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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국인의 체면의식이 소비성향과 행태에 미치는 향

-베이징 소비자 유형화를 심으로-

체면은 한 사회의 가치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가치 한 반 한

다.이는 국 사회만의 특유한 상은 아니지만,유가사상의 향 하에

다른 문화권에 비해 생활 속 여러 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의 체면의식에 한 연구는 사회심리학,사회언어학 등 여러 분야에

서 활발히 이루어져왔으며,특히 체면의 근원,개념,하 요소,사회 인

기능 등에 하여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그러나 부분이 체면의 개

념자체에 한 연구이거나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뿐이며,실

증 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체면을 구매 소비행동과 연

지어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따라서 체면이 소비성향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한 체면에 따른 국소비자의 유형화가

가능한지,유형별 소비행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은 국소비자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소비자의 체면의식

황을 알아보고자 한다.둘째,체면이 소비성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셋째,체면에 따라 국 소비자를 유형화하고,유

형별 소비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이러한 연구목 을 해 본 연구는

국 베이징의 20 에서 60 까지의 일반소비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연구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소비자의 체면은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의 두 가지의 하

차원으로 추출되었고,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 모두 보편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사회 체면은 과시성,동조성,충동성,실용성 네 가지의 소비성향

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도덕 체면은 과시성,동조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시소비성향과 동조소비성향의 경우,사회 체

면이 높을수록,반 로 도덕 체면은 낮을수록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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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소비성향의 경우에는 사회 체면이 낮을수록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이와 반 로 실용소비성향의 경우 사회 체면이 높을수록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을 기 으로 국 소비자를 유형화한

결과,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이 모두 상 으로 낮은 ‘개인주의형’,사

회 체면이 높지만 도덕 체면이 상 으로 낮은 ‘계 시형’,사회

체면이 상 으로 낮고 도덕 체면이 높은 ‘도덕 시형’,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이 모두 높은 ‘체면주의형’등 4개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넷째,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연령,출생지,결혼여부,교육수 ,가계소득,직업,부모동거여부,

독자여부 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소비자 유형별 소비행태를 알아본 결과,사회 체면이 가장 강

한 ‘계 시형’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교통/통신에 한 지출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것은 이 집단이 계를 시하는 집단으로서 다른

집단에 비해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만남과 련하여 더 많이 투자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체면주의형’의 경우 다른 집단과 달리 오락에 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것은 이 집단의 소비자들은 보편 으

로 소득수 이 높고 사회상류층으로서 생활의 여유가 있으며 오락을 비

롯한 여가 생활을 자주 즐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식당의 선택,의류,

주택,자동차 선물의 구매에 한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사회 체

면이 낮은 집단인 ‘개인주의형’과 ‘도덕 시형’은 품질 가격과 같은 실

용 인 요소가 더 요하다고 생각하며,이와 반면 사회 체면이 높은

‘계 시형’과 ‘체면주의형’은 디자인,유행, 랜드 등 표면 인 요소를

더 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의 체면의식과 소비에 한 실증 인 연구로서 국 소

비자의 소비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아울러 체

면의 여러 하 차원에 한 연구 그러한 체면과 소비의 계에 한

지속 인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체면,소비성향,소비행태

학 번 :2011-2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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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문제제기

체면은 인류 사회에 보편 으로 존재하는 상이며,미국 사회학자

Goffman(1955)은 체면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사회에 한 형식 인 표

하나라고 하 다.체면은 한 사회의 가치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가치 한 반 할 수 있다. 국은 수천 년에 걸쳐 ‘(礼)’를 강조하는

유가사상의 향을 받았고 인간 계에 있어서도 ‘(礼)’를 갖추는 것을

매우 시해왔다.‘(礼)’란 인간 계에 있어서 작동하는 규칙이며,다른

해석으로는 바로 ‘체면’이라 할 수 있다(朱瑞玲,1988).체면은 국 사회

만의 특유한 상은 아니지만 유가사상의 향 하에 다른 문화권에 비해

생활 속 여러 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에는 ‘체면을

해 고통을 감수하다(死要面子活受罪)’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국인들

은 로부터 체면을 시해왔다.미국 선교사 Authur(1894)는 ‘체면을 지

키는 것’은 국인의 가장 특별한 성격이라고 하 다.체면은 국어로

‘미엔쯔(面子)’라고 하는데 이는 국 통문화, 통 가치 ,인격 그리

고 사회문화의 수치감에 의해 작동하는 종합체이다(丁奕峰,2010).린유당

(林语 ,1977)은 체면은 추상 이고 추측할 수는 없지만 이는 국인이

사회 계를 조 하는 가장 섬세한 기 이며 국인의 가장 미묘한 사회

심리라고 하 다.그는 체면(Face),운명(Fate),은혜(Favor)가 국을 지

배하는 세 명의 여신이라고 하 으며 그 에서도 체면은 가장 강한 힘

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헌법보다도 더 존경을 받는다고 하 다.이처럼

체면은 국인의 심리 속에 깊숙이 내재된 개념으로 국사회를 이해하

는 데에 필수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체면에 한 연구는 사회심리학,사회언어학,사회 계학 등 여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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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여러 측면에서 체면의 근

원,개념,하 요소,사회 인 기능 등에 해서 구체 으로 다루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국의 체면을 하나의 개념으로 연구하는 것보다 ‘리엔

