개인 소비상품 외에도 고 승용차나 요

트와 같은 내구재까지 확 되었다.( 국삼성경제연구소,2012)

2.사치품의 특성

사치품의 정의가 연구들마다 서로 다르듯이 사치품의 특성 한 많은

연구에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표2>는 선행 연구들에서 언 한 사

치품의 특성들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많은 연구에서 사치품이 세심한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는 을 언 하 다.원래 사치품이라는 것 자체가

으로 생산되지 않는 재화인데(질 리포베츠키 외,2004) 세계

으로 사치품에 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량 생산을 하게 되었지만 여

히 사치품 업체들은 그들이 세심한 공정과 장인의 제작을 내세워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세심한 공정 외에 높은 가격 역시 사치품의 특징도 여러 연구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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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Nuenoand

Quelch

(1998)

G.

Lipovetsky

(2003)

DeBarnier

etal.

(2006)

Wiedmann

etal.

(2007)

김기홍

(2010)

우수성 ○ ○

정교성 ○ ○ ○

희소성 ○ ○

고가(高價)성 ○ ○ ○ ○

한정성 ○ ○

맞춤성 ○

심미성 ○ ○

통성 ○ ○ ○

비실용성 ○ ○

<표2>선행 연구들에서 언 한 사치품의 특성

되었다.사치의 최 의 사 의미는 ‘우아함과 세련됨을 과시하기

해 구체 인 과소비로 표 되는 삶의 방식’이다.(질 리포베츠키 외,

2004재인용)따라서 과소비를 표 하는 재화인 사치품은 가격이 높을수

록 더 높은 가치로 평가 받을 것이다.

사치품은 좋은 품질과 한정성, 통성에 한 특성도 여러 연구에서

언 되었다.일반 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에 한 정보를 얻지 못

할 때 가장 간편하게 가격을 품질의 리 지표로 생각하고는 한다.사치

품은 가격이 비싼 재화이고 그 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치품을 좋은 품

질을 가진 재화로 인식할 수 있다.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치품이 아닌 다

른 재화에 해서도 비싼 가격에 한 설명으로 부분 좋은 품질이라는

특성을 내세운다.한정성의 경우 소수만이 느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쉽게 사지 못해서 발생하는 한정성일수

도 있고 한정된 수량이나 디자인에서의 공 측면에서의 한정성일 수

도 있다. 통성은 사치품의 재화나 랜드가 역사를 가지고 하나의 유

산(heritage)으로써 작용할 수 있는 특성이다. 재 사치품이라고 인식되

는 랜드 제품들은 부분 유럽이나 미국의 것으로 소비자와의 랜

드 커뮤니 이션에서 제품의 원산지와 랜드 제품의 역사와 스토리

를 하고 있다.



-7-

그 외에도 사치품의 특성으로 특수한 재료,맞춤형,심미성,비실용성

이 도출되었다.특수한 재료는 희귀하거나 값비싼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맞춤형은 개인의 주문에 의한 것과 같은 개인화된

속성을 뜻한다.심미성은 사치품 랜드나 제품의 아름답고 미 인 특성

을 의미하며 비실용성은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할 수 없거나 기능 인 부

분을 발 시키지 않은 재화가 오히려 사치품으로써의 상징 신호를 더

잘 표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치품의 특성으로 분류되었다.

3.사치품 소비의 단계

사치는 어느 시 에나 있어왔다.원시 부족에서도 랑스 왕정시 에

서도 사치의 흔 은 발견된다.하지만 사회의 사치품 소비는 재화

의 소비 상이 훨씬 넓어졌고 사회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에서 그 이 의 사치와는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두된다.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의 사치품 소비가 일종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질 리포베츠키 외(2004:149-158)는 20세기 후반 랑스 사람들

의 소비를 크게 세 시기로 나 었다.첫 번째 시기는 1950년 부터 1970

년 이다.이 시기는 산업 발 으로 인해 랑스가 결핍의 시 로부터

풍요의 시 로 넘어가는 기 으로 사치의 일반화를 한 경제 ·사회 ·

문화 조건들이 자리 잡았다.이 시기 사치품 소비자들은 베블 의 과

시소비 이론에서처럼 자신의 부를 소비품을 통해 과시 으로 드러냈다.

두 번째 시기는 1980년 로 개인주의 과소비보다는 사치품 소비 자체

를 시하게 된다. 격한 소득 증 로 인해 사람들은 지속 으로 계층

유물의 상징을 취득하기 해 경쟁하고, 동시에 그 재화는 계층

유물이 아니게 됨으로써 경쟁 인 사치 소비가 이루어졌다.따라서 이

시기의 사치품은 사회 신분을 나타내는 재화로써 상표가 가시 이며

랜드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마지막 시기는 1990년 이후로 포스

트모던 시 이다.이 시기를 그는 ‘안심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별하여 찾

는 분리 시 의 소비이자 타인들과 강렬하고 즉각 이며 되풀이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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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정복 2단계 경제성장 3단계 과시 4단계 동조 5단계 일상화

-독재 정권

-빈곤과 상실

-경제 성장

- 형 가정용

품 거 구매

-엘리트층이

사치품을 구

매하기 시작

-성공의 상징

물 지니기

-경제 치

를 드러냄

-사치품 소비

에 거 참여

-사치품 소비

습에 순응

-사치품 소비

습 에 고착

-자부심이 강하

고 이 높은

구매자들

<표3>라다 차다·폴 허즈번드(2007)의 사치품 유행 단계

유하는 기쁨을 리는 시기라고 표 하 다.즉 이 시기에는 소비자들이

기존의 소비 방식에서 이탈하여 선별 으로 독특성을 추구한다고 보았

다.

한편,라다 차다·폴 허즈번드(2007)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사치품

소비를 연구하면서 사치품 소비에는 하나의 유행 단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들이 제시한 사치품 유행 단계는 총 5단계이며 <표3>에서 정리하

다.1단계 정복 단계는 아시아 부분의 국가가 겪은 쟁이나 독재 등

에 주목하 다.이러한 정복 단계에서 기존의 사회 질서나 부가 무 졌

다.2단계 경제 성장 단계에서 소비자들은 처음으로 손에 돈을 쥐었다.

상류층 외에 산층도 돈을 모아 꽤 비싼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사치품 소비에 심을 갖게 된다.3단계인 과시 단계는 돈을 처음 쥐게

된 사람들이 이를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단계이다.베블 이 언 한 것

처럼 단지 부유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것을 남들이 알아주어

야 하는 것이다.4단계인 동조는 집단주의 성격이 강한 아시아 국가에

서 유독 심한 단계로 유행에 동참하거나 사치품 열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단계이다.마지막 단계인 일상화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사

치품 구매를 그만두지 못하는 상태로 경제가 불황이더라도 사치품 소비

가 지 않는 상황이다.

이들의 단계의 공통 은 경제 수 이 높아져 산층이 잉여 자본이

생겼을 때 사회 으로 사치품 소비가 증한다는 것을 지 하 다.반면,

랑스의 사치품 단계에서는 과시 이고 경쟁 인 사치품 소비가 어들

고 개인화된 사치품 소비 단계로 이어지는 반면,아시아의 사치품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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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마지막 단계인 일상화 단계에서도 사치품 소비를 이지 못

하는 것을 지 하고 있다.

제 2 사치품 소비 동기에 한 연구

1.소비 동기의 개념

동기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이다.따라서 소비 동

기란 소비를 하게끔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한편,소비자학에서는 소비를

구매뿐만 아니라 사용 처분의 과정을 의미한다.따라서 소비 동기

는 구매 욕구 외에도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치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기본 으로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개인의 욕구

를 충족하고 만족을 얻는다.따라서 소비의 기본 인 동기는 개인 인

동기에서 시작될 것이다.

동기 이론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Maslow의 5단계 동기 이론이다.

Maslow는 인간의 동기를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순 가 있

어 하 동기가 충족되어야 상 동기를 추구한다고 보았다.가장 하

에 속한 동기는 생리 동기로 이는 생명 유지에 가장 필요한 동기이다.

두 번째 동기는 안 동기로써 신체를 편안하고 안 하게 보존하려는 동

기이며,세 번째 동기는 사회 동기로 애정과 사랑 소속감에 한

동기이다.네 번째 동기인 자존 동기는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인정받으려

는 동기이며,마지막 가장 높은 상 차원에는 자기실 동기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동기로 구성하 다.Maslow의 동기 이론을 소비에

용하자면,소비자들은 필수 인 소비를 통해 가장 하 동기를 충족하

고,그 다음 동기를 느끼면 소비를 통해 그 욕구를 해소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Foxwell& Goldsmith(1998:151-154)는 소비자 욕구를 6가지로 범주

화하 다.Maslow의 동기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소비자의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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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했다는 에서 소비 동기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첫 번째 욕

구는 생리 욕구로 생리 욕구와 안 의 욕구이다.이는 Maslow 동기

의 하 2가지 동기와 비슷한 것으로,상품 고유의 특성을 통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두 번째 욕구는 사회 수용과

존경의 의미인 사회 욕구로 사회 인 자아로서 개인이 존 받고 소속

감을 느끼기 해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세 번째 욕구는 상징 욕구이

다.이는 개인이 소비를 통해 자아를 표 하고 내 인 심리상태를 나타

낸다는 것이다.네 번째 욕구는 쾌락 욕구로 소비를 통해 감각 인 쾌

락을 추구하려는 동기이다.다섯 번째 인지 욕구는 소비자가 세상을

이해하려는 욕구이다.마지막 여섯 번째 욕구는 실존 욕구로써 소비를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한 욕구라고 보았다.

2.사치품 소비 동기 련 연구

SmithandColgate는 소비자가 재화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가 실용 ,

상징 /표 ,경험 /쾌락 ,비용/희생으로 크게 총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Tynanetal.(2009)은 이 분류를 기반으로 하고 계

가치를 추가하여 선행연구에서 언 되었던 사치품이 제공하는 가치를

분류하 다.그 이후로도 수차례 사치품 소비 동기와 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사치품이 제공하는 가치에 한 선행 연구들을

<표 4>에 정리하 다.

사치품의 실용 가치는 단연 뛰어난 품질이다.가격이 높은 신 장

인이 직 만들거나 수공 등 량생산품에 용할 수 없는 세심한 기

술들이 들어갈 수 있으며 품질 기 도 엄격하다.Wiedmann etal.

(2009)은 사치품 소비 가치를 분류하 는데 그 사용성 가치는 사치품

을 실생활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재화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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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뛰어남 Holbrook(1999)

장인정신 Kapferer(1997)

사용성 Wiedmannetal.(2009)

품질 Wiedmannetal.(2009)

상징 /

표

　

외

부

지

향

과시 소비
Veblen (1899),Grossman and Shapiro (1988),
Wiedmann etal.(2009),Amatulliand Guido
(2012)

밴드웨건,속물,
베블 효과

Leibenstein(1950),VigneronandJohnson(1999)

완벽주의 효과 VigneronandJohnson(2004)

신호 Levy(1957),Kapferer(1997),Mortelmans(2005)

지 /존경 Holbrook(1999),O'CassandMcEwen(2004)

신 Dubois and Czellar (2002),Wiedmann et al.
(2009)

사화 정체성 VickersandRenand(2003)

유일함 Ruvio(2008),Kapferer(1997)

진품 Beverland(2006)

물질주의
Belk (1985), Wong and Ahuvia (1998),
Wiedmann etal.(2009),Amatulliand Guido
(2012)

자

기

지

향

밴드웨건효과 VigneronandJohnson (2004)

개인 정체성 Vickers and Renand (2003),Wiedmann etal.
(2009),AmatulliandGuido(2012)

심미성 Holbrook(1999)

자기 선물 주기 MickandDeMoss(1990),Tsai(2005)

유일성 Ruvio(2008)

향수(鄕 ) Holbrookand Schindler(2003)

진품 Beverland(2006)

경험 /

쾌락

쾌락 효과
Hirschman and Holbrook (1982),Vigneron and
Johnson(1999),Wiedmannetal.(2009),Amatulli
andGuido(2012)

심미성 Holbrook(1999)

경험,문화
HolbrookandHirschman(1982),CarùandCova
(2003),AmatulliandGuido(2012)

계

소비자- 랜드
계

Fournier(1998),Grönroos(2006),Veloutsouand
Moutinho(2009)

랜드
커뮤니티

Kozinets(2002),CovaandCova(2001),Muniz
andO’guinn(2001)

비용/ 가

완벽주의 효과 VigneronandJohnson(1999)

배타성 Catry(2003),BeardenandEtzel(1982)

희소성 Catry(2003)

과잉
Duboisetal.(2001),BeardenandEtzel(1982),
AmatulliandGuido(2012)

가격 Wiedmannetal.(2009)

<표 4>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사치품 소비 가치 분류

출처:Tynanetal.(2009),AmatulliandGuido(2012),Chooetal.(2012)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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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표 가치는 필수 인 소비가 아닌 상징 인 소비의 표

인 재화로 사치품이 꼽힐 정도로 사치품의 가장 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상징 /표 가치는 크게 외부 지향 가치와 자기 지향 가치

로 나 어 볼 수 있다.AmatulliandGuido(2012)도 사치품 소비를 이분

법 으로 외면화된 소비와 내면화된 소비로 나 어 보았으나 이들이 의

미하는 소비는 상징 /표 가치 외에 동기들도 포함되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사치품의 외부 지향 상징 표 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왔

다.특히 Veblen은 상류 계층의 과시소비를 지 하 는데,이는 상류 계

층이 다른 집단과 다르다는 것을 소비로 표 하여 비싸고 희귀한 소비물

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 지 를 나타내는 것이다.이후 많은 연구들이

사치품을 베블 으로 해석하 다.한편,VigneronandJohnson

(1999)는 Leibenstein밴드웨건 효과와 속물 효과를 베블 의 주장과 함

께 언 하며 과시 사치품 소비를 하는 사치품 소비자 유형을 제시하

다.밴드웨건 효과는 소비자들이 유행이나 특정 소비자를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고,스놉효과는 특정 제품에 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그 제품의 수요가 어드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다수의 소비자들

이 사지 않는 제품에 심을 갖는 상이다.베블 과시 소비 외에도

사치품을 통해 자신의 사회 지 나 신을 드러낸다는 선행연구가 많

았다.Mason(1981)는 사치품 소비에서 거집단의 향력을 보았다.그

결과 제품의 과시성과 거 집단에 민감함은 련이 있었다.(Wiedmann

etal.,2009재인용)Bearden& Etzel(1982)역시 으로 소비되는

사치품이 개별 으로 소비되는 사치품보다 더 과시 성격이 강했고 과

시 소비가 공 인 의미에서 구매되거나 사용되어진 많은 상품들의 선호

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한편,Mortelmans(2005)는 사치품의 구별 짓기로써의 신호 가치에

한 연구에서 사치품의 기본 인 가치를 구별 짓기 신호,즉 차별화로 보

고 이를 수직 차별화와 수평 차별화로 나 었다.수직 차별화 동

기는 자신보다 하 계층의 사람들과 차별화되기 해 사치품을 소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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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하지만 개인은 자신과 다른 계층에 해 주의를 기울이는 시

간만큼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치에도 민감하다.따라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돋보이기 한 수평 차별화 동기에 의한 사치품 소비도 이루

어진다고 보았다.이 연구는 기존의 사치품 소비 동기를 단편 으로 보

지 않고 수평-수직이라는 축을 더하여 깊게 이해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

다.