(脸)’과 ‘미엔쯔(面子)’의 두 가지 역으로 해석하거나,주 체면과 객

체면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이는 국의 체면이 서로 다른 개념

의 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만일 단순히 하나의 개념으로 연

구한다면 다소 단편 일 수 있다. 한 기존의 체면에 한 여러 연구들

은 체면의 개념자체나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실증 인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개 개방 이후 30년이 지난 지 , 국사

회는 경제 구조,문화형태 등의 격한 환으로 국인의 생활태도,가

치 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 에서 재의 체면문화가

과 비교하여 변화가 있는지,그리고 서로 다른 집단의 체면의식에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선행연구에 한 실증연구를 하는 것은

국사회의 체면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체면은 단순히 인간 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인의 소비생활

에도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체면소비’라는 단어는 국인이라면

구나 들어봤을 정도로 재 국사회의 주요한 소비행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국 소비자의 소비행동은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 구성원

과 사회규범에 큰 향을 받는다.즉,자신의 소비선택 결정과정에 있

어서 타인의 의견과 평가,그리고 소비로써 얻게 되는 사회 반응을 매

우 요시한다.체면은 바로 이러한 사회 인 상의 표 방식이며,동

시에 국 소비자의 소비행동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매우 요한 요

인이다.즉,소비는 물건을 구매하는 행 인 동시에 그와 함께 얻게 되는

주변 평가라는 큰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재 국의 체면과 련

된 연구들은 부분 사회심리학,사회언어학 등의 시각에서 이루어졌으

며,체면을 구매와 소비행동으로 련지어 연구한 자료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한 재 국에서 체면과 소비에 한 연구는 주로 과시소

비성향,동조소비성향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소비자들이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실용소비성향과 련된 연구는 아직 없다.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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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 본토의 개념인 ‘미엔쯔(面子)’에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한 소비자학 인 시각에서

‘미엔쯔(面子)’와 소비성향 소비행태를 연구하고 이해한다면 국소비

자들의 행동을 단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 2 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소비자의 체면의식 황을 알아보고자 한다.특히 인구통계

학 변수에 따른 국소비자의 체면의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인구통계학 변수를 통제한 후 체면이 소비성향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체면에 따른 국 소비자를 유형화하고,유형별 인구통계학 차

이와 소비행태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사회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체면문화와 그와 련

된 국소비자의 소비행동을 이해하는 을 제시할 수 있으며,후속연

구에 실증 인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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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제1 국에서의 체면의식

체면은 국인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미국 선교사 Authur(1894)

는 자신의 책<ChineseCharacteristics>에서 처음으로 국의 체면의식

에 해 논의하 다.Authur는 체면은 국인에게 있어 많은 뜻이 담긴

복잡한 개념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

으며 이는 국인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한 열쇠라 하 다.린유당(林

语 ,1977)은 체면은 추상 이고 추측할 수는 없지만 이는 국인의 사

회 계를 조 하는 가장 섬세한 기 이며 그들의 가장 미묘한 사회심리

라고 하 다. 국의 문학자이자 사상가인 루쉰(鲁迅) 한 자신의 서

에서 여러 차례 국인의 체면의식에 해 논하 다.그는 체면에는 여

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신분에 따라 체면도 다르고,체면은 곧 국인의

정신강령이라 하 다(鲁迅,1981).이처럼 국의 학자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학자들 한 체면은 국사회를 지배하는 요한 개념이라고 생

각하 다.

따라서 본 에서는 국 체면의식의 근원 개념 그리고 하 차원

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 체면의식의 근원

국의 체면의식인 ‘미엔쯔(面子)’의 ‘미엔(面)’은 사람의 얼굴을 뜻하

며,하나의 생리 인 일차 의미에서 차 심리 사회의미를 가진 가

치상징으로 변하 다. 국 사 에서 ‘미엔쯔(面子)’는 물건의 표면,

체면,그리고 표면 인 허 과 인정 등 크게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

다.우리가 체면의 개념을 알아보기에 앞서 국에서 체면의식이 발생된

근원과 사회배경에 해 살펴보는 것이 체면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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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1)체면의식과 유가사상

오래 부터 여러 학자들은 국의 체면의식과 유가사상의 연 성을

논의해왔으며,Cheng(1986)은 유가사상의 이론과 실천은 국인의 체면

의식에 한 개념과 표 에 한 철학 배경의 근원이라 하 다. 한,

그는 체면을 ‘리엔(脸)’과 ‘미엔쯔(面子)’의 두 가지 하 차원으로 나 어

서 이와 유가사상의 ‘(礼)’와 ‘덕(德)’그리고 ‘명(名)’의 계에 해 논

의하 다.유가사상에서 말하는 ‘(礼)’란 개인이 사회에 나가 성공하려

면 우선 가정에서 좋은 자식,좋은 형제가 되어야 하며,‘(礼)’는 곧 이

러한 계속의 한 개인의 품성에 한 표 이다.‘(礼)’를 지키는 것은

곧 ‘리엔(脸)’을 지키는 것이며,이를 통해 더 큰 ‘미엔쯔(面子)’를 얻을

수 있다 하 다.이 듯 ‘미엔쯔(面子)’는 사회가 개인을 인정하는 하나의

지표이며,유가사상 개인의 도덕 칙(‘(礼)’)에 한 사회 확장이

다.유가사상의 ‘덕(德)’은 자신의 교양을 쌓는 것으로,개인의 명 (즉

‘리엔(脸)’)이기도 하고 남을 명령하는 권력(즉 ‘미엔쯔(面子)’)이기도 하

다.‘(礼)’는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 각 치에 있는 개인에게 정당한

‘명(名)’을 요구한다.즉,‘명(名)’은 사회 행동을 조 하고 규제하여 한

개인의 사회 인 가치와 지 를 결정한다.Cheng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의 체면의식과 유가사상이 가지는 련성을 설명하 다.

주루이링(朱瑞玲,1988) 한 국인이 체면의식을 시하는 이유를 이

해하기 에 우선 ‘(礼)’가 국사회에서 가지는 요성에 해서 알아

야 된다고 하 다.그는 국 수천 년의 역사동안 유가사상이 사회의 인

간 계를 지배하 고,그 에서도 ‘(礼)’는 유가사상의 기본이자 인간

계의 각종 제약이며, 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의 서

열 계( 卑关系)를 결정한다고 하 다.그리고 그는 이러한 ‘ ’의

다른 표 이 바로 “체면”이라 하 으며,이는 한 사회의 가치 뿐만 아

니라 체면의식이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조화로운 인간



-6-

계를 유지하는지도 반 할 수 있다고 하 다.

이 외에도 King과 Myers(1977)는 유가사상의 ‘(礼)’가 외재 인

의나 규범뿐만 아니라 내재 인 자아평가도 포함한다고 하 다.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향 속에서 나타난 국의 체면의식도 외부 사회가 요구

하는 체면과 자신이 스스로 요구하는 내재 인 도덕성 체면을 포함한다

고 하 다.

2)체면의식과 수치감을 시하는 문화

미국학자 Erikson과 국학자 Hsu등은 국의 체면의식이 수치감문

화(耻感文化)에서 유래된다고 주장하 다(姜彩芬,2009).즉,인간이 느끼

는 수치감 때문에 체면을 더욱 시한다는 것이다.죄책감이란 사람이

아닌 어떠한 사건을 통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뜻한다.즉 어떠한 사건

의 결과로 인해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원칙이 틀렸음을 스스로 반성하도

록 하는 것이며 타인의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다.그러나 수치감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 극 개입되

어,사건의 옳고 그름을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단되어 느끼게 되

는 감정을 말한다(孙隆基,2004).

Eberhard(1967)는 국사회에서의 수치감(shame)이란 국인에게 매

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이는 도덕 이지 못한 수치감(non-moral

shame)이 아닌 유가사상의 하나인 도덕 인 개념이고 실제로 수치감

(shame)과 죄책감(guilt)의 역할은 동일하다고 하 다.King(1977)은

국인이 체면의식을 시하는 것은 수치감을 시하는 문화와 한

계가 있다고 하 다.그는 국의 수치감을 타율 인 수치감과 자율 인

수치감 두 가지가 있다고 하 다.타율 인 수치감은 잘못된 행동을 해

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거나 비웃을 때 생기는 치욕감이

고,이것은 그의 연구에서 보여 지는 사회 인 체면과 련된다.자율

인 수치감은 자신 스스로의 도덕 인 자책이고,이러한 수치감은 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회 체면이 아닌 도덕 체면과 련이 깊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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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타율 인 수치감이든 자율 인 수치감이든 이것은 체면의식과 함

께 국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요한 요인이다(King,

1977).

3)체면의식과 사회지향(社会取向)문화

만 학자 황 궈(黄光国,2004)는 국인이 만드는 자아는 ‘상호 의존

인 자아’도,서구사회의 개인주의를 강조한 ‘독립 인 자아’도 아니며,

하나의 ‘계 속의 자아’라고 하 으며 보통 자신과 상 방의 계에 따

라 자신에 해 다른 정의를 내린다고 하 다. 한,사회심리학 시각

에서의 체면이란 한 개인이 특정한 환경에서 느끼게 되는 ‘상황 속의 자

아’즉,자신의 이미지이며 다른 사람과 교류 시 상 방에게 좋은 이미지

를 달하기 해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이것이 바로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내는 체면이라고 할 수 있다.

양궈슈(杨国枢,2004)는 사회지향은 국인이 인간 계와 사회에 응

하는 방식이라 하 다.그는 사회지향을 하나의 행동 경향으로 해석하

는데,이것은 남을 거스르지 않고,미움을 사지 않으며,사회의 기 에

부합하고,남의 의견을 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 개인은 이러한 행

동을 통해 남의 인정과 칭찬을 얻고,좋은 인간 계를 유지하고,좋은 자

아 이미지를 형성하며,자신의 체면을 보호한다. 한,그는 사회지향을

가족지향, 계지향,권력지향,타인지향의 네 가지 종류로도 분류하 다.

가족지향은 개인보다 단체를 더 요하게 여기는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

다. 계지향은 국식 인간 계를 맺을 때 가장 요한 요소이며 좋은

인간 계를 해서 개인이 단체에 따라 움직여야하고 상 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하는 지향이다.권력지향은 사회 서열에 따라 자신에

게 합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며,타인지향은 국인의 심리나 행동

에 있어서 타인의 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기 ,평가 등

에 민감하여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거나 타인과 동일한 행동을 하

려고 노력하는 것이다.양궈슈(杨国枢,2004)는 국인이 체면을 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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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사회지향 문화의 향을 받았기 때문이

라고 하 다.