자기지향 상징 표 가치는 사치품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

과 개성을 표 하는 가치다.많은 연구자들이 사치품 소비자의 내 동

기나 개인 동기에 을 맞추고 개성이나 자아 정체성을 강조했다.

(HirshmanandHolbrook,1982;Jenkins,2004,Wiedmannetal.,2009

재인용).Eastmanetal.(1999)역시 가격이 높으며 신이나 지 와

련된 제품이나 랜드 소비는 개인의 자아를 높여 다고 하 다.즉,사

치품 소비자들은 사치품이라는 재화의 상징 의미를 자신의 취향이나

정체성과 통합하여 개성을 표 하는 것이다.

경험 /쾌락 가치는 사치품 소비를 통해 정 인 감정을 얻는다는

것이다.특히 이 가치는 사치품의 사용 과정에 있어 정 인 경험을 한

다는 연구들이 많았으며,이는 사치품 소비를 구매 상황 뿐 아니라 사치

품을 사용하는 과정으로 볼 때 경험 /쾌락 가치는 특히 더 요하

게 볼 수 있다.

사치품의 계 가치는 사치품 마 을 한 목 으로 많이 연구되

었는데,소비자가 사치품의 랜드와의 계를 통해 어떤 가치를 얻고,

충성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고, 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달해야

하는지의 에서 연구되었다.

사치품의 비용/ 가의 개념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가격 심리 험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에서 기인했다.다른 재화

와는 달리 사치품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비용/희생 가치에 한 연구

는 많지 않았지만 사치품 자체의 특성인 배타성이나 희소성 등이 이 가

치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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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국의 지역 구분 사치품 시장

1.지역 비교 연구

비교 연구는 과학 인 방법으로써 모든 사회 상,문화 상,자연

상의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진 유기 인 복합 체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즉,비교연구는 사고의 틀을 확 시킬 수 있

고 귀납 인 추론을 가능하게 하고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교

차 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역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확인시켜

일반 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과학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최정웅

외,1995:3)

홍 형·김용 (2004)는 상이한 지역의 역사·문화·정치·경제의 발 이

그 도시의 독특한 문화 기억을 형성하게 하는데 이는 가치 이나 문화

심리 등의 형태로 시민들의 생활 방식의 반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

았다.소비라는 행동에 국한하여 보면,개인은 욕구를 충족하기 해 제

품을 소비하지만,제품 선택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이루이지지 않는 경우

가 많다.왜냐하면 소비자는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에 의하여 직·간 으

로 행동에 향을 받기 때문이다.(김주호,2011)따라서 소비자를 이해

하려면 그 사회를 이해해야 하며,한 사회나 지역의 구성원들은 다른 집

단과의 비교를 통해 더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지역 비교 문화 비교 연구들은 서로 다른 국가나 지역

에서의 행동이나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기 해 가치 의 차이를 살펴본

경우가 많다.

가장 표 인 Hofstede(1991)는 문화 가치를 5가지 차원으로 보았

다.그는 권력거리,개인주의/집단주의,남성주의/여성주의,불확실성 회

피 성향과,장기/단기 지향성 등 5가지 차원에 의해 문화를 구분하고 있

다.즉,서로 다른 문화는 의 5가지 차원에 의해 설명되고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 분야로 축소시켜 살펴보면,김병희·신운철·한상필(2002)는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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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학생의 소비 가치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학생 집단이 국

학생 집단에 비해 평등주의,쾌락주의,미래주의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

모지향 소비성향과 감각 소비 성향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김선우(2007)은 소비문화를 차원화하여 각기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서

울,뉴욕,스톡홀롬을 비교 상으로 삼아 각 지역의 소비 문화를 측정하

다.그 결과 서울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타자지향 이고 향유지향 인

특징을 보임을 알아냈다. 한 각각의 도시별 특징이 사회문화 구조에

서 어떻게 발 한 것인지 추론하 다.

이장로·박지훈(2009)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채 에서 불평행동을 하는

이유와 그 선행요인에 해 알아보았는데 문화권이 다른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 다.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불평행동이 불만이 생기게 된 원

인으로 지각하는 요인에 따라 불평 행동이 국가 간에 서로 다르다는 것

을 밝 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 문화 비교 연구는 다

른 지역의 개인들이 서로 다른 가치 과 소비 성향을 지니고 다르게 행

동한다는 것을 검증하고,지역 간 차이에 한 이해를 통해 각 집단에

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2. 국의 지역 구분 특징

국은 토가 넓고 인구도 많은 나라로써 많은 연구들이 국 소비

자들이 동질 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치나 라이 스타일,선호

도,행동 태도 등으로 국 소비자를 구분하려고 하 다.(Weietal,

2013재인용)그 몇몇 연구들은 국 소비자를 여성과 청소년 등 특

정 소비자에 집 하 지만 이들은 지리 용 범 표집의 타당성에

서 한계를 보 다.

특히 국의 소비자를 구분할 때 지역 인 구분이 요한 이유는 지

역 안의 소비자들이 동질 인 역사 ,사회 ,경제 ,지리 경험을 했

기 때문이다.이에 Swanson(1989)은 처음으로 국을 마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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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해당 지역

동부 화동(華東)
산둥성,장쑤성,안후이성, 장성,장시성,푸젠성,

상하이,타이완

부

동북(東北) 헤이룽장성,지린성,랴오닝성

화북(華北) 네이멍구자치구,베이징,톈진,허베이성,산시성

남(中南)
허난성,후베이성,후난성, 시좡족자치구, 둥성,

홍콩,마카오,하이난성

서부
서북(西北)

신장 구르자치구,간쑤성,칭하이성,닝샤후이족자

치구,산시성

서남(西南) 시짱자치구,쓰촨성, 난성,구이 우성,충칭

<표 5>일반 인 국 지역 구분

지역 차이가 요함을 역설하면서 “12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국”이라

고 제안하 다.

재 행정 일반 으로 쓰이고 있는 구분은 국을 동부, 부,서

부로 크게 구분하여 세부 으로 나 어 6~7개의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동부는 화동 지역, 부를 동북·화북· 남 지역,서부를 서북과

서남,혹은 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가장 기본 인 지역 구분은 <표

5>에 제시하 다.

국의 지역 구분과 각 지역 소비자의 소비 차이를 검증한 연구들은

<표 6>에 정리하 으며,이들은 국의 지역,경제 성장 정도,지역 문

화 등에 기반한 지역 구분을 제안하 다.(Schmitt,1997;Swanson,

1989;CuiandLiu,2000재인용)

CuiandLiu(2000)은 국의 지역을 남쪽,동쪽,북쪽, 앙,서남,서

북,동북 등 7개로 나 어 이들의 구매력,태도,라이 스타일,매체 사

용과 소비 패턴을 알아보았다.그 결과 이러한 지역 구분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국의 소비자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해

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 다.



-17-

자 지역 구분 비교 품목

Swanson(1989)

만다린(북,북서,남서,동),

Yue, Wu, Xiang, Gan,

Minnan,Minbei,Huizhou·

Wannan,Hakka

-

CuiandLiu

(2000)

남쪽,동쪽,북쪽, 앙,서

남,서북,동북 지역

구매력,태도,라이 스타일,

매체 사용과 소비 패턴

Zhangetal.

(2002)

동쪽(상하이),북쪽(베이징),

남쪽( 우)

의류 스타일,품질,색상,

랜드

ChanandWu

(2005)
북쪽,남쪽,동쪽,서쪽

소비 성향,소비 주의 발

단계

Chanetal.

(2009)
북쪽,남쪽 소비 가치

<표 6> 국 지역 비교 연구 정리

그 외에도 Zhangetal.(2002)는 동쪽의 상하이와 북쪽의 베이징,남쪽

의 우 소비자를 비교하 는데,이들이 각각 의류 선호에 있어 스타

일,품질,색상 랜드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밝혔다.Chan

andWu(2005)는 서쪽 지역이 동쪽이나 남쪽보다 통 이며 보수 이라

는 것을 밝 냈으며,소비주의의 발 단계에 있어 동쪽,서쪽,북쪽과

남쪽 지역이 각각 다르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밝 냈

다. 한 Chanetal.(2009)는 국의 남쪽 지역의 소비자들은 보다

신 인 반면,북쪽의 소비자들은 보다 보수 이라고 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지역 구분에 따라 가치 이나 생활 태도가 뚜렷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일 되게 지 하고 있다.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의 태도 행동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을 상할 수 있

다.CuiandLiu(2000)의 연구에서도 국의 7개 지역의 소비자들은 내

구재 11가지 품목과 소비재 11가지 품목 사용에서 도시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다.따라서 국의 소비자의 행동을 연구하기 해서는 지역

구분에 따른 이해가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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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의 사치품 시장 황

사치품 소비는 1980년 들어서 국제 으로 확 되었으며 그 이후

사치품 시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례 없는 속도로 성장해왔다(질 리포

베츠키 외,2004:111;Fionda& Moore,2009).

Bain& Company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세계 사치품 시장은 2120

억 유로 규모로 년도에 비해 1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과 유

럽 일본과 같은 기존에 주력 시장들이 경제 침체로 인해 부진했음에

도 이 같은 성장의 원인으로는 국의 시장의 성공 때문이라고 보았다.

재 세계 사치품 시장 가장 큰 시장은 유럽 시장이다.유럽 시

장은 37%의 유율을 보이고 있으며,그 다음으로 큰 시장은 30%인 미

국이다.아시아는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합해서 30% 정도이다.하지만

McKinsey(2012)의 보고서는 국이 2015년까지 세계 사치품 시장의

1/3을 넘게 차지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 국 사치품 시장의 성장 부

분 60%가 넘는 비 이 사치품 시장에서의 새로운 고객들이라는 에

서 국의 사치품 시장은 앞으로도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쳐지고 있

다.

매년 발간되는 국의 부자에 한 HurunWealthReport2012에 따

르면,2012년 재 천만 RMB이상 개인 자산을 갖고 있는 부호는 102

만명으로 해에 비해 6만명 이상 증가하 다. 1억 RMB이상의

부호는 63,500명으로 작년에 비해 3,5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

한 부호들은 43%가 상하이를 주변으로 하는 화동(華東)지역에,베이징

주변을 둘러싼 화북(華北)지역에는 23.8%, 둥성 주변 남(中南)지역

에 17.3%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의 부가 동부 연안 지역에 부

분 치함을 알 수 있다.이들 부호는 당연히 사치품 시장의 주 고객이

지만 국에서는 산층도 빠르게 사치품 시장으로 흡수되고 있다.

산층의 규모도 빠르게 확 되고 있어 사치품 시장의 잠재 고객은 매년

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의 사치품 소비자에 한 연구는 부분 비교 문화 성격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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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로 서양의 사치품 소비자와 동양의 사치품 소비자의 인식이나 행동

의 차이를 서양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로 이해한 연구가 많았다.

(Wong& Ahuvia,1998;Workmanetal.,2010;Podoshenetal.,2011)

즉 동양의 사치품 소비자들은 집단주의 가치 을 바탕으로 집단에 속

하기 한 사치품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한편 국은 같은 아시아권인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집단주의나 군 심리에 의한 사치품 소비가 아

닌 개성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국삼성경제연구소,

2012)

반면, 국 사치품 소비자의 가치 이 아니라 언제,어디서,어떻게 사

치품 소비를 하는지와 같은 사치품 행동에 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조사

는 제한 이며 부분 로벌 컨설 업체들의 사치품 보고서에서 그들

의 사치품 소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국 소비자들이 어떤 사치품을 구매하는지에 한 것을 살펴보면,

국에서는 사치품 품목 시계와 화장품 시장의 비 이 높았다.하지만

성장률이 높은 항목은 그 에서도 시계와 가죽제품으로 나타났다.(Bain

& Company,2011)특히 국 사람들은 핸드백과 같은 가죽제품을 개인

으로 그리고 사업 상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가죽 제품

시장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상된다. 국에서는 사치품을

선물로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사회 계를 유지하며 국 체 사치품

매출 선물의 비 도 2009년 20%가 조 넘는 수 에서 2011년 30%

까지 늘어났다고 하 다.(McKinsey,2011)

국 소비자들은 어디서 사치품을 구매할까.가격에 민감한 국 소비

자들은 국에서 사치품이 상 으로 비싸게 팔린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Kinsey의 2011년 보고

서에서 국에서 사치품이 훨씬 비싸게 팔린다는 것을 아는 비율이 2008

년에 40% 지만 2010년에는 66%로 나타나 이들이 해외여행 때 외국에

서 구매하거나 면세 을 이용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실제로 2010

년에 국에서만 사치품을 구매한다는 비율은 65% 지만 2012년에는

38%로 었고,나머지 비율은 외국에서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McKinsey2012) 국은 재 해외여행에 한 제한은 없지만 비자 없

지 출국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비자를 발 받는 것이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 해외여행이 비교 자유롭지 않은 편인데,이러한

차가 간편해지고 시간이 단축되면 해외여행에서의 사치품 구매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한편,온라인 유통채 도 주목받고 있다.온

라인에서의 사치품 구매액수는 체 온라인 소비 액수의 아직 10%도 되

지 않는 은 비 이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문가들은 측하

고 있다.

국 사람들의 사치품 구매에서 정보탐색은 매장에서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McKinsey,2011)구매 의사결정에 향을 끼치는 정보 원

천으로 44%의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얻은 정보라고 답하 다.이를 통

해 국인들은 체험하는 것을 즐겨하고 직 확인하는 것을 시하는 것

을 알 수 있다.반면,인터넷의 정보가 향을 미쳤다는 비 은 21%,구

에 향을 받았다는 비 은 1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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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제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국 소비자들의 사치품 구매 황과 사치품 소비 동

기를 도시별로 살펴보고 도시 간 비교를 하고자 한다.따라서 다음과 같

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 문제 1] 국 소비자의 사치품 구매 황은 도시별로 어떠하며 도

시 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국 소비자의 사치품 소비 동기는 도시별로 어떠하며 도

시 간 차이는 어떠한가?

제 2 변수의 정의 측정 도구

본 에서는 의 연구 문제를 알아보기 해 주요 변수에 해 정의

를 내리고 각각의 변수를 측정하기 하여 문항을 구성하 다.