2. 국 체면의식의 개념과 하 차원

1940년 에 국학자 Hu가 처음으로 체면의 개념을 사회과학의 역

에 도입한 후에 여러 학자들이 체면의 개념과 하 차원에 해서 연구하

는데 그 에도 Ho(1974),Cheng(1986),진야오지(金 基,1988),자이

쉐웨이(翟学伟,1995)등과 같은 학자의 연구가 표 이었다.

1)체면을 하나의 개념으로 본 연구

Ho(1974)는 체면의 개념을 연구한 표 인 학자이다.그는 체면을 개

인이 사회에서 일정한 지 를 차지하고,자신의 역할에 맞게 행동하며,

타인이 허용할 수 있는 범 내에서 자신의 품격을 나타냄으로서 외부로

부터 얻게 되는 존 과 순종으로 정의하 다.그는 주로 지 (status),존

엄(dignity),명 (honor),명성(prestige),권 (authority)등 체면과 비슷

한 개념에 해 연구하 고,이에 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 다.첫째,

그는 체면이 나타내는 의미의 기 은 그 사회의 문화와 시간에 따라 항

상 다르기 때문에 체면은 행동의 기 이 아니라고 하 고,그 기 의 변

화는 곧 사회변천의 보고이자 원인이라고 하 다.둘째,그는 체면이 인

격의 변량(變量)이 아니라고 하 다.체면은 내재 인 자아 평가가 아닌

타인의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심리학 개념이 아닌 사회학

개념이다.셋째,체면과 혼동하기 쉬운 다섯 가지가 있는데,바로 지

(status),존엄(dignity),명 (honor),명성(prestige),권 (authority)이다.

지 는 사회 치로서 체면의 양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여기서 체면의 주체는 지 가 아닌 지 를 가진 사람이다.존엄은 체면

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재 인 인품도 강조하는 개념이다.명 는 특

별한 체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사회의 상류계층이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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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이다.그리고 명성이란 성공을 통해 사회에서 얻은 존 과 신뢰이고,

이는 개인요소만 포함한다.그러나 체면은 개인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여

러 가지 요소도 포함한다. 를 들어,명성을 얻게 되면 체면도 함께 얻

을 수 있지만 체면을 얻었다고 해서 명성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반

로,명성을 잃게 되면 체면도 따라서 감소하지만,체면을 잃게 되었다

고 해서 명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즉,체면이 명성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끝으로,권 한 체면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체면은 개인에 의존하지만 권 는 지 에 의존한다.권 를 가

진 사람은 당연히 체면을 얻게 되지만 체면이 있다고 해서 권 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논의는 국에서 체면을 뜻하는 ‘미엔쯔(面子)’

가 순수한 국사회의 산물인 것을 뜻하며,서구사회의 여러 가지 개념

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해석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

하다는 것을 보여 다.

이외에도 Ho(1974)는 ‘미엔쯔(面子)’의 양(量)과 질(質),득(得)과 실

(失)에 해서 논의하 다.그는 ‘미엔쯔(面子)’의 양(量)은 속해있는 지

와 집단에 따라 달라지며,질(質)의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 다.

‘미엔쯔(面子)’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우선,‘미엔쯔

(面子)’의 기 는 지 이다.지 는 선천 으로 혹은 후천 인 노력과 경

쟁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그러나 이 게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얻

게 된 ‘미엔쯔(面子)’의 질(質)은 다르다.미엔쯔(面子)’의 득(得)과 실(失)

에 해서 그는 ‘미엔쯔(面子)’의 변화가 양(量)의 변화뿐만 아니라 최

개인에게 요구되는 수 과도 계가 있다고 하 다.즉 ‘미엔쯔(面子)’는

개인이 요구하는 양(量)과 질(質)에 미치지 않았을 때 잃을 수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 인류학자 Stover(1962)는 자신의 박사논문에서 참여와 찰 그리

고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국가정의 사회 계를

연구하 다.그는 서구사회에서는 국인의 체면을 ‘타인 지향 자존감

(other-directedself-esteem)’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이것은 실질 인 체

면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 다.그는 국인의 체면은 개인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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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 인 치’라고 강조하 고,체면은 계 간의 차

이와 인간 계를 유지하는 사회 인 의식이라 정의하 다.

미국 심리학자 Ting-Toomey(1988)는 체면에 해서 체면 상이론

(FaceNegotiationTheory)을 언 하 다.즉,각 문화권에 있는 구성원

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체면을 해 다른 구성원과 상한다는 것이다.

그는 체면이란 자아(自我)가 어떤 계에서 나타내는 자아(自我)심상이

며 특정한 환경에서 상 방이 인정하는 신분(identity)이라고 하 다.

만 학자 천즈자오(陈之昭,1988) 한 체면을 하나의 자아(自我)심상으로

정의하 는데,그는 체면이란 자신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해 타

인이 평가하 을 때 형성되는 사회 가치와 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아(自我)심상으로 정의 하 다.

2)체면을 두 개의 하 차원으로 본 연구

Hu(1944)는 처음으로 국의 체면인 ‘미엔쯔(面子)’를 ‘리엔(脸)’과 ‘미

엔쯔(面子)’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 었다.그는 어의분석 방법으로 이에

한 25개 표 의 개념과 시를 통해 이들이 서로 다른 개념임을 증명

하 다.그는 ‘리엔(脸)’과 ‘미엔쯔(面子)’가 모두 단체가 개인에게 주는

존 이지만 서로 다른 기 에 의한다고 하 다.‘리엔(脸)’은 사회가 개인

을 바라보는 도덕 인품에 한 신뢰감이다.이는 개인이 사회도덕을

반하지 못하게 하는 외재 구속력인 동시에 내재 구속력이기도 하

다.‘리엔(脸)’을 잃으면 정상 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반 로

‘리엔(脸)’을 가진 사람은 설사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정직한 모습을 보여 다.‘리엔(脸)’을 잃게 될 때는 그 정도가 많을 수도

을 수도 있지만,결국 리엔(脸)이란 사람의 얼굴이라는 개체로 완 히

사라질 수 없는 일체형이다.

Hu(1944)는 ‘미엔쯔(面子)’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하나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얻은 사회 지 와 명 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이다.개인은 외부 환경에 의존해야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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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미엔쯔(面子)’는 ‘리엔(脸)’과 다르게 빌릴 수도

있고,노력을 통해 쟁취할 수도 있으며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이는 사회에서 높은 지 ,재산,권력과 능력에 의해 작동하며,사회 유

명인과의 계를 통해 좀 더 손쉬운 쟁취가 가능하다.

Hu(1944)는 ‘리엔(脸)’은 인격체의 하나로서 ‘미엔쯔(面子)’의 양(量)을

결정하기도 한다고 하 다.그래서 ‘리엔(脸)’을 잃으면 동시에 ‘미엔쯔

(面子)’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이 듯 ‘리엔(脸)’과 ‘미엔쯔(面子)’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독립 인 개념이 아니다. 한 ‘리

엔(脸)’과 ‘미엔쯔(面子)’의 요성은 사회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어떤 사

회이든 그의 구성원은 성실하고 정직한 ‘리엔(脸)’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들의 ‘미엔쯔(面子)’는 가족의 지 ,개인 계,개인의 향력 등의 요인

에 따라 달라진다.Hu의 연구는 ‘리엔(脸)’의 도덕성과 ‘미엔쯔(面子)’의

성공요인을 강조하 다.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이분법으로는 설

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도 하 는데,그 가운데 하나가 와 같은 개

념은 ‘미엔쯔(面子)’의 도덕 인 내용에 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정한 상황 하에 이나 도덕을 지키는 것이 ‘미엔쯔(面子)’를 가져오

기도 하고(Ho,1974), 한 ‘미엔쯔(面子)’는 계를 통해 얻기도 한다.

를 들면 한 사람이 높은 지 에 오르거나 성공을 하면 그의 친척도

‘미엔쯔(面子)’를 얻을 수 있다(吴铁钧,2004).

Cheng(1986)도 자신의 연구에서 국의 체면을 ‘리엔(脸)’과 ‘미엔쯔

(面子)’로 분류하여 연구하 다.우선 그는 ‘리엔(脸)’과 ‘미엔(面)’의 어법

의 차이 을 연구하 다.‘리엔(脸)’은 명사로서 사람의 생김새를 뜻하고,

‘미엔(面)’은 사람의 생김새를 뜻하기도 하지만 부분은 사물이나 사건

그리고 사람의 표면 인 상황을 뜻한다. 한,추상 인 사물의 이론,토

론,시합 등도 ‘미엔(面)’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참고로 ‘미엔(面)’

은 ‘향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써의 뜻도 가지고 있다.이러한 어법으

로 미루어 볼 때 ‘리엔(脸)’은 하나의 구체 인 단어로 ‘미엔(面)’보다 제

한 인 반면,‘미엔(面)’은 얼굴이라는 의미 외에도 한 개인의 사회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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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Cheng(1986)은 이러한 어법 개념을 토 로 ‘리엔(脸)’과 ‘미엔(面)’의

정의를 내렸다.‘리엔(脸)’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인 존엄과 남

에게 존경을 받는 인품이며,이는 잃을 수도 손상시킬 수도 없다.반면에

‘미엔(面)’은 ‘리엔(脸)’보다 훨씬 다양한 개념으로 한 개인은 하나의 ‘리

엔(脸)’만 가질 수 있는 반면,장소와 치에 따라 여러 개의 ‘미엔(面)’을

가질 수 있다.그는 한 ‘미엔쯔(面子)’가 주 인 ‘미엔쯔(面子)’와 객

인 ‘미엔쯔(面子)’의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한다고 하 다.주 인

‘미엔쯔(面子)’는 사회 체 사회 계와 련된 개체의 가치와 요성

이고,객 인 ‘미엔쯔(面子)’는 타인이 인정하는 개인의 사회 지 와

가치이다.즉,주 인 ‘미엔쯔(面子)’는 개인이 추정한 자신의 사회존

과 사회지 이며,객 인 ‘미엔쯔(面子)’는 타인이 인정한 한 개인의 실

제 사회지 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Cheng의 ‘미엔쯔(面子)’에 한 분

류는 ‘미엔쯔(面子)’의 하 차원을 연구하는 새로운 시도 다.