1.사치품의 정의

본 조사에서 사치품은 ‘고가의 해외 유명 패션 의류잡화 랜드’로 정

의한다.구체 으로 사치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패션 가방,의류,신발,시

계,지갑 등 패션 잡화로 한정하 다. 국에서는 사치품이라는 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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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문항 (5 척도)

우수성 사치품은 다른 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나야 한다.

정교성 사치품은 장인의 세심한 공정이 필요하다.

희소성 사치품은 특수 재질이나 희귀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고가성 사치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높아야 한다.

한정성
사치품은 한정된 수량이나 디자인으로 아무나 가질 수 없
어야 한다.

맞춤성 사치품은 나만을 한 맞춤형 제품이어야 한다.

심미성 사치품은 디자인이나 모양이 아름다워야 한다.

통성 사치품은 오래된 역사와 통이 있어야 한다.

비실용성 사치품은 실용성이 없어야 한다.

<표 7>사치품 특성 변수

화장품부터 자동차,요트,여행까지 범 한 고가 제품으로 통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의 정의에서는 재화 별로 가격 가 큰 차이가 있어

여도도 달라지고,제품의 특성에 따라 구매 패턴이나 소비 동기가 달

라질 것이라 단하여 상을 상 으로 가격 범 가 넓지 않은 패션

제품으로 한정하 다.

2.사치품 구매 변수

가장 먼 , 국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지가

도시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악하기 해 사치품의 특성에 해 동의하

는 정도를 5 척도로 질문하 다.선행 연구들을 통해 정리된 사치품의

특성은 <표 7>와 같다.

사치품의 구매 시기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세일기간,해외여행

시,입학·생일·혼인 등 특별한 날, 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아무 때

나 사고 싶을 때 등으로 구성하 다.

사치품의 구매 장소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백화 , 랜드 매장,

면세 ,인터넷 등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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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 구매 시 동행자의 보기로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혼자,친

구나 동료,가족 등을 제시하 다.

사치품 구매 시 탐색 정보 원천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주변 지인

(가족,친구,동료,이웃 등),인터넷 검색,잡지,매장 등의 보기로 구성

하 다.

3.사치품 소비 동기 변수

본 연구에서는 사치품 소비 동기 개인 가치 추구 동기들 개

성 동기,사회 가치 추구 동기들 에서는 차별화 동기,동조 동기로

크게 총 3개의 기본 동기들에 해 알아본다.더불어 이를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수직-수평의 축으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개인 가치 동기와 사회 가치 추구 동기는 Settleand Alreck

(1989)이 주장한 자기 참조(self-reference) 소비와 타인 참조

(other-reference) 소비와도 연결 지을 수 있다.자기 참조 소비는

자신의 단에만 의존하여 구매 의사결정을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과정이

다.즉,사치품에 있어 자기 참조 소비는 사치품의 상징 가치를 자신

의 기 에서 자신에 맞게 추구하여 개성 정체성을 표 하는 소비가

된다.반면,타인 참조 소비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기 에 따르

기보다는 타인 지향 인 결정을 하는 소비과정이다.따라서 타인 지향

사치품 소비는 사치품의 상징 가치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회

계에 한 정보를 의사소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자기 참

조 성격의 개인 가치 동기인 개성 동기와 타인 참조 성격의 사회

가치 동기들을 모두 살펴 으로써 사치품 소비에 있어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 어느 것이 더 요한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차별화 동기와 동조 동기의 구분은 사회학자인 게오르그 짐멜의 유행

의 이 인 기능에서도 언 되었다.그는 유행의 기능 하나가 다른

사회 집단들이 특정 집단을 닮으려 하거나 연결하려는 기능이고 다른 하

나는 다른 사회 집단들과 구별하려는 기능이라고 보았다(Simmel,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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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kszentmihalyiandHalton(1981)역시 재화의 두 가지 상징 기능

으로 차별화와 동조를 제시하 다.차별화는 소유자를 사회 맥락에서

분리시켜주며 개인성을 강조해 다.반면 동조는 재화들이 상징 으로

재화의 소유자를 사회 맥락 속으로 통합되는 것을 표 해 다.(최항

섭,2003재인용)즉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서 남들과 차별화하기도 하고

반 로 남들에 동조하기도 한다.이를 바탕으로 사회 가치를 한 사

치품 소비도 차별화 동기에 의한 사치품 소비와 동조 동기에 의한 사치

품 소비로 나 어 살펴볼 것이다.

사치품 소비에서의 차별화 동기는 사치품 소비를 통해 자신을 다른

사회 집단,특히 자신보다 낮은 계층과 분리시키려는 동기이다.다른 사

람들은 살 수 없거나 근하기 힘든 상품이나 랜드를 선택함으로써 그

들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 짓기’하는 것이다.보드리야르 역시 소비 행동

이 결국 남들과 차별될 것을 강요하는 사회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

면서 이를 차이화의 강제라고 명명했다.(박정자,2006:87재인용)

반면 사치품 소비에서의 동조 동기는 사치품 소비를 통해 자신이 속

하고 싶은 사회 집단과 연결하려는 동기이다.그들이 만족을 얻는 것은

그 집단에 속했다는 소속감이나 자신의 거집단과 소비를 비슷하게 하

면서 느끼는 안도감을 통해서이다.Wiedmannetal.(2009)역시 사치품

의 사회 인 기능에서 한 개인이 주 에는 개인의 문 인 치에 맞게

사치품을 사용하고 주말에는 사회 기 을 그들의 이웃에 맞춰 그다지

단하지 않은 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 하 다.

한편,Triandisetal.(1998)는 같은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의 차이를

설명하기 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개념을 이용할 때 이 두 기 이

무 단순하다는 에서 수직 -수평의 차원을 추가하 다.수직은 자신

이 속하지 않은 다른 계층이나 집단 혹은 거집단을 의미하고 수평의

개념은 자신이 속한 계층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평과 수직의 개념은 사치품 연구에서도 개념 으로 활용된

바 있다.Mortelmans(2005)역시 사치품의 구별 짓기로써의 신호 가치에

한 연구에서 사치품의 기본 인 가치를 구별 짓기,즉 차별화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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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직 차별화와 수평 차별화로 나 었다.수직 차별화 동기는

자신보다 하 계층의 사람들과 차별화되기 해 사치품을 소비하는 것

이다.하지만 개인은 자신과 다른 계층에 해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만

큼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치에도 민감하다.따라서 자신이 속한 집

단에서 돋보이기 한 수평 차별화 동기에 의한 사치품 소비도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이를 정리해보면,사치품 소비에 있어 가장 주요한 동기는 사치품 소

비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표 하는 개성 동기와 타인과 자신을 구별 짓

는 차별화 동기 소비를 통해서 남이나 집단과 연결하려는 동조 동기로

구성된다.여기에 Triandis(1995)와 Mortelmans(2005)처럼 수직과 수평

의 차원을 더하여 볼 수 있다.하지만 개성 동기는 자신의 단에만 의

존하는 자기 거 소비로 정의했기 때문에 수직 개성 동기의 구성이

불가능하다.따라서 개성 동기는 수평 차원에서만 존재한다.<그림 1>

은 이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사치품 소비 동기 개념화

이를 바탕으로 각 동기 별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성’동기는 사치품을 선택하는 기 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사치

품 소비를 통해 자신을 표 한다.같은 집단이나 거 집단에 속한 사람

들이 어떤 사치품을 소비하든,최신 유행이 무엇이든 계없이 자신의

마음에 들고 개성을 표 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고자 한다. 한 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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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이 자신과 맞지 않더라도 본인이 만족하거나 본인에게 어울리면

구매해서 사용하는 동기 역시 이에 속한다.

‘수평 차별화’동기는 사치품 소비를 통해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

은 동기면서 그 비교의 상을 같은 집단으로 보는 동기이다.즉,가족이

나 친구들,동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떤 상품이나 랜드를 선호

하는지에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돋보이는 것이

요하기 때문에 같은 집단에서 이미 유행인 상품이나 랜드는 구매하

지 않고 같은 상품을 사는 것을 기피한다.

‘수직 차별화’동기는 ‘수평 차별화’동기와 차별화하려는 동기는

같으나 그 비교 상이 외집단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이 동기에 따

르면 같은 계층이나 그보다 아래 계층이 본인의 사치품 소비 품목이나

취향과 비슷해지는 것을 싫어한다.이에 자신만이 알고 있던 상품이나

랜드가 리 알려지고 유행이 되면 그에 한 애착이 어들 것이다.

‘수평 동조’동기는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사치품 소비를 따

라함으로써 소속감이나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사치품을 선택할 때 기

이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리 알려진 랜드인지,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같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품목인지 등이 된다.

‘수직 동조’동기는 같은 집단이 아닌 자신이 속하고 싶은 거집단

을 사치품 소비를 통해 좇는 것이다.유명인이 들던 가방을 구매하거나

자신이 속하고 싶은 집단에서 유행하는 사치품을 소비하려는 동기이다.

이러한 사치품 소비를 통해서 거집단과의 일치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

이다.

이러한 틀 안에서 사치품 소비 동기를 측정하기 해 련 연구들에

서 문항을 취합한 후 사치품 소비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척도를 구성

하 고 이를 <표 8>로 정리하 다.



-27-

유형 척도 개념 출처

개성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치품은 나의 개성을 표
하고 나의 마음에 드는 것들이다.

-사치품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내
마음에 드는지가 가장 요하다.

-나는 유행과 상 없이 나의 이미지에 딱 맞는
사치품을 선택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치품
랜드나 제품이더라도 나의 맘에 들면 구매한
다.

-Wiedmannet
al.(2009)
-Souidenetal
(2011)
- L Le
Monkhouse et
al.(2012)
-김지연·황상민
(2009)

수평

차별화

-나는 사치품을 구매할 때 친구나 동료가 구매
한 제품이나 랜드를 사야 마음이 놓이다.

-나는 내가 속한 사회구성원들이 쓰는 사치품
수 에 맞추려는 편이다.

-나는 이왕이면 주 에서 유행하거나 트 드인
사치품을 구입한다.

-나는 사치품을 구매할 때 웬만하면 친구들이
나 동료가 잘 아는 랜드나 제품을 선택한
다.

-Wiedmannet
al.(2009)
-Souidenetal
(2011)
-J.S.Podoshen
etal.(2011)

수평

동조

-나는 사치품을 살 때 내가 속한 집단에 있는
사람이 이미 구매했거나 좋아하는 제품은 피
한다.

-친구나 동료와 같은 사치품을 가지고 다니
는 것은 내가 돋보이지 않아서 싫다.

-나는 친구나 동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특별한 사치품을 갖기 해 노력한다.

-사치품을 구매할 때 어떤 제품을 사야 친구나
동료들 에 내가 제일 돋보일 수 있는지
생각한다.

- WO Bearden
etal.(1989)
- Q.Bian,S.
Forsythe
(2011)
- L Le
Monkhouse et
al.(2012)
-박배진·김시월
(2006)

수직

차별화

-디자인이나 품질이 마음에 들어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사치품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

-나만 갖고 있던 사치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
기가 있어지면 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라 살 수 없는 사
치품을 찾아서 구매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아는 사치품이 아니라 사치
품에 해 잘 알고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
는 특별한 사치품을 산다.

- KT Tian et
al(2001)
-J.S.Podoshen
etal.(2011)
- L Le
Monkhouse et
al.(2012)
-이령경·권수애·
유정자(2010)

수직

동조

-나는 유명인이 사용하는 사치품 아이템을 따
라 산다.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의
사람들이 쓰는 사치품 랜드와 같은 것을 구
매한다.

-나는 내가 평소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구매한
것과 같은 사치품 제품이나 랜드를 산다.

-나는 나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치
품 랜드 제품을 따라서 구매한다.

- Q.Bian,S.
Forsythe(2011)
-박배진·김시월
(2006)
-김지연·황상민
(2009)

<표 8>사치품 소비 동기의 척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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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262 GFI 0.956

χ2 441.852*** AGFI 0.933

df 80 NFI 0.948

RMSEA 0.060 TLI 0.943

RMR 0.030 CFI 0.957

<표 9>확인 요인분석의 모형 부합지표 수 (N=1262)

개념 구성 요소 standardizedfactorloading

개성
p1 0.794***

p2 0.622***

p3 0.631***

수평 차별화
d_h1 0.805***

d_h2 0.756***

d_h3 0.610***

수평 동조
i_h1 0.736***

i_h2 0.661***

i_h3 0.579***

수직 차별화
d_v1 0.641***

d_v2 0.765***

d_v3 0.708***

수직 동조
i_v1 0.748***

i_v2 0.768***

i_v3 0.756***

<표 10>확인 요인분석 모형의 요인 부하량 추정치 (N=1262)

이 게 구성된 문항들이 상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타당성

신뢰도를 확보해야 하기에 확인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AMOS18 로그램을 이용해 확인 요인분석을 하 고,이를 통해

요인 부하량이 작은 항목을 제거하여 최종 으로 15문항이 확정되었다.

모델 합도를 평가하기 해 <표 9>에 제시한 지수들을 살펴보았다.

RMSEA는 0.060로 0.08보다 작게 나타나 사회과학에서의 모델로는 합당

한 것으로 나타났다.RMR도 0.030로 낮은 수 을 보 으며 GFI,AGFI,

NFI,TLI,CFI은 모두 0.90를 넘었다.이를 바탕으로 본 척도가 좋은 모

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p<0.05;**p<0.01;***p<0.001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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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문항 Cronbach's
α

개성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치품 제품들은 나의 개성을 표
하고 나의 마음에 드는 것들이다.

-나는 유행과 상 없이 나의 이미지에 딱 맞는 사치품
을 선택한다.
-사치품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내 마음에
드는지가 가장 요하다.

0.743

수평

차별화

-친구나 동료와 같은 사치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내가 돋보이지 않아서 싫다.
-나는 친구나 동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특별한
사치품을 갖기 해 노력한다.
-나는 사치품을 살 때 내가 속한 집단에 있는 사람이
이미 구매했거나 좋아하는 제품이나 랜드는 피해서
구매한다.

0.801

수직

차별화

-나만 갖고 있던 사치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
어지면 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라 살 수 없는 사치품을
찾아서 구매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아는 사치품이 아니라 사치품에
해 잘 알고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사치
품을 산다.

0.764

수평

동조

-나는 내가 속한 사회구성원들이 쓰는 사치품 수 에
맞추려는 편이다.
-나는 이왕이면 주 에서 유행하거나 트 드인 사치
품을 구입한다.
-나는 사치품을 구매할 때 웬만하면 친구들이나 동료
가 잘 아는 랜드나 제품을 선택한다.

0.699

수직

동조

-나는 유명인이 사용하는 사치품 아이템을 따라 산다.
-나는 내가 평소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구매한 것과 같
은 사치품 제품이나 랜드를 산다.
-나는 나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치품 랜
드 제품을 따라서 구매한다.

0.730

<표 11>사치품 소비 동기의 하 문항에 한 신뢰도 (N=1262)

한 <표 10>에서와 같이 요인 부하량은 모두 p<0.001수 에서 유

의하게 나타나 5가지의 하 차원으로 구성된 사치품 소비 동기 척도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하 차원 안에 속한 척도들이 내 일 성을 지녀서 하나의 척

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

과 <표 11>와 같이 부분 0.7을 상회하는 수 이었으며 0.7보다 낮은

수치들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어서 동기 요인 별 하 문

항들이 내 일 성을 지니며 척도를 용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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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분
치

직할시(直轄 ) 성도(省会)도시

동부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우(廣州)

서부 충칭(重慶) 청두(成都)

<표 12>조사 지역 선정

제 3 조사 상 지역의 선정

본 연구를 한 설문은 지난 3년 동안 국 내에서 자기 자신을 해

사치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40 성인 남녀를 상으로 지역 별로

할당 표집하여 조사 상자를 구성하 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1:3으로 할당하 다.일반 으로 국 사치품

소비자 조사들의 성별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이는 자동차나 요트 등 연구 상에서 제외된 품목을 포함한 결과이다.

오히려 패션 잡화로 한정한 사치품 소비는 세계 으로도 그리고 국

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3배 정도로 나타난다.(Jing Daily,

2011.08.30,2012.05.21)

연령은 성인 소비자만을 상으로 하 다. 국에서는 80년 에 태어

난 집단과 90년 에 태어난 집단이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부각되고 있으

며 1가구 1자녀 정책 이후 태어난 이들 세 는 기성세 와는 다른 독특

한 소비문화를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하지만 10 의 경우,소비 의사 결

정에 있어서 본인이 주도하는 정도가 성인과 다르고 부모의 경제 수 이

나 거집단의 향력이 크기 때문에 비교 온 히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20세 이후의 소비자들을 조사하기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 도시마다 특색에 따라 사치품 구매 소비 동기

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재 국에서 활발한 사치품 소

비로 주목 받는 도시 5개의 도시를 <표 12>와 같이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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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베이징 상하이 우 충칭 청두

행정구역 직할시 직할시 부성 시
( 둥성)

직할시 부성 시
(쓰촨성)

도시 등 1선 도시 1선 도시 1선 도시 2선 도시 2선 도시

면 (km²) 16,411 6,219 7,434 82,400 12,121

인구(만 명) 2,019 2,347 1,270 3,330 1,407

인구 도(명/km²) 823 3,702 1,708 378 1,159

도시화율(%) 0.658 0.844 0.428 0.394 0.435

도시 경쟁력 순 2 1 6 8 5

도시 GDP (억 RMB) 16,251.9 19,195.7 12,423.4 10,011.4 6,854.6

1차 산업(%) 0.8 0.7 1.7 8.4 4.7

2차 산업(%) 23.1 41.3 36.8 55.4 45.9

3차 산업(%) 76.1 58.0 61.5 36.2 49.4

1인당 GDP(RMB) 80,394 82,260 87,458 34,500 49,438

평균 임 (RMB) 75,836 77,031 57,474 40,042 42,363

1인당가처분소득(RMB) 30,132 36,230 34,300 20,249 20,545

1인당 지출 (RMB) 21,984 25,102 28,000 16,747 17,795

지출/가처분소득(RMB) 0.730 0.693 0.816 0.827 0.866

<표 13> 국 도시별 개

도시 선정의 기 은 치와 행정 구분을 동시에 고려하 다. 국 도

시들은 체로 동부 연안에 가까운 도시들이 발 하고 서쪽 내륙일수록

경제 발 이 더딘 모습을 모이고 있다.하지만 최근 내륙 도시들이 사치

품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로 주목받고 있다.아직 소득 수 은 상 으

로 낮지만 소득 비 지출 비 이 다른 지역들보다 높으며 최근 사치품

매장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쪽과 서쪽 지

역에서 각각 도시들을 선정하 다.반면,사치품 시장은 아직 직할시나

성도도시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기타 지 (地級)시나 시들

은 조사 상에서 제외하 다.

이상으로 동부에 치한 직할시로는 베이징과 상하이가,동부의 성도

도시로는 우,서부의 직할시로는 충칭,서부의 성도 도시로는 청두가

선정되었다.동부 직할시의 경우 베이징과 상하이로 2개 도시가 포함되

었는데,베이징과 상하이의 경우 각각 국의 정치와 경제 수도로 가장

요한 도시면서도 서로 다른 성향과 소비 습 을 갖고 있다고 리 알

출처:각 도시별 2012년 통계 연감, 국통계연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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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기 때문이다.각 도시들은 행정 구역이나 치 외에도 다양한 특

징을 가지고 있으며,많은 기 으로 그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다.<표

13>에서는 각 도시별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 다.

도시 등 은 국에서 공식 으로 사용하는 분류는 아니나 국 도시

를 구분하기 해 통상 으로 쓰는 분류이다. 체로 정치,경제 등 사회

발 정도와 도시의 경제 인구 수 에 의해 구분하지만 기 이 명

확하지 않아 연구자나 기 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기도 한다.1선 도시로

는 베이징,상하이, 우,션 등이 속하며 2선 도시는 성도 도시와 1

선 도시 주변의 도시가 포함된다.

각 지역의 경제·지리 특성 외에도 지역 별 특성 소비 성향을

악하기 해 국 도시별 소비자에 한 왕하이 (2010)과 라오창(2004)

의 서에서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 정리하 다.

베이징은 국의 수도로써 명실상부한 국의 정치와 문화의 심지

이다.이에 베이징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화 문명의 ‘정통’이며 최고 권

력에 가까이 있다는 자부심이 강하고 민족의식이 높다.이들은 외부 문

화에 한 심은 있지만 변화나 신 정신은 다소 부족하여 통이 변

하는 것에 민감하다.

최근의 베이징 소비자들은 보수 이고 피동 인 성향에서 보다 개방

이고 극 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 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 인 행사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수

까지 성장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 다.하지만 공산주의가 무 지고

시장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지 도 베이징 소비자들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선비를 우 하는 유교 성향이 남아 있다.물질보다는 내면의 깊이와

격조를 시하는 것이다.베이징 여성들도 수도 시민으로서 패션과 유행

에 심을 보이지만 화려하거나 요란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수수하고 자

연스러움을 시한다.

이러한 수천 년의 통과 최근의 시장 문화가 합쳐져 유상(儒商: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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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상인)이라는 독특한 베이징 사람들만의 특색을 만들어내었다.이들

은 지식이 풍부하고 정치에 심이 많으며 일에 있어 문성을 추구하지

만 한편으로는 한가로운 생활과 삶의 여유 문화 술을 시한다.

상하이는 국의 경제 수도다.이 지역은 동 지역 이후에 포동 지구

가 개항되면서 상 으로 다른 도시들보다 일 외국 문물을 받아들

고,‘상하이 정신’이라는 구호 아래 동서양의 조화를 추구하며 발 했다.

최근에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도시 건설과 도시 문화’라는 주제로 개

최하면서 상하이가 국 최고의 국제화 도시이자 세계 으로도 최고의

도시 수 이라는 것을 뽐냈다.

상하이 사람들은 정통 화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베이징 사람들

과는 달리 자신들을 국 최고의 우수한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한 오래 부터 상업 도시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향도 계산에 하고 치 하며 실리 이라고 알려져 있다.이 때문에

성공이라는 결과를 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자신의 이익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하지만 불법이나 부당한 거래는 선호하지 않으며 동시에

험이나 불확실성을 기피하는 면모도 보인다.

일 부터 해외 문화에 개방 이었던 상하이 소비자들은 외부 문화에

호의 이며 언제나 새로운 변화와 유행을 즐겁게 받아들이지만 이를 자

신에게 어울리는 것만 취합하여 개성 인 표 을 하는 것을 즐긴다.하

지만 혹자는 상하이 소비자들이 유행과 패션에 민감한 것이 우월감을 표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상하이 여성은 사치는 하지 않으나

남들과의 경쟁심이나 시기심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들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보고 무조건 따라하지는 않으나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

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항상 고려한다.

우는 지난 2천년의 역사에서 주목을 받거나 혜택을 받았던 이

없는 지역이었다.하지만 1685년 국의 요구로 개항한 국 최 의 개

방 항구로써 지 의 우로 성장하 다.그래서 우 시민들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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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방 항구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높다.

한 우는 식도락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희귀한 식재료를 이용하

거나 새로운 조리법을 이용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데 우 사람들의 성

향도 이처럼 새롭고 희귀한 것에 한 선호가 높다.그리고 특히 우

사람들은 한 달 지출 식비 비 이 국 최고 수 이라고 알려져 있

다.

우 소비자들은 개인의 행복과 향유를 추구한다.향유를 시하기

에 국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세속 인 향락을 마음껏 즐긴다.

우 여성들을 ‘낭만 실주의’이라고 표 하기도 하는데,이들이 배우자

를 고를 때 애정만이 아닌 물질도 그만큼 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도시와는 달리 세속 인 것을 당당히 추구하는 면모를 보인

다. 국에서 가장 먼 개방되었기에 우 지역 소비자들은 요리

나 패션 외에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거침이 없고 그것

들을 시도하는 것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한다.

충칭은 원래 쓰촨성에 속한 통 공업기지 으나 1997년 직할시로 승

격되었다. 재 국의 직할시가 베이징,상하이,천진,충칭 총 4개의 도

시뿐이라는 을 감안할 때 다른 직할시에 비해 경제 수 이나 도시 발

달 정도가 훨씬 낮은 충칭이 직할시로 승격되었다는 것은 행정 으로 충

칭의 역할이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 내부에서는 충칭의 직할시

승격 이유를 내륙 서쪽 지역에 도시를 탄생시켜 주변의 활한 농 지

역의 발 을 진하기 한 장기 인 계획으로 보고 있다.세계에서 인

구가 가장 많은 도시일 정도로 충칭의 크기나 인구 규모는 거 하나 도

시화율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아직 농 의 비율이 높

은 편이다.

한편 충칭의 자연 환경은 산지와 언덕이 많고 양자강 외에는 외부로

통하는 길이 없는 폐쇄 인 환경이다.이러한 지리 특성 때문에 충칭

사람들은 솔직하고 범하며 한편으로는 호 이다.충칭의 한 작가가

충칭 사람들을 ‘야만 인 한족’이라고 표 할 정도로 충칭 사람들은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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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하게 하고 싸움이 잦다. 한 지리 으로 폐쇄 이었기 때문에 충

칭 사람들은 진취 이며 외부로 나가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외부의 문화

를 받아들이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받아들인다 해도 빠른 시

간 내에 한 문화로 변해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칭 여인은 국 국 최고의 미녀로 받을 정도로 미모가 빼어

난 것으로 유명하다.때문에 충칭의 여성들은 패션이나 화장에 한

심이 많다.

청두는 부 내륙에 치한 쓰촨성의 성도이다.청두는 평원지 로 자

연 환경이 좋아 역사 으로도 요한 요지로 주목받은 이 여러 번 있

었고 오래 부터 국 서부의 상업 교통의 심으로 발 해왔다.

한 시장이 발달해 상업 인 분 기가 강하다.

청두는 지리 으로 분지로 막 있으면서 살기 좋은 땅으로써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그 지역 안에서만 폐쇄 으로 지내기 쉬운 여건에도 불구

하고 청두는 시장의 발달과 함께 외부 세계와 교류를 많이 해왔다.하지

만 자연 여건이 좋은 만큼 청두 사람들은 풍류를 좋아하고 여유를 즐기

는 것을 시하여 여가 활동에 한 심이 높다.

국의 경제 수 은 체로 남에서 북으로,동에서 서로 갈수록 낙후

된다. 국 내륙에 치한 쓰촨성과 그 에서도 성도인 청두는 국

륙 체로 보면 경제수 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하지만 청두는 최근

국 서부 내륙지역 개발 정책 추진 등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물가가 국 도시들 굉장히 렴한 편이나 총 소비액은 서부 최고 수

일 정도로 소비 성향이 높다.패션에도 심이 많아 옷차림새가 담

하고 유행을 선도하며 그 정도가 상하이나 우에 버 간다고 알려져

있다.WorldLuxuryAccociation의 연간보고서에서도 쓰촨성의 성도인

청두시를 국 내 주요 사치품 소비 도시로 지목하고 있다.(윤서 외,

201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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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자료의 수집 분석 방법

1. 비 조사

본조사에 앞서 문장이 어색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검토

하기 해 소비자학 공 학원생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했다.

한 사치품 소비 동기 차원에 따른 항목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조사한

후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본조사에서 사용할 변수를 최종 확정하가 해

추가 인 비조사를 실시하 다.2012년 9월 26일에 모바일 조사업체인

OPEN SURVEY에서 총 100부의 조사를 통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검증한 후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본조사에서 사용할 변수를 최종 확

정하 다. 국어 번역은 소비자학을 공하는 국인 학생을 통해 1차

번역을 하 으며 다른 국인을 통해 어색한 단어나 문장을 수정하 다.

이를 다시 한국어로 재번역하여 처음 설문지와 동일함을 확인하 다.

2.본조사

국 본조사는 2012년 10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3주간 국 리

서치 회사 ‘SMART'에 의뢰하 다.베이징,상하이, 우,충칭,청두

5개 도시에서 각각 300부를 의뢰했으나 불성실한 응답과 미완성된 설문

을 제외하고 국에서 총 1,26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3.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20.0와 AMOS18 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다.구체 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의 사치품 구매 황 별 도시 간 차이를 알아보기 해 카

이제곱 검정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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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사치품 소비 동기 별 차이 검정을 해 pairedt-test를,사치품

소비 동기의 도시 간 비교를 해 분산 분석을 통한 Duncan사후 검정

을 이용하 다.