자이쉐웨이(翟学伟,1995)는 아직까지 ‘리엔(脸)’과 ‘미엔쯔(面子)’의 차

이를 명확하게 정의한 연구는 없지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한가지의 동

일한 것으로 단하는 것은 국인의 체면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

된 방법이라고 하 다.그는 ‘리엔(脸)’과 ‘미엔쯔(面子)’의 개념에 해서

연구하 고 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 국인을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 다.그는 우선 어의연구를 통해 ‘리엔(脸)’과 ‘미엔쯔(面子)’두

개념의 차이를 분석하 다.그는 ‘리엔(脸)’이 개체의 행동과 한 계

를 가지고 있으며 각 개체의 이미지나 표 을 나타낸다고 하 다.반면

에 ‘미엔쯔(面子)’는 사회와의 상호작용과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자가 처해 있는 계를 나타낸다.이를 근거로 하여 그는 ‘리엔(脸)’과

‘미엔쯔(面子)’에 한 정의를 내렸다.즉,‘리엔(脸)’이란,개체가 사회에

서 인정하는 기 에 합하기 하여,자신의 이미지를 그 기 에 맞게

단장한 후 표출하는 심리와 행동이다.‘미엔쯔(面子)’는 이러한 개인의 심

리와 행동이 타인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심리 지 를 뜻한다.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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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에 해 첫째,‘리엔(脸)’은 개인의 이미지와 표 방식이다.둘째,

이러한 이미지는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 의하며,‘리엔(脸)’의 득(得)과

실(失) 한 사회를 통해 결정된다.셋째,‘리엔(脸)’에 한 평가는 바로

‘미엔쯔(面子)’이다.넷째,‘리엔(脸)’에 한 정 인 평가는 ‘미엔쯔(面

子)’가 있는 것이고,부정 인 평가는 ‘미엔쯔(面子)’가 없는 것이다.다섯

째,한 개체는 ‘미엔쯔(面子)’가 있든지 없든지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한 정도의 크기에 따라 타인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지 도 다르다.

자이쉐웨이(翟学伟,1995)는 ‘리엔(脸)’과 ‘미엔쯔(面子)’가 가지는 자원

도 다르다고 하 다.개인의 이미지에 한 자원은 기질,성격,능력,지

식,도덕,품격,외모,옷차림,언어 등을 포함하고, 계로서 생기는 심리

인 지 에 한 자원은 가문,신분,지 ,명성,직무,권력,돈,인맥

등을 포함한다.그 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과 ‘리엔(脸)’의

자원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직 으로 타인과의 계,그리고 ‘미엔쯔

(面子)’에 한 자원의 크기에 향을 다.

자이쉐웨이(翟学伟,1995)는 미국 사회학자 Tedeschi의 인상 리이론

(ImpressionManagementTheory)과 결합하여 어의 Face는 개인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타인이 인정한 지 도 포함한다고 하 다.이것은 서

구사회의 개인주의(individualism)가치 과 일치하며 ‘리엔(脸)’과 ‘미엔

쯔(面子)’가 하나의 통일체임을 설명하 다.그러나 국사회의 사람들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정을 시하고 규정을 무시하는 문화,사

회 계에 있어서 나타난 특수주의, 의상 오가는 것을 시하는 형식주

의 등과 같은 사회 인 특징 때문에 ‘리엔(脸)’과 ‘미엔쯔(面子)’의 개념은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즉 ‘미엔쯔(面子)’를 얻는 것이 ‘리엔(脸)’까지 얻

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 다고 해서 ‘리엔(脸)’의 개념 없이 무조건

‘미엔쯔(面子)’만을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이를 통해 자이쉐웨이(翟学伟)

는 국인의 가치지향과 실지향을 ‘리엔(脸)’과 ‘미엔쯔(面子)’의 4분모

형으로 구분하여 국인을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내었다.‘리엔(脸)’과

‘미엔쯔(面子)’를 모두 가지고 있는 유형,‘리엔(脸)’과 ‘미엔쯔(面子)’를 모

두 가지고 있지 않는 유형,‘리엔(脸)’을 가지고 있지만 ‘미엔쯔(面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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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유형,‘리엔(脸)’이 없고 ‘미엔쯔(面子)’는 있는 유형으로 나 었다.

[그림 2-1] 자이쉐웨이(翟学伟)의 국인 4분모형

국인 4분모형의 유형1은 ‘리엔(脸)’과 ‘미엔쯔(面子)’를 모두 가진 사

람으로서 사회도덕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 이미지에 맞

게 행동하며, 한 타인의 마음속에 높은 지 를 차지한다.이 유형은 유

가사상 군자(君子)인격에 부합된다.

유형2는 ‘리엔(脸)’이 있고 ‘미엔쯔(面子)’가 없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인정에 구애됨이 없이 공평무사(公平無私)하며,원칙을 따지고 패기가 있

지만 사회에서는 ‘미엔쯔(面子)’를 얻을 수 없는 집단이다.이 유형은 사

회에서 보통 ‘융통성이 없다’,‘무 진지하다’등과 같은 부정 인 평가

를 받는다.

유형3은 ‘리엔(脸)’과 ‘미엔쯔(面子)’가 모두 없는 사람으로서 국사회

의 하 층에 있으며 ‘리엔(脸)’과 ‘미엔쯔(面子)’의 자원이 가장 부족하지

만 다른 유형보다 ‘리엔(脸)’과 ‘미엔쯔(面子)’를 추구하는 욕구가 가장 강

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자이쉐웨이(翟学伟)는 오히려 이 유형의 집단

이 차후 ‘미엔쯔(面子)’의 자원을 가장 많이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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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형4는 ‘리엔(脸)’은 없지만 ‘미엔쯔(面子)’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덕과

사회 규칙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형세의 변화를 보아 가며 태도를

바꾸고,사람이 교활하고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고 권모술수를 부린다.그

러나 이 유형은 오히려 국사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사회,정치,경

제,문화,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수익자이자 실익자이다.