셋째,사치품 소비 동기의 구성을 해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타당

도를 확인하 다. 문항 간 신뢰도 검증을 해 내 일 성을 나타내

는 Cronbach'sα 계수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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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사 상자의 특성

연구에 사용된 최종 설문 조사 상자의 특성은 <표 14>와 같다.베

이징은 총 264명,상하이는 299명, 우는 245명,충칭은 225명 그리고

청두는 229명의 응답을 분석하 다.남녀 비율은 1:3정도로 나타났고

연령 는 20 가 조 낮고 30 와 40 의 비 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혼의 비율이 미혼 비율에 비해 압도 으로 높았으며 최종학력은 학

졸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지출 집단에 따른 분류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 우에서는 이상의 비율이,충칭과 청두는 미만의 비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사치품 구매 횟수 역시 베이징과 상하

이, 우에서는 횟수가 높은 집단이 상 으로 비 이 높았고 구매

횟수가 은 집단의 비 이 충칭과 청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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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베이징 상하이 우 충칭 청두

성별
남성 68

(25.8%)
81

(27.1%)
59

(24.1%)
57

(25.3%)
47

(20.5%)

여성 196
(74.2%)

218
(72.9%)

186
(75.9%)

168
(74.7%)

182
(79.5%)

연령

20 60
(22.7%)

68
(22.7%)

61
(24.9%)

60
(26.7%)

54
(23.6%)

30 102
(38.6%)

112
(37.5%)

91
(37.1%)

79
(35.1%)

86
(37.6%)

40 102
(38.6%)

119
(39.8%)

93
(38.0%)

86
(38.2%)

89
(38.9%)

혼인

여부

미혼 21
(8.0%)

31
(10.4%)

23
(9.4%)

24
(10.7%)

28
(12.2%)

기혼 243
(92.0%)

268
(89.6%)

222
(90.6%)

201
(89.3%)

201
(87.8%)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0
(3.8%)

3
(1.0%)

21
(8.6%)

15
(6.7%)

9
(3.9%)

학 재학 37
(14.0%)

61
(20.4%)

53
(21.6%)

52
(23.1%)

51
(22.3%)

졸 183
(69.3%)

204
(68.2%)

155
(63.3%)

140
(62.2%)

152
(66.4%)

학원 졸 34
(12.9%)

31
(10.4%)

16
(6.5%)

18
(8.0%)

17
(7.4%)

지출

집단

0~4000
RMB미만

28
(10.6%)

23
(7.7%)

26
(10.6%)

32
(14.2%)

34
(14.8%)

4000~5,000
RMB미만

49
(18.6%)

57
(19.1%)

39
(15.9%)

44
(19.6%)

51
(22.3%)

5,000~7,000
RMB미만

73
(27.7%)

80
(26.8%)

57
(23.3%)

66
(29.3%)

55
(24.0%)

7,000~10,000
RMB미만

50
(18.9%)

62
(20.7%)

62
(25.3%)

38
(16.9%)

43
(18.8%)

10,000
RMB이상

64
(24.2%)

77
(25.8%)

61
(24.9%)

45
(20.0%)

46
(20.1%)

사치품

구매

횟수

1회 12
(4.5%)

20
(6.7%)

14
(5.7%)

14
(6.2%)

16
(7.0%)

2-3회 108
(40.9%)

115
(38.5%)

80
(32.7%)

94
(41.8%)

97
(42.4%)

4-5회 80
(30.3%)

91
(30.4%)

73
(29.8%)

74
(32.9%)

63
(27.5%)

6-10회 40
(15.2%)

47
(15.7%)

53
(21.6%)

28
(12.4%)

38
(16.6%)

11회 이상 24
(9.1%)

26
(8.7%)

25
(10.2%)

15
(6.7%)

15
(6.6%)

계 264
(100.0%)

299
(100.0%)

245
(100.0%)

225
(100.0%)

229
(100.0%)

<표 14>조사 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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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성 우수성 심미성 통성 한정성 희소성 고가성 맞춤성 비실용성

평균
(표
편차)

4.26
(.699)

4.22
(.713)

4.04
(.767)

4.03
(.796)　

3.80
(.837)

3.72
(.913)

3.61
(.856)

3.47
(.922)

2.81
(1.104)

<표 15>베이징의 사치품 특성 평가 (N=264)

제 4장 연구 결과

제 1 국 도시 간 사치품 구매 비교

1. 국 도시별 사치품 구매

(1)베이징

베이징의 사치품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해 <표 15>와 같이 사치품의 특성에 해 동의하는 정도를

5 만 으로 측정하 다.베이징의 사치품 소비자들은 정교성 특성을

4.26 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우수성(4.22 )과 심미성(4.04 ), 통성

(4.03 )특성도 4 이상으로 모두 높게 평가했다.반면 비실용성 특성

은 2.81 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베이징 사치품 소비자의 사치품 구매 시기와 구매 장소,구매 시 동행

자,사치품 정보 원천에 해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베이징의

사치품 소비자는 해외여행 시 구매하는 비 이 41.7%,세일 기간이

23.9%로 가장 높아 할인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무 때나 산다

는 비 도 18.9%로 높은 편이었다.구매 장소로는 랜드 매장이 43.2%

로 높았고 면세 (28.4%)과 백화 (25.0%)에서의 구입 비 은 비슷했으

며,인터넷은 3.4%의 은 비 으로 나타났다.사치품 구매 시 동행자로

는 가족과 함께 간다는 비 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사치품 정보 탐



-41-

정교성 우수성 심미성 통성 한정성 희소성 고가성 맞춤성 비실용성

평균
(표
편차)

4.26
(.691)

4.23
(.753)

4.12
(.721)

4.04
(.804)　

3.92
(.809)

3.75
(.876)

3.68
(.870)

3.47
(.868)

2.81
(1.104)

<표 17>상하이의 사치품 특성 평가 (N=299)

구매

시기

세일 기간 해외여행 시
입학,생일 등

특별한 날

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

아무 때나 사고

싶을 때

63(23.9%)110(41.7%) 7(2.7%) 34(12.9%) 50(18.9%)

구매

장소

백화 랜드 매장 면세 인터넷

66(25.0%) 114(43.2%) 75(28.4%) 9(3.4%)

구매

동행자

본인 혼자 친구나 동료 가족

88(33.3%) 69(26.1%) 107(40.5%)

정보

탐색

주변 지인

(가족,친구,동료 등)
인터넷 검색 잡지 매장

78(29.5%) 105(39.8%) 35(13.3%) 46(17.4%)

<표 16>베이징의 사치품 구매 (N=264)

색은 부분 인터넷 검색(39.8%)과 주변 지인(29.5%)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상하이

상하이의 사치품 소비자는 <표 17>와 같이 정교성(4.26 )을 가장 높

게 평가하고 그 외에도 우수성(4.23 ),심미성(4.12 ), 통성(4.04 )

특성을 높게 평가했다.한정성(3.92 ),희소성(3.75 ),고가성(3.68 ),

맞춤성(3.47 )도 그 뒤를 이어 3 을 넘게 평가받았지만 비실용성(2.81

)특성은 가장 낮게 평가하 다.

상하이 사치품 소비자들은 <표 18>와 같이 해외여행(46.8%)에서 구

입하는 비 이 가장 높았으며 세일 기간(21.4%)과 아무 때나(19.4%)구

매하는 경우도 상당했다.반면, 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7.7%)나 특

별한 날(4.7%)구매하는 경우는 상 으로 었다.상하이 소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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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성우수성심미성 통성희소성한정성고가성맞춤성비실용성

평균
(표
편차)

4.22
(.690)

4.24
(.728)

4.20
(.687)

3.94
(.830)　

3.89
(.822)

3.82
(.833)

3.54
(.912)

3.50
(.904)

2.61
(1.128)

<표 19> 우의 사치품 특성 평가 (N=245)

구매

시기

세일 기간 해외여행 시
입학,생일 등

특별한 날

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

아무 때나 사고

싶을 때

64(21.4%)140(46.8%) 14(4.7%) 23(7.7%) 58(19.4%)

구매

장소

백화 랜드 매장 면세 인터넷

36(12.0%) 136(45.5%) 121(40.5%) 6(2.0%)

구매

동행자

본인 혼자 친구나 동료 가족

97(32.4%) 90(30.1%) 112(37.5%)

정보

탐색

주변 지인

(가족,친구,동료 등)
인터넷 검색 잡지 매장

98(32.8%) 104(34.8%) 44(14.7%) 53(17.7%)

<표 18>상하이의 사치품 구매 (N=299)

사치품 구매 장소는 랜드 매장(45.5%)과 면세 (40.5%)이 부분이었

다.사치품 구매 시 동행자는 가족(37.5%)이 약간 높기는 했지만 모두

비슷한 비 을 보 고 사치품 정보 원천은 매장(17.7%)이나 잡지(14.7%)

보다는 인터넷 검색(34.8%)과 주변 지인(32.8%)의 비 이 높았다.

(3) 우

우 사치품 소비자들의 각 사치품 특성에 한 평가는 <표 19>와

같다.우수성(4.24 )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정교성(4.22 ),심미성

(4.20 )도 높게 평가하 다. 통성과 희소성,한정성은 3 후반,고가

성과 맞춤성은 3. 반으로 평가되었다.비실용성이 2.61 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우 소비자의 사치품 구매 련 변수들은 <표 20>와 같이 나타났

다. 우의 사치품 소비자들은 주로 구매하는 시기로는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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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성 우수성 심미성 통성 희소성 한정성 고가성 맞춤성 비실용성

평균
(표
편차)

4.13
(.705)

4.09
(.720)

3.97
(.716)

3.92
(.730)　

3.64
(.882)

3.62
(.799)

3.43
(.816)

3.37
(.877)

2.76
(1.014)

<표 21>충칭의 사치품 특성 평가 (N=225)

구매

시기

세일 기간 해외여행 시
입학,생일 등

특별한 날

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

아무 때나 사고

싶을 때

61(24.9%) 99(40.4%) 20(8.2%) 26(10.6%) 39(15.9%)

구매

장소

백화 랜드 매장 면세 인터넷

29(11.8%) 147(60.0%) 60(24.5%) 9(3.7%)

구매

동행자

본인 혼자 친구나 동료 가족

69(28.2%) 91(37.1%) 85(34.7%)

정보

탐색

주변 지인

(가족,친구,동료 등)
인터넷 검색 잡지 매장

56(22.9%) 94(38.4%) 45(18.4%) 50(20.4%)

<표 20> 우의 사치품 구매 (N=245)

(40.4%)을 꼽았으나 주요 구매 장소는 면세 (24.5%)보다는 주로 랜드

매장(60.0%)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화 은 11.8%,인터넷은

3.7%에 불과했다.사치품 구매 시에는 친구나 동료(37.1%)와 함께하는

비 이 가장 높고 혼자(28.2%)가는 비 이 상 으로 제일 낮았다.

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획득이 38.4%로 가장 높았고 주변 지인은

22.9%로 매장을 통한 정보 탐색 비 (20.4%)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4)충칭

충칭의 소비자들은 사치품 특성에 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알아본

결과 <표 21>와 같이 정교성(4.13 )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우수성(4.09 )도 높게 평가되었다.심미성과 통성은 3 후반 로

상 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희소성과 한정성은 3 반 로 평가되었

다.비실용성은 3 을 넘지 못해 가장 낮게 평가된 특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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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성 우수성 심미성 통성 희소성 한정성 맞춤성 고가성 비실용성

평균
(표
편차)

4.09
(.801)

4.08
(.785)

4.00
(.781)

3.90
(.813)　

3.77
(.791)

3.66
(.826)

3.39
(.773)

3.34
(.819)

2.59
(1.046)

<표 23>청두의 사치품 특성 평가 (N=229)

구매

시기

세일 기간 해외여행 시
입학,생일 등

특별한 날

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

아무 때나 사고

싶을 때

53(23.6%) 87(38.7%) 19(8.4%) 28(12.4%) 38(16.9%)

구매

장소

백화 랜드 매장 면세 인터넷

42(18.7%) 128(56.9%) 44(19.6%) 11(4.9%)

구매

동행자

본인 혼자 친구나 동료 가족

61(27.1%) 73(32.4%) 91(40.4%)

정보

탐색

주변 지인

(가족,친구,동료 등)
인터넷 검색 잡지 매장

71(31.6%) 83(36.9%) 29(12.9%) 42(18.7%)

<표 22>충칭의 사치품 구매 (N=225)

충칭의 사치품 구매 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충칭의

사치품 소비자들은 해외여행(38.7%)과 세일기간(23.6%)을 이용해 주로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무 때나(16.9%)나 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12.4%)구매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구매 장소의 경

우, 랜드 매장(56.8%)의 이용 비율이 압도 으로 높았으며 면세

(19.6%),백화 (18.7%),그리고 인터넷(4.9%)순이었다.동행자로는 가

족(40.4%)과 함께 구매한다는 비 이 높았으며 정보 원천은 인터넷 검색

(36.9%)과 주변 지인(31.6%)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청두

청두 소비자의 사치품 특성 평가는 <표 23>와 같다.청두 소비자는

정교성(4.09 )과 우수성(4.08 ),심미성(4.00 )을 높게 평가하 고,이

특성들을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뒤로 통성과 희소성,한정성이

3 후반으로 높은 수를 받았다.반면 비실용성은 2.59 으로 나타나

비실용 인 사치품에 해 부정 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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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기

세일 기간 해외여행 시
입학,생일 등

특별한 날

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

아무 때나 사고

싶을 때

40(17.5%) 72(31.4%) 15(6.6%) 51(22.3%) 51(22.3%)

구매

장소

백화 랜드 매장 면세 인터넷

41(17.9%) 129(56.3%) 48(21.0%) 11(4.8%)

구매

동행자

본인 혼자 친구나 동료 가족

62(27.1%) 69(30.1%) 98(42.8%)

정보

탐색

주변 지인

(가족,친구,동료 등)
인터넷 검색 잡지 매장

55(24.0%) 100(43.7%) 35(15.3%) 39(17.0%)

<표 24>청두의 사치품 구매 (N=229)

청두에서의 사치품 구매 변수는 <표 24>와 같이 나타났다.이들은 해

외여행(31.4%)시 주로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치 못

한 돈이 생겼을 때(22.3%)나 아무 때나 사고 싶을 때 산다(22.3%)는 비

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구매 장소는 반 이상이 랜드 매장

(56.3%)을 이용한다고 하 고,면세 (21.0%)이나 백화 (17.9%)에 비해

인터넷의 비 은 4.8%로 은 수 이었다. 혼자(27.1%)구매하는 비

율보다 가족(42.8%)과 함께 구매하는 비 이 높았다.사치품 정보 원천

으로는 인터넷 검색(43.7%)을 반 가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 지인(24.0%)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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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도시 간 사치품 구매 비교

국 소비자의 사치품 특성에 한 평가가 도시에 따라 다른지 알아

본 결과는 <표 25>와 같다.특성 평가 수에 따른 순 는 도시 간에

크게 다르지 않았다.베이징과 충칭은 순 가 같았으며 상하이는 한정성

특성이 희소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에서는 비실용성이 높은 가격

이나 맞춤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청두에서는 맞춤성이 높은 가격 특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든 도시에서 가장 높은 수를 얻은 세 가지 특성은 같았는데,각각

사치품은 장인의 세심한 공정이 필요하다는 ‘정교성’,다른 제품보다 품

질이 뛰어나야 한다는 ‘우수성’,디자인이나 모양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심미성’특성이었다.이런 특성들은 기능 ,심미 특성으로 사치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서도 추구할 수 있는 특성들이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에 해당하는 특성들도 모두 같았다.이들은

오래된 역사와 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통성’,한정된 수량이나 디자

인으로 아무나 가질 수 없어야 한다는 ‘한정성’,특수 재질이나 희귀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희소성’특성이다.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까지 가장 낮게 평가받은 특성들은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높

아야 한다는 ‘고가성’,사치품은 나만을 한 맞춤형 제품이어야 한다는

‘맞춤성’,실용성이 없어야 한다는 ‘비실용성’이었다.

이와 같이 모든 도시에서 다른 재화에 비해 사치품에서 더 추구할 수

있는 희소성이나 개인화 가치들에 한 평가가 기능 인 특성들에 한

평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고가성 특성에 한 평가도 낮게 나타났으

며,특히 비실용성은 다른 특성들보다도 유난히 낮게 평가되었는데 실용

성이 없을수록 사치재의 기능을 한다는 인식이 국인들에게는 낮게 나

타난다는 것을 보여 다.

다음은 각각의 특성에 한 도시 간 평가가 서로 차이가 있는지 분산

분석으로 검정하 다.그 결과 사치품의 특성 ‘통성’과 ‘맞춤성’특

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통성 특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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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D
베이징

(N=264)

상하이

(N=299)

우

(N=245)

충칭

(N=225)

청두

(N=229)
F

정교성 4.26b 4.26b 4.22b 4.13ab 4.09a 3.049*

우수성 4.22b 4.23b 4.24b 4.09a 4.08a 2.915*

심미성 4.04ab 4.12bc 4.20c 3.97a 4.00ab 3.974**

통성 4.03 4.04 3.94 3.92 3.90 1.866
한정성 3.80b 3.92b 3.82b 3.62a 3.66a 5.879***

희소성 3.72a 3.75ab 3.89b 3.64a 3.77ab 2.630*

고가성 3.61c 3.68c 3.54bc 3.43ab 3.34a 6.544***

맞춤성 3.47 3.47 3.50 3.37 3.39 1.014
비실용성 2.81b 2.81b 2.61ab 2.76ab 2.59a 2.643*

<표 25>도시 간 사치품 특성 평가 비교

경우,베이징 소비자들이 유구한 국 역사에서 수도 도시로써의 자부심

이 강하고 통을 시한다고 알려져 사치품의 특성 평가에서도 다른 도

시에 비해 높은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가정하 지만 상하이와 비슷한 수

이었으며,도시 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p<0.05;**p<0.01;***p<0.001

우수성과 한정성은 도시별 차이 검정을 통한 사후 분석에서 베이징,

상하이, 우가 한 집단으로,충칭과 청두가 다른 집단으로 분류

는데 이는 동부 서부,혹은 경제 규모가 큰 1선 도시들과 상 으로

작은 2선 도시들 간의 분류이다.1선 도시들은 2선 도시들에 비해 수

가 높게 나타났다.정교성과 고가성,비실용성 역시 비슷하게 분류되었으

며 특성에 따라 우나 충칭이 그 구분의 경계에 있었다.

심미성과 희소성은 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심미성은 우 다

음에 상하이,베이징,청두 충칭 순이었고,희소성은 우,청두,상하

이,베이징,충칭 순으로 다른 특성들에서의 도시 간 차이와는 다르게 나

타났다. 우는 가장 먼 개항된 도시이면서 홍콩과도 지리 으로 가

까워 다른 도시에 비해 해외 제품을 할 기회가 많은 도시이다. 우

는 ‘식도락의 도시’라고 표 할 만큼 독특한 풍미와 다양한 조리법,기이

한 식재료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이러한 우 소비자들의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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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의 평가에서도 나타나 아름다움과 특수한 재료에 한 특성을 높

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청두는 다른 특성을 도시들 가장 낮게 평

가하거나 충칭과 함께 낮게 평가했는데,이 두 가지 특성에서는 청두의

수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충칭과 청두의 가장

다른 특징은 폐쇄성과 개방성이다.도시 체가 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충칭은 외부 문화에 폐쇄 인 반면,상업 도시로 언제나 시장이 활발하

게 운 되어온 청두는 외부 문화를 개방 으로 수용한다.베이징과 상하

이도 다른 특성에서는 비슷한 수 을 보이나 의 두 특성에서는 상하이

가 베이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상하이와 베이징의 차이 역시 충칭과

청두의 차이와 비슷하다.상하이는 연안 도시로 일 부터 해외 문물을

받아들 지만,베이징은 정치 문화의 수도로써 국 정통 도시 시민이라

는 자부심이 높아 국의 통 인 가치에 한 자부심이 높다.따라서

다른 특성들이 동부와 서부 도시들의 구분인 것에 반해,심미성과 특수

한 재료 특성은 개방 정도에 따라 도시들이 분류되었다.

다음으로는 도시별로 사치품을 주로 언제 구매하는지 알아보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카이제곱 검정을 하 고 그 결과를 <표 26>에서

제시하 다.도시별로 사치품 구매 시기를 살펴본 결과,청두를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해외여행 때 사치품을 구입한다는 비 이 가장 높았으며,

세일기간과 아무 때나 사고 싶을 때, 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특별

한 날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은 세일 기간과 해외여행 시, 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 사치

품을 구매한다는 비 이 다른 도시들보다 높은 편이었으며,입학 생

일 등 특별한 날 구매하는 비 은 도시들 최하 로 나타났다.상하이

는 해외여행 시 구입하는 비 이 매우 높았고,아무 때나 사고 싶을 때

산다는 비 도 청두 다음으로 높아 다른 역의 비 은 낮았다. 우

는 해외여행을 이용하는 비 도 높았지만 세일 기간을 이용한다는 비

이 도시들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치 못한 돈이 생길 때나 아무 때

나 구매한다는 비 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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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N=264)

상하이
(N=299)

우
(N=245)

충칭
(N=225)

청두
(N=229) χ2

세일 기간
63

(23.9%)
64

(21.4%)
61

(24.9%)
53

(23.6%)
40

(17.5%)

47.822***

해외여행 시
110

(41.7%)
140

(46.8%)
99

(40.4%)
87

(38.7%)
72

(31.4%)
입학, 생일 등

특별한 날
7

(2.7%)
14

(4.7%)
20

(8.2%)
19

(8.4%)
15

(6.6%)
상치 못한 돈

이 생겼을 때
34

(12.9%)
23

(7.7%)
26

(10.6%)
28

(12.4%)
51

(22.3%)
아무 때나 사고

싶을 때
50

(18.9%)
58

(19.4%)
39

(15.9%)
38

(16.9%)
51

(22.3%)

<표 26>도시별 사치품 구매 시기

날 구매하는 비 이 상 으로 높았다.충칭은 해외여행 시나 아무 때

나 구매한다는 비 이 상 으로 었고 특별한 날 구입한다는 비 이

높았다.반면 청두는 사치품 구매 시기의 비 이 다른 도시들과 많이 다

르게 나타났다.다른 도시들처럼 해외여행 시 구매한다는 비 이 가장

높았으나 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와 아무 때나 사고 싶을 때 구매한

다는 비 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고,세일기간과 특별한 날 순이었다.특

히 해외여행이나 세일 기간을 이용하는 비 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최하

이며, 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나 아무 때나 구매한다는 비율은 가

장 높아 가격 할인에 유인되기보다는 비계획 이고 충동 으로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p<0.01;***p<0.001

종합하면 국 각 도시의 사치품 소비자들은 반 으로 사치품을 구

매할 때 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인들은 선물로 사치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입학,생일 등 특별

한 날 사치품을 구매한다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기 했으나 오히려 가장

낮게 나타나 선물보다도 가격 할인이 구매에 있어 더 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사치품이 가격이 높다는 것을 알고 구매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 제품을 최 한 낮은 가격에 사기 해 해외여행이나 세일기간을 이용

하는 것이다. 한 사치품을 구매할 때 비계획 이고 충동 인 구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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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N=264)

상하이
(N=299)

우
(N=245)

충칭
(N=225)

청두
(N=229) χ2

백화
66

(25.0%)

36

(12.0%)

29

(11.8%)

42

(18.7%)

41

(17.9%)

61.785***
랜드 매장

114

(43.2%)

136

(45.5%)

147

(60.0%)

128

(56.9%)

129

(56.3%)

면세
75

(28.4%)

121

(40.5%)

60

(24.5%)

44

(19.6%)

48

(21.0%)

인터넷
9

(3.4%)

6

(2.0%)

9

(3.7%)

11

(4.9%)

11

(4.8%)

<표 27>도시별 사치품 구매 장소

비 도 상당하며 특히 청두에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치품 구매 장소와 도시와 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27>에서처럼 모든 도시에서 랜드 매장에서의 구입 비 이 가장

높았고,면세 ,백화 ,인터넷 순으로 나타났다.사치품 구매 시기에서

해외여행 시 구입한다는 비 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면세 에서 구입

비율이 높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p<0.05;**p<0.01;***p<0.001

베이징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백화 의 이용 비 이 높았고,상하이는

사치품 구매에서도 해외여행 시 구매한다는 비 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높았던 것처럼 면세 이용 비율도 가장 높았다. 우는 랜드 매장

을 이용한다는 비 이 가장 높았고,서부 도시들인 충칭과 청두는 상

으로 인터넷의 이용 비 이 높았다.충칭과 청두는 동부 도시들에 비

해 면 비 사치품 매장이 어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가 다른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치품을 구매할 때 동행하는 사람은 도시와 계가 없는 것으로 <표

28>와 같이 나타났다.베이징과 상하이는 가족 다음으로 본인 혼자,그

리고 가장 게 친구나 동료와 간다고 하 고, 우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하고 가족,그리고 본인 혼자 간다는 비 이 가장 었다.충칭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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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N=264)

상하이
(N=299)

우
(N=245)

충칭
(N=225)

청두
(N=229)

χ2

본인 혼자
88

(33.3%)

97

(32.4%)

69

(28.2%)

61

(27.1%)

62

(27.1%)

10.869친구나 동료
69

(26.1%)

90

(30.1%)

91

(37.1%)

73

(32.4%)

69

(30.1%)

가족
107

(40.5%)

112

(37.5%)

85

(34.7%)

91

(40.4%)

98

(42.8%)

<표 28>도시별 사치품 구매 시 동행자

　 베이징
(N=264)

상하이
(N=299)

우
(N=245)

충칭
(N=225)

청두
(N=229)

χ2

주변 지인

(가족,친구,동료 등)

78

(29.5%)

98

(32.8%)

56

(22.9%)

71

(31.6%)

55

(24.0%)

14.132
인터넷 검색

105

(39.8%)

104

(34.8%)

94

(38.4%)

83

(36.9%)

100

(43.7%)

잡지
35

(13.3%)

44

(14.7%)

45

(18.4%)

29

(12.9%)

35

(15.3%)

매장
46

(17.4%)

53

(17.7%)

50

(20.4%)

42

(18.7%)

39

(17.0%)

<표 29>도시별 사치품 정보 원천

두에서는 가족과 함께 간다는 비 이 가장 높고 친구나 동료,혼자 가는

순이었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사치품에 한 정보 원천 역시 도시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수치를 <표 29>에 제시하 다.모든 도시에서 인터넷 검색의 비 이

가장 높았고,주변 지인에게 정보를 얻는다는 비 이 그 다음으로 높았

다.이를 통해 국 소비자들이 상 으로 근이 쉬운 정보 원천을 선

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매장에서 정보 탐색한다는 비 이 그 뒤를 이

었으며,잡지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비 이 가장 낮았다.다른 지역에 비

해 청두가 인터넷 검색의 비 이 높고 상하이가 낮았으며,매장이나 잡

지의 탐색 비 이 우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이 역시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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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동기
(N=264)

평균
(표 편차)

pairedt-test

개성
수평
차별화

수직
차별화

수평
동조

개성 3.89(.62)
수평 차별화 3.56(.73) -8.437*** 　 　 　

수직 차별화 3.47(.76) -9.809*** -2.645*** 　 　

수평 동조 3.51(.66) -9.189*** 1.282 -0.963 　

수직 동조 3.29(.77) -12.838*** -7.098*** 4.478*** -6.108***

<표 30>베이징의 사치품 소비 동기

제 2 국 도시 간 사치품 소비 동기 비교

1. 국 도시별 사치품 소비 동기

(1)베이징

베이징의 사치품 소비 동기는 <표 30>과 같이 개성 동기의 평균이

3.89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평 차별화 동기가 3.56 ,수평 동

조 동기가 3.51 ,수직 차별화 동기가 3.47 ,수직 동조 동기가

3.29 으로 나타났다. 한 이러한 다섯 동기의 평균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하여 상체 비교(pairedt-test)를 한 결과 수평

차별화와 수평 동조,수평 동조와 수직 차별화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나머지는 동기 간 차이는 모두 p<.001수 에서 유의하게 나

타났다.즉,베이징의 사치품 소비자들은 개성 동기 수 이 수평 차별

화와 수직 동조 동기보다 높으며,수직 동조 동기 수 이 수평 동

조와 수직 차별화 동기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p<0.05;**p<0.01;***p<0.001

(2)상하이

상하이의 사치품 소비는 <표 31>과 같이 개성 동기의 평균이 3.86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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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동기
(N=299)

평균
(표 편차)

pairedt-test

개성 수평
차별화

수직
차별화

수평
동조

개성 3.86(.61)

수평 차별화 3.53(.71) -9.004
*** 　 　 　

수직 차별화 3.51(.76) -9.476*** -0.672 　 　

수평 동조 3.52(.66) -9.112*** 0.261 -0.321 　

수직 동조 3.30(.77)-12.440*** -5.902*** 5.487*** -6.124***

<표 31>상하이의 사치품 소비 동기

소비 동기
(N=245)

평균
(표 편차)

pairedt-test

개성
수평
차별화

수직
차별화

수평
동조

개성 3.81(.65)
수평 차별화 3.43(.74) -8.778*** 　 　 　

수직 차별화 3.43(.73) -8.397*** 0.000 　 　

수평 동조 3.43(.68) -8.870*** -0.116 -0.097 　

수직 동조 3.19(.77) -11.928*** -6.277*** 5.573*** -7.668***

<표 32> 우의 사치품 소비 동기

로 가장 높았고,수평 차별화와 수직 차별화,수평 동조 동기의 평

균은 각각 3.53 ,3.51 ,3.52 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수직

동조 동기는 3.30 으로 나타났다.다섯 동기의 평균 차이를 상체 비교한

결과 수평 차별화와 수평 동조,수평 동조와 수직 차별화,수평

차별화와 수직 차별화 간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나머지

동기 간 차이는 모두 p<.001수 에서 유의하 다.즉,개성 동기가 가장

높고,수평 차별화와 수직 차별화와 수평 동조 3가지 동기가 그

다음 수 이며,수직 동조 동기가 가장 낮다.