자이쉐웨이(翟学伟)는 이러한 국의 ‘리엔(脸)’과 ‘미엔쯔(面子)의 모순

되는 부분들이 국사회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지 하 다.그는 국사회의 인정을 시하는 문화가 사람들 스스로를

더 이상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해 노력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 다.

즉, 국인은 사회에서 자신의 인품과 품성을 통해 인정을 받는 것보다

표면 인 왕래를 통해 타인과 어떻게 좋은 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더

요시한다.그러나 이러한 에 한 실증 인 검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인의 경향이 어떠한지를 결론 내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주로 체면을 ‘리엔(脸)’과 ‘미엔쯔(面子)’로 분류한 연구 외에도 다른 개

념이나 하 차원으로 체면을 분류한 연구가 있었다.Hu(1944)는 체면을

‘리엔(脸)’과 ‘미엔쯔(面子)’로 구분하 지만 진야오지(金 基,1988)는 사

실 이 게 구분하는 것은 국의 북방 표 어를 사용하는 지역에만 해당

하고 국 남방의 둥어나 하카어를 사용하는 지역에는 ‘리엔(脸)’에

한 표 이 없다고 하 다.언어학자 Forrest(1951)는 둥어나 하카어 같

은 국의 방언은 사실 표 어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언어라고 하

다.그 기 때문에 진야오지(金 基)는 남쪽 지역에 ‘리엔(脸)’에 한

표 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리엔(脸)’의 개념이 후기에 와서 생긴

것을 알 수 있다고 하 다.비록 둥어에서는 ‘리엔(脸)’과 ‘미엔쯔(面

子)’를 구분하지 않지만 사실 ‘미엔쯔(面子)’속에는 ‘리엔(脸)’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그래서 그는 체면을 ‘리엔(脸)’과 ‘미엔쯔(面子)’로 나 지

않고 사회 인 ‘미엔쯔(面子)’와 도덕 인 ‘미엔쯔(面子)’로 구분하여 연구

하 다.여기서의 ‘미엔쯔(面子)’는 ‘리엔(脸)’과 ‘미엔쯔(面子)’두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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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회 의미를 포함한다.

진야오지(金 基,1988)는 ‘미엔쯔(面子)’는 국에서 강한 사회성을 가

지고 있다고 하 다.‘미엔쯔(面子)’의 사회성이란,‘미엔쯔(面子)’는 사회

가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며,그 행 가 사회의 기 에 미쳐야 하고,그

지 못하다면 사회는 그에게 부여한 ‘미엔쯔(面子)’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에서 ‘미엔쯔(面子)’는 하나의 명성으로서 개인이 사회계층에

서 차지하는 신분과 지 에 따라 결정된다.그리고 사회는 신분이나 지

를 가진 사람에게 ‘미엔쯔(面子)’를 부여한다.이러한 ‘미엔쯔(面子)’의

크기는 신분지 의 정도와 사회자원(재산,권력, 계 등)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진야오지(金 基,1988)는 이러한 ‘미엔쯔(面子)’는 루쉰(鲁迅)

이 말하는 ‘상류계층’만 가지는 것이고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사람은 사

회 인 ‘미엔쯔(面子)’가 없다고 하 다.

진야오지(金 基,1988)는 도덕 인 ‘미엔쯔(面子)’를 하나의 도덕 인

품이자 집단이 하나의 도덕 명 를 가진 사람에게 표하는 존 이라고

하 다.이는 Hu의 ‘리엔(脸)’의 개념과 유사하다.도덕 ‘미엔쯔(面子)’

는 사회 ‘미엔쯔(面子)’와 달리 사회의 구성원이면 구나 가지는 것으

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양의 변화는 없으며 오직 유(有)와 무(無)의 차

이만을 가지고 있다. 한 한 개인이 도덕 ‘미엔쯔(面子)’를 잃는 것은

이나 상 방 없이 혼자서도 발생될 수 있다. 국문화에서 자신 스

스로도 도덕 칙을 수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도덕 인 주체의

자율행동 때문이다.

장차이펀(姜彩芬,2009)은 진야오지(金 基)의 사회 하 층의 사람이

사회 ‘미엔쯔(面子)’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그는 러궈안(乐

国安,2002)의 연구를 인용해서 이에 해 설명하 다.러궈안(乐国安,

2002)은 한 개인의 사회지 와 명성이 높고 낮음에 계없이 ‘미엔쯔(面

子)’를 추구하는 심리는 이에 맞추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 다.루쉰(鲁

迅) 한 모든 계층의 사람은 각자의 독립 인 ‘미엔쯔(面子)’를 가지고

있다고 하 다.



-17-

미국 인류학자 Brown과 Levinson(1987)도 체면을 다르게 분류하 다.