*p<0.05;**p<0.01;***p<0.001

(3) 우

*p<0.05;**p<0.01;***p<0.001

우의 사치품 소비 동기에서는 <표 32>과 같이 개성이 3.81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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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동기
(N=225)

평균
(표 편차)

pairedt-test

개성
수평
차별화

수직
차별화

수평
동조

개성 3.75(.66)

수평 차별화 3.29(.80) -9.609*** 　 　 　

수직 차별화 3.23(.77) -10.564*** -1.800 　 　

수평 동조 3.31(.69) -8.886*** -0.493 -2.176* 　

수직 동조 3.07(.81) -10.921*** -4.971*** 3.759*** -6.947***

<표 33>충칭의 사치품 소비 동기

가장 높았고,수평 차별화와 수직 차별화와 수평 동조 동기의 평

균이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 을 때 3.43으로 모두 같게 나타났

다.수직 동조 동기의 평균은 3.19 이었다.이들의 평균을 통계 으로

검정한 결과 통계 으로도 수평 차별화,수직 차별화,수평 동조가

서로 통계 차이가 없었으며 나머지 동기들 간 차이는 유의하 다

(p<0.001).

(4)충칭

충칭에서는 <표 33>에서처럼 사치품 소비 동기 개성 동기의 평균

이 3.75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앞선 도시들에서 모두 2순 가 수평

차별화 동기 던 반면에 충칭에서는 수평 동조 동기의 평균이 3.31

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수평 차별화 동기가 3.29 으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수직 차별화 동기가 3.23 ,마지막으로 수직

동조 수가 3.07 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평균의 통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수직 차별화와 수평 차별화,수평 차별화와 수평 동조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수직 차별화와 수평 동조 동기 간 평균 차

이는 p<.05수 에서 유의하 고,나머지 평균 차이는 모두 p<.001수

에서 유의하 다.즉,충칭의 사치품 소비자들은 개성 동기가 수평 동

조와 수평 차별화 동기보다는 높고,수직 동조 동기가 수평 차별

화나 수직 차별화 동기보다는 낮다고 할 수 있다.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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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동기
(N=229)

평균
(표 편차)

pairedt-test

개성 수평
차별화

수직
차별화

수평
동조

개성 3.77(.60)

수평 차별화 3.36(.67) -8.675*** 　 　 　

수직 차별화 3.33(.61) -9.873*** -0.959 　 　

수평 동조 3.36(.57) -9.802*** 0.233 -0.632 　

수직 동조 3.11(.69) -12.385*** -6.245*** 5.513*** -6.973***

<표 34>청두의 사치품 소비 동기

(5)청두

<표 34>에서 알 수 있듯이 청두에서는 가장 높은 사치품 소비 동기

가 개성 동기로 나타났다.수평 차별화 동기와 수평 동조 동기는

3.36 으로 평균이 같게 나타났고,수직 차별화 동기가 3.33 그리고

수직 동조가 3.11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동기 별 평균 차이를 검

정한 결과 수평 차별화와 수직 차별화,수평 차별화와 수평 동

조,수직 차별화와 수평 동조 동기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즉,

청두의 사치품 소비자는 개성 동기가 가장 높고,수평 차별화와 수평

동조와 수직 차별화 동기가 그 다음으로 높으며 수직 동조 동기

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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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D

(표 편차)
베이징
(N=264)

상하이
(N=299)

우
(N=245)

충칭
(N=225)

청두
(N=229)

F

개성
3.89

(.62)

3.86

(.61)

3.81

(.65)

3.75

(.66)

3.77

(.60)
2.126

수평

차별화

3.56c
(.73)

3.53c
(.71)

3.43bc
(.74)

3.29a
(.80)

3.36ab
(.67)

5.713***

수평

동조

3.51c
(.66)

3.52c
(.66)

3.43bc
(.68)

3.31a
(.69)

3.36ab
(.57)

4.883**

수직

차별화

3.47c
(.76)

3.51c
(.76)

3.43bc
(.73)

3.23a
(.77)

3.33ab
(.61)

6.024***

수직

동조

3.29b
(.77)

3.30b
(.77)

3.19ab
(.77)

3.07a
(.81)

3.11a
(.69)

4.712**

<표 35>도시 간 사치품 소비 동기 차이 검정

2. 국 도시 간 사치품 소비 동기 비교

국 도시 간 사치품 소비 동기 차이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해 보면

<표 35>와 같다.모든 도시에서 개성 동기가 제일 높았으며 수직 동

조 동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그 사이의 동기들은 도시에 따라 순 에

차이가 있었으며 동기들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

모든 도시에서 수평 동기들이 수직 동기들에 비해서 수가 높았으

며,충칭을 제외하고는 차별화 동기들이 동조 동기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치품 소비 동기 별로 도시 간 차이가 있는지 분산 분석을 통하여

각 동기들의 도시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도시에 따른 사치품 소비 동기

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모든 도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던 개성 동기는

도시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나머지 동기들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 도시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모든 동기들에서 충칭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청두, 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상하이와 베이징은

수의 차이는 있었지만,사후 검정 결과 집단의 차이는 없어 각 사치품

소비 동기에서 가장 높은 집단에 속했다.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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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도시 간 사치품 소비 동기

이를 바탕으로 개성 동기는 도시 간 차이가 없이 모든 도시에서 공통

으로 높게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다른 동기들에서는 서부 2선 도시

들인 충칭과 청두의 동기 수 이 낮고 동부 1선 도시들인 베이징과 상

하이와 우의 동기 수 이 높았다.서부 2선 도시 에는 청두가 충

칭보다 높게 나타났다.동부 1선 도시들 베이징과 상하이는 모든 동

기들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우는 이 두 도시보다는 낮은 수 을

보 다.

<그림 2>는 도시별 사치품 소비 동기 수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

고 선이 하나의 도시를 의미하며 들은 소비 동기 지 을 의미한다.5

개의 도시에서 모든 사치품 소비 동기 수들이 3 과 4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의 Y축을 3 과 4 으로 고정하여 각 들의 분포가 어떤

지 살펴보았다.그 결과 베이징과 상하이의 그래 만 수평 동조를 기

으로 교차되고 나머지 그래 들은 교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즉,베이징과 상하이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어떤 사치품 소비 동

기든 계 없이 어느 도시를 뛰어 넘거나 어느 도시보다 뒤처지지 않고

그 로 도시 수 을 유지하는 것이다.사치품 구매 황과는 달리 도시

간 순 가 거의 뒤바 지 않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 사치품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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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서는 경제 발 수 이 높은 도시의 동기 수 이 높고 경제 수

이 낮은 도시는 동기 수 이 낮게 일 되게 움직인다.이에 따라 사치품

소비 동기는 도시의 여러 특성들보다도 도시의 경제 수 이 올라갈수록

소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의 필요를 느끼고 이것이 소비자들의 사

치품 소비 동기를 자극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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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 소비자의 사치품 구

매 소비 동기에 해 알아보았다. 한 국은 도시별 이해가 필요하

다는 제 하에 이를 도시별로 살펴보고 비교하 다.이를 통해 밝 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도시별로 사치품의 특성에 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사치품의

특성들에 한 선호 순 는 도시마다 비슷하지만 특성에 한 평가 수

는 도시 간에 차이를 보 다. 한 이러한 도시 간 차이에는 한 가지 기

이 아닌 도시의 다양한 특성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심미성과 희소성 특성의 경우 개방 성향이 높다고 알려진 우나 상

하이,청두가 베이징,충칭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다른 특성들에서는

경제 발 정도가 높은 베이징과 상하이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사치품 특성에 한 평가는 소비자들이 사치품을 선택할 때 어

느 특성을 으로 보는지를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결국 사치품에 한 정의나 선호가 국 도시마다 서로 다를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사치품 구매 시기를 도시별로 살펴본 결과,모든 도시에서 비용

을 약할 수 있는 시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비계획

이고 충동 인 사치품 구매 비율도 낮지 않았다.특히 2선 도시인 청두

에서 비계획 이고 충동 인 사치품 구매 비 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이는 청두의 소비 성향이 높다고 알려진 것과 일 된 결과

로 청두 소비자들은 사치품에 한 소비 욕망을 다른 도시들에 비해 즉

흥 이고 충동 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밝 졌다.반면,사치품 구매 장소

는 모든 지역에서 랜드 매장에서의 구입하는 비 이 높았다.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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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 도시들은 상 으로 면세 에서의 구매 비 이 높았고,서부 2선

도시들은 인터넷 구매 비 이 높게 나타났다. 국에서는 재 사치품

업체들이 인터넷 매를 시작하고 있고 해외 직구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치품 매장에 근이 쉽지 않은 2선 3선 도시의 재력 있는 소비

자들의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도시와 사치품 구매 시 동행자 사치품 정보 원천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치품 구매 시 동행자 없이 혼자 간다는 비율과

친구나 동료 함께 간다는 비율,가족과 함께한다는 비율은 모든 도시에

서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한편,사치품 정보 탐색은 일상 인 정보

탐색인 인터넷 검색과 주변 지인에서의 탐색 비 이 높았으며,매장과

잡지에서의 탐색은 상 으로 게 나타났다.이는 매장에서의 탐색 비

율이 높게 나타난 선행 조사와는 다른 결과로, 재 국에서는 SNS를

포함한 인터넷 사용량이 증하고 있어 정보 탐색 성향 역시 변하고 있

는 이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 인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본 연구에서는 사치품 소비 동기를 가장 표 인 개성,차별화,

동조 동기로 구성한 후 수평-수직의 축을 추가하 다.개성 동기의 정의

상 수직 차원은 해당 사항이 없어 최종 으로 설정한 사치품 소비 동

기는 개성 동기,수평 차별화 동기,수평 동조 동기,수직 차별화

동기,수평 차별화 동기 등 총 5가지이다.

다섯째, 의 5가지의 사치품 소비 동기를 도시별로 살펴 본 결과 모

든 도시에서 개성 동기가 가장 높게,수직 동조 동기가 가장 낮게 나

타났다. 한 수평 동기들이 수직 동기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차별화 동기들이 동조 동기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이는 모든 도시들

에서 외집단 보다는 내집단이,구성원들과 비슷하고 동화되고 싶은 것보

다는 구별되고 다르게 보이고 싶은 것이 더 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도시 간 차이는 개성 동기를 제외한 다른 동기들에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모든 동기들에서 베이징과 상



-61-

하이의 동기 수가 가장 높고 우가 그 다음이며 청두,충칭 순으로

나타났다.베이징과 상하이,그리고 청두와 충칭은 사후 검정 시 각각 같

은 집단으로 묶 다.이와 같이 사치품 소비 동기에서는 지역에 따른 차

이의 방향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국 소비자들의 사치품 구매 소비 동

기가 부분 도시 간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그

방향이 항상 한쪽으로만 일정하지 않다는 것도 나타났다.사치품 소비

동기들에서는 경제 규모나 발 정도가 큰 도시들이 그 지 않은 도시들

에 비해 일 되게 높은 수를 보 지만,사치품의 특성 평가나 구매 장

소 구매 시기에서는 도시의 경제 규모보다는 외부 문화에 한 개방

정도나 소비 성향 등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결과는 국 소

비자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시에 따른 집단 구분이 요하고 유의미한 구

분이라는 을 시사한다.도시에 따른 분류는 집단 구성원들의 경제

수 과 같이 한 가지 기 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도시의 경제

규모,외부 문화에 한 개방 정도나 미에 한 심 소비 성향 등

다양한 기 을 포함하기에 보다 효과 인 분류 기 이 될 수 있다. 국

은 다른 나라와 달리 개인의 지역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 소비자에 한 연구에서도 지역 도시가 상당히 동질 인 성향의

소비자 집단을 나 는 기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제언

국이 경제 국으로 성장했지만 국 소비자에 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고,특히 사치품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국 사치품 보고서가

최근 조 씩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국 소비자의 사치품 구매 소비

동기에 한 연구가 시기 측면뿐만 아니라 필요성 측면에서도 요하

다.본 연구는 특히 국 소비자를 기본 인 인구 통계학 변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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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간 차이를 심으로 살펴보았다.본 연구의 의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국을 하나의 동질 인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국은 넓은 지역에 걸쳐 오랜 시간 동안 큰 인구 이동 없이 같은 지리

,역사 ,문화 경험을 하 다.따라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지역 구

분에 의한 소비자 집단이 다른 인구 통계학 변수보다 더 효과 인 기

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도시 간 차이가 유의

미하게 나타나 국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시 한 번 입증하 다.

둘째, 국 소비자를 이해하는 기 으로 도시가 효과 이었다.본 연

구에서 도시 간 차이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수에 따른 도시 순 역

시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이는 도시 간 차이가 항상 일정한 방

향성을 띄고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셋째,사치품 소비 동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구성하여 비교하 다.기

존의 사치품 소비 동기는 개인의 가치 이나 구매 요인에 이 맞춰졌

다면,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 인 사치품 소비 동기인 개성과 차별화

동조 동기로 집 하여 살펴보았다. 한 이에 수평과 수직의 차원을

더해 보다 심층 인 비교가 가능하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제시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국을 도시 별로 나 어 사치품 소비를 살펴보

았다.이를 통해 한 지역에 한정된 조사보다 보다 통합 이해가 가능하

다.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국 안의 도시 뿐만 아니라 같은 문

화권의 다른 도시,나아가 다른 문화권의 도시와 함께 비교함으로써 문

화 요소가 사치품 소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이다. 한 같은 지역을 미래에 다시 조사해 시계열 분석을 한다면 사치

품 소비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로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의 도시별 소비자들을 더 근본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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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반 으로 공유되는 가치 과 도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가

치 을 분리하여 알아낼 필요가 있다.각 도시가 다르게 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 국 으로 공통 으로 공유되는 가치가 있는 반면,그러

한 성장 과정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가치들도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이를 해 국 도시 간 비교 외에도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살펴

야할 것이다.이 게 알게 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도시의 소비자의 의

식이나 행동을 이해할 때 그 사회 지역의 소비자를 보다 더 잘 이해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본 조사에서 지역 비교를 한 결과 특히 사치품 소비 동기의 도

시 간 차이가 도시 별로 동기 추구 수 이 교차되지 않고 일 되게 높거

나 낮음을 유지했다.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징 인 성향이 일 되게 반 이 된 것인지,아니면 비슷한 성향이나

구성원의 소득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 통계 변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후속 연구에서 밝 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본 조사에서는 사치품 소비 동기를 새로운 기 으로 나 어 제

시하 다.하지만 조사를 설계함에 있어 기존의 척도들을 차용했기에 그

완성도에 한계가 있다.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사치품 소비 동기의 개념

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척도에의 보완을 한다면 보다 온 한 조사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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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본 설문지는 패션 명품(가

방, 의류,신발 소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상으로,명품에

한 생각과 명품 소비행동 등에 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이 조사

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연구 이외의 목 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

니다.설문의 내용에는 좋고 나쁜 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평소 생각과 행동

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학교 소비자행태연구실

연구자 조 남 은(necho@snu.ac.kr)

 

럭셔리 디자이 랜드(명품)

럭셔리 디자이 랜드(이하 명품)은 고가 의류,가죽제품,시계 액세

서리 등 개인 소비 상품을 의미한다. 표 인 랜드로는 CHANEL,

GUCCI,HERMES,LOUISVUITTON,PRADA,ARMANI,Cartier등이 있

으며,본 연구에서는 패션잡화(가방,의류,신발,시계,지갑 등)만으로 한정

한다.

[첨부-설문지]

<한국어>

0.귀하는 지 까지 에서 설명한 ‘명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 계속 진행) ②아니오(→ 설문 끝)

1.명품을 어디서 구매하십니까?

①백화 ② 랜드매장 ③면세 ④인터넷 ⑤기타

2.명품을 언제 구매하십니까?

①세일 기간 ②해외여행 시 ③입학,생일 등 특별한 날

④ 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 ⑤아무 때나 사고 싶을 때 ⑥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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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하지
않다

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명품은 나만을 한 맞춤형 제품이어야 한다.

명품은 오래된 역사와 통이 있어야 한다.

명품은 장인의 세심한 공정이 필요하다.

명품은 실용성이 없어야 한다.

명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높아
야 한다.

명품은 한정된 수량이나 디자인으로 아무나
가질 수 없어야 한다.

명품은 다른 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나야 한다.

명품은 특수 재질이나 희귀한 재료로 만들어
져야 한다.

명품은 디자인이나 모양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

지
않
다

그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다

매
우
그

다

나는 나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명품 랜드
제품을 따라서 구매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라 살 수 없는 명품을
찾아서 구매한다.

나는 명품을 구매할 때 웬만하면 친구들이나 동료가
잘 아는 랜드나 제품을 선택한다.

명품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내 마음에
드는지가 가장 요하다.

나는 명품을 구매할 때 친구나 동료가 구매한 제품

3.명품을 구매할 때 구와 동행하십니까?

①본인 혼자 ②친구나 동료 ③부모님,배우자,형제 등 가족 ④기타

4.명품 구매를 한 정보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①주변 지인(가족,친구,동료,이웃 등)②인터넷 검색 ③잡지 ④매장 ⑤기타

5.‘명품’에 있어 다음의 속성들이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다음은 명품 구매 동기와 련된 질문입니다.평소 귀하의 행동이나 생각

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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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랜드를 사야 마음이 놓이다.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의 사람들
이 쓰는 명품 랜드와 같은 것을 구매한다.

나는 유행과 상 없이 나의 이미지에 딱 맞는 명품
을 선택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명품 랜드나
제품이더라도 나의 맘에 들면 구매한다.

나만 갖고 있던 명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
어지면 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속한 사회구성원들이 쓰는 명품 수 에
맞추려는 편이다.

나는 유명인이 사용하는 명품 아이템을 따라 산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명품 제품들은 나의 개성을 표
하고 나의 마음에 드는 것들이다.

디자인이나 품질이 마음에 들어도 길거리에서 흔하
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품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

나는 내가 평소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구매한 것과
같은 명품 제품이나 랜드를 산다.

명품을 구매할 때 어떤 제품을 사야 친구나 동료들
에 내가 제일 돋보일 수 있는지 생각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아는 명품이 아니라 명품에 해
잘 알고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명품
을 산다.

나는 명품을 살 때 내가 속한 집단에 있는 사람이
이미 구매했거나 좋아하는 제품은 피한다.

친구나 동료와 같은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내가 돋보이지 않아서 싫다.

나는 이왕이면 주 에서 유행하거나 트 드인 명품
을 구입한다.

나는 친구나 동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특별한
명품을 갖기 해 노력한다

D1.귀하께서는 재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북경 ②상해 ③ 주 ④ 경 ⑤성도

D2.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남자 ②여자

D3.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20-29세 ②30-39세 ③40-49세



-77-

4,000RMB미만 ① 4,000-5,000RMB미만 ②

5,000-6,000RMB미만 ③ 6,000-7,000RMB미만 ④

7,000-8,000RMB미만 ⑤ 8,000-9,000RMB미만 ⑥

9,000-10,000RMB미만 ⑦ 10,000-11,000RMB미만 ⑧

11,000-14,000RMB미만 ⑨ 14,000-16,000RMB미만 ⑩

16,000-18,000RMB미만 ⑪ 18,000-20,000RMB미만 ⑫

20,000-30,000RMB미만 ⑬ 30,000-50,000RMB미만 ⑭

50,000RMB이상 ⑮

D4.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미혼 ②기혼

D5.가정의 한달 평균 “총수입”인지 체크해주세요.

(총수입:월 +이자소득+부동산소득 등을 합친 액)

D6.귀하 가정의 “ 축을 제외한 한달 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생활비:교육비,식비,의복비,의료비,교통비,주거비 등을 모두 포함한 액)

D7.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고등학교 졸업 ② 문 졸업 ③ 학교 졸업 ④ 학원 졸업

D8.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공무원 사업단체 ②국유(國有)기업 ③민 (民營)기업 ④외자(外資)기업

⑤일반노동인원 ⑥개인창업 ⑦학생/ 업주부/기타

D9.지 까지 명품을 총 몇 회 구입하셨습니까?

①1회 ② 2~3회 ③ 4~5회 ④6~10회 ⑤ 11회 이상



-78-

奢侈品设计师品牌(奢侈品)

奢侈品品牌设计师(下述奢侈品)指昂贵时装,皮具,时钟以及首饰等个人消费商

品.代表品牌有 CHANEL,GUCCI,HERMES,LOUIS VUITTON,PRADA,

ARMANI,Cartier等.本问卷只限于时尚物品(箱包,服装,鞋,手表,钱包等).

完全
不重
要

不重
要 一般 重要

非常
重要

奢侈品必须是只为我量身定制的产品.

奢侈品必须是拥有悠久历史和传统的.

奢侈品 要匠人细心的工艺.

奢侈品必须是没有实用性的.

奢侈品必须比一般产品的价格明显高出很多.

奢侈品由于限定的数量和设计,不可以让什么人
都随意可得

奢侈品 要比一般产品质量突出.

奢侈品必须是用特殊材质或稀贵的材料制作的.

奢侈平必须是设计或样式 亮的

< 국어>

 

0.您到现在为止有购买过以上”奢侈品”的经验吗?

① 有 (à请继续回答) ② 没有(à问卷结束)

1.您平时在哪里购买奢侈品

① 百货商场 ②品牌专卖店 ③ 免税店 ④网店 ⑤ 其它

2.您何时购买奢侈品?

① 打折期间 ②国外旅行时 ③ 入学,生日等特殊日子

④得到意外金钱收入时 ⑤随时或想买的时候 ⑥ 其它

3.购买奢侈品的时候和 同行?

①本人独自 ②朋友或同事 ③父母,配偶,兄弟,家族 ④其它

4.奢侈品购买相关信息是怎样获得的?

① 身边熟人(家人,朋友,同事,邻居 等)② 网络搜索 ③ 杂志 ④专卖店 ⑤ 其它

5.关于“奢侈品”的以下的特性，您认为有多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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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
全
符
合

不
符
合

一
般

符
合

完
全
符
合

我会购买比我富裕的人喜好的奢侈品品牌的产品

我会购买其他人不能轻易买到的奢侈品

我购买奢侈品的时候会尽量选择朋友和同事知道的品牌
或产品

购买奢侈品的时候，比起其他人的意见，我喜不喜欢更
重要

我购买奢侈品的时候只有购买朋友和同事买的产品或品
牌才会觉得踏实

如果我想融入某一群体，我会购买那个群体的成员使用
的奢侈品品牌

和流行无关，我会选择完全符合我形象的奢侈品

即使是别人不喜欢的奢侈品品牌，只要我喜欢就会购买

我所拥有的奢侈品，如果变得很普遍，我就不想继续使
用它了

我会尽力与我所属的社会层次的人用的奢侈品水准持平

我会跟着购买有名的人使用的奢侈品单品

我 喜欢的奢侈品是要能够突出我个性的奢侈品

如果满大街都是的话，即使设计和品质满意，这个奢侈
品对我来说也没有价值

我会购买平时我羡慕的人使用的奢侈单品或品牌

购买奢侈品的时候，我会 虑买哪个产品能使我在朋友
和同事中 突出

我会购买对奢侈品了解的人才能认出的特别的奢侈品，
而不是所有人都知道的

我购买奢侈品的时候，会避免周围的人已经购买过的或
是喜欢的产品

我不喜欢和朋友或同事用一样的奢侈品, 因为不能突
出我

我会购买 近正流行的奢侈品

我会努力寻找比朋友和同事所拥有的更加特别的奢侈品

6.下面是和奢侈品购买动机有关的问题，请按照您平时的行动及想法做出选择。

D1.您目前居住在哪个城 ？

①北京 ②上海 ③广州 ④重庆 ⑤成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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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元未满 ① 4,000-5,000元未满 ②

5,000-6,000元未满 ③ 6,000-7,000元未满 ④

7,000-8,000元未满 ⑤ 8,000-9,000元未满 ⑥

9,000-10,000元未满 ⑦ 10,000-11,000元未满 ⑧

11,000-14,000元未满 ⑨ 14,000-16,000元未满 ⑩

16,000-18,000元未满 ⑪ 18,000-20,000元未满 ⑫

20,000-30,000元未满 ⑬ 30,000-50,000元未满 ⑭

50,000元未满 ⑮

D2.您的性别

①男 ②女

D3.您的年龄

①20-29岁 ②30-39岁 ③40-49岁

D4.您的婚姻状况

①未婚 ②已婚

D5.您的家庭月平均“总收入”是多 ？

(总收入：工资＋银行利息收入＋房产收入等 所有收入的总和)

D6.除去储蓄金额，您的家庭月平均生活费是多 ？

(生活费：包含教育费用，食品费用，服装费用，医疗费用，交通费用，住宅费用等)

D7.您的文化程度

①高中毕业 ②专科大学毕业 ③大学本科毕业 ④研究生毕业

D8.您的职业？

①公务员 ②国有 业职员 ③民营 业职员 ④外资 业职员

⑤一般劳务人员 ⑥个人创业 ⑦学生／家庭主妇／其他

D9.目前为止共购买过多 次奢侈品?

① 1次 ② 2~3次 ③ 4~5次 ④ 6~10次 ⑤ 11次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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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regionalcompar-

isonofluxurypurchaseand

consumptionmotivesinChina

-focusedonBeijing,Shanghai,Guangzhou,

Chongqing,andChendu

Cho,Nam Eun

Dept.ofConsumerScienc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China,accountingfor20% ofworldpopulation,opened itsmarket

toforeignersinlate1970sandhasbecomeoneofthebiggestecono-

miesthroughitsrapideconomicgrowth.Chinaisnolongeraless

developedmarket,butonewithfullofconsumptiondesire,especially

inaluxurymarketthananyothercountriesonearth.

Ontheotherhand,thereisaproverbinChina(一方水土養育一方

人)whichmeans"Waterandsanddeterminesitslocals'personality".

AsitimpliesdiversityofChina,itisnecessaryforresearchersto

categorizeChinaintodifferenttypesofconsumersbyregional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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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since cities in China have shown different economic

growthrate,eachbelongstoadiverseconsumptionstage.

AsChinahasbecomeoneofmajorplayersinaluxurymarket,it

naturallyhasleadtoconstantandactiveresearches,butwithone

limitation,whichislackofanalysisofluxuryconsumersbyregional

groups.

Forthisreason,thisstudyintendstoindicatehow consumersin

eachcitypurchaseluxurygoods,andtopursueluxuryconsumption

motivesbycities.

Therefore,thisstudysetsseveralquestionsasfollows.

[Question1]How doChinesepurchaseluxurygoodsineachcity

andwhatisthedifferencebetweencities?

[Question2]How doChinesepursueluxuryconsumptionmotives

ineachcityandwhatisthedifferencebetweencities?

Forinquiryaboutaboveissues,aquantitativestudyismadefor

1,262peoplein5cities.Thestudy'sresultsandconclusionsobtained

basedonthisareasfollows.

Firstly,ranking ofattributesofluxury goodsshowsconsistent

preferenceinall5cities,butdegreeofpreferencebetweencitiesin

eachattributeisnotcoherent.Thereasonofincoherencecanbeun-

derstoodbymultiplicativefactorsofeachcity.

Secondly,asaresultofanalysisonperiodofluxurygoodspur-

chasing,itrevealsthatpurchasersseem tofavordiscountperiodin

everycity.Alsotheresultconcludesthatbrandshopsaremostfa-

vorableregardlessofcities.Whatisinterestingisthatfrequencyof

purchaseinaduty-freeshopisrelativelyhigherin1st-tiercities

thanthatin2ndtiercities.Whereasonlineshopping ishigherin

2nd-tiercitiessuchasChongqingandChengduthanthatin1st-tier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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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ly,companionsand sourceofinformation on purchasing a

luxurygoodshavenorelationsbetweencities.Searchforinformation

onluxurygoodsismainlyfrom internetsurfingandacquaintances,

whileinformationfrom magazinesandatashopisrelativelylow.

Thisresultisopposedtopriorresearchesthatsourcefrom magazines

isveryhigh.

Fourthly,personality,differentiation,andsimilarityarebasicluxury

consumptionmotivesusedinthisstudy.Furthermore,adimensionof

horizontalandverticalisadded.Horizontalmeansacomparisonwith

in-groups while vertical means a comparison with out-groups.

Finally,luxuryconsumptionmotivesarecomposedof5motives:per-

sonality,horizontaldifferentiation,horizontalsimilarity,verticaldiffer-

entiation,verticalsimilarity.

Lastly,personalitymotiveisthehighestinallcities,mostlyfol-

lowedbyhorizontaldifferentiation,horizontalsimilarity,andvertical

differentiation.Inallcities,verticalsimilarityrankedthelowestofall

motives.Horizontalmotivesrevealshigherthanverticalmotivesinall

cities.Itmeansthatincomparisonwithin-groupmembersismore

importantthan out-group members in these cities.Also,differ-

entiationmotivesarehigherthansimilaritymotivesinallcities.That

meansthatinthesecities,motivationtoshow adistinctionfrom oth-

ersismoreimportantthanamotivationtobeincluded.

Conclusionsfrom theaboveareasfollows.

Therearesignificantdifferencesbetweencitiesinmostofluxury

purchasevariablesandconsumptionmotives.Thesedifferencescould

becomprehendedbynotonlythesizeofcity'seconomybutalso

opennesstoothercultureorpropensitytoconsume.Hence,thisstudy

impliesthatclassifiedby regionisquitemeaningfultounderstand

Chineseluxuryconsumer.Duetouniquehouseholdregistrationsys-



-84-

tem inChina,Chinesearenotallowedtomovetootherregionsex-

ceptspecialcases.Therefore,regionwillcontinuetobeessentialcri-

teriatoclassifyChineseinupcomingresearches.

keywords:Luxury,Chinese,Consumptionmotives,Regional

comparison

StudentNumber:2011-2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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