그들은 다른 문화권간의 비교를 통해 사람들은 어떻게 언어를 통해 체면

을 표 하는지에 해 연구하 다.그들은 체면을 ‘사람마다 요구하는 타

인이 인정하는 인 자아 이미지(publicself-image)로서 감정의 개

입을 필요로 하고,사람의 왕래 속에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

다.그리고 그들은 소극 인 체면(negative face)과 극 인 체면

(positiveface)이 있다고 주장하 으며,소극 인 체면이란 사람이 행동

할 때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을 요구로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타인에게

간섭 받지 않는 권력이다. 극 인 체면이란 개인의 요구가 소수의 사

람에게서라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서,정직한 자

아 이미지와 품행에 한 칭찬을 의미한다.

이 듯 많은 학자들은 체면을 하나의 개념으로 연구하는 것보다 두 개

나 세 개의 하 차원으로 연구하 다.그 에는 국의 체면인 ‘미엔쯔

(面子)’를 ‘리엔(脸)’과 ‘미엔쯔(面子)’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 연구들이

부분이다.이들의 체면에 한 정의를 정리해보면 체 으로 ‘리엔

(脸)’은 개인의 품행 인품 등과 같이 개인의 자질에 한 개념이고,

‘미엔쯔(面子)’은 개인이 사회에서 받는 평가,자아이미지에 한 개념이

다.체면의 하 차원에 해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리엔(脸)’이나 ‘미엔쯔(面子)’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를 들어 진

야오지(金 基,1988)의 연구에서 체면을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으로

구분하 는데 사회 체면은 ‘미엔쯔(面子)’의 개념과,도덕 체면은 ‘리엔

(脸)’과 유사한 개념이다. 에 언 한 연구들에서의 체면에 한 개념

하 차원을 정리해 보면 [표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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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체면의 개념 하 차원

학자 체면 개념의 키워드 체면의 하 차원

Ho(1974) 존 ,공손,순종

Stover(1962) 사회 치,사회의식

Ting-Toomey

(1988)
자아 심상,신분

천즈자오

(陈之昭,1988)
자아심상,자아이미지

Hu(1944)
리엔(脸):도덕,인품

미엔쯔(面子):지 ,명 ,과시욕

리엔(脸)

미엔쯔(面子)

Cheng(1986)

리엔(脸):존엄,인품

주 미엔쯔(面子):개인의 가치

객 미엔쯔(面子):사회가 인정한 개인의 가치

리엔(脸)

주 미엔쯔(面子)

객 미엔쯔(面子)

자이쉐웨이

(翟学伟,1995)

리엔(脸):이미지,표 방식

미엔쯔(面子):리엔(脸)에 한 평가

리엔(脸)

미엔쯔(面子)

국인 4분모형

진야오지

(金 基,1988)

사회 미엔쯔(面子):사회가 부여한 기

도덕 미엔쯔(面子):인품,존

사회 미엔쯔(面子)

도덕 미엔쯔(面子)

Brown&

Levinson(1978)

소극 인 체면:요구,권력

극 인 체면:정직한 자아지미지,품행

소극 인 체면

극 인 체면



-19-

제2 소비성향

1.소비성향의 개념

소비란 소비자들이 만족을 창출하기 해서 시간과 자원을 결합시키는

모든 활동이다.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필요한 물자 는 용

역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일이며 타인과 나를 차별화하는 동시에 나를

표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김 주,2012).소비성향은 소비자가 소

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향으로서 많은 연구자가 이에 한 정의를

내렸다.김민정(2001)은 소비성향이란 소비자의 소비과정에서 비교 일

되게 나타나는 심리 경향으로,개개인의 소비행동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정의하 다.김동호(1996)는 소비성향은 소비자의 구매동기

사용방법과 사용 후 처분방법 등 반 인 소비활동을 지배하는 심리

행동상의 일정한 경향이라고 정의하 다.Holt(1995)는 소비성향을 제

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며,그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낌이 어떠한지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 다.즉 소비성향을 단순히 소비과정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사용과 그것에 한 생각과 느낌도 포함된

개념으로 보았다.우찬복과 이 옥(2008)은 소비성향을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 인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 다.이 게

소비성향은 체로 소비활동에 있어서의 행 ,심리 경향으로 정의

된다(강 진,2012).

2.소비성향의 유형

소비성향이란 소비에 있어서 하나의 행 ,심리 경향으로 다양한

성격을 지닌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의 유형이 존재한다.소비성

향을 분류하는 데는 일정한 기 이 있지 않고 연구 목 에 따라 여러 가

지로 분류될 수 있다(정유림,2010).

강동호(1996)는 소비성향에 하여 타인이나 체면을 의식하는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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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나 자원을 고려하는 공익성,충동 혹은 비계획 으로 구매하는 충

동성,과소비를 자제하고 계획을 가지고 구매하는 합리성,할인시기에 구

매하거나 소유물을 효율 으로 이용하는 효율성,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향유성 등 6개의 하 요인을 제시하 다.김효미(2008)는 청소년의 비기

능 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서 연구하 는데,그는 기능 소

비를 합리형으로,비기능 소비를 동조형,개성추구형,과시형으로 구분

하여 연구하 다.최수 (2006)은 청소년의 실용성을 추구하는 합리 인

소비성향에 해 가격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구매하고 사용하는데 낭

비하는 일이 없으며, 명한 선택을 하기 해 여러 정보를 탐색하고

약성과 이성 인 행동으로 바람직한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행동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소비자의 체면의식과 소비성향의 계를 알아보고

자 선행연구와 고찰을 통해 체면의식과 련된 과시소비성향,동조소비

성향,충동소비성향,그리고 국소비자 시하는 실용소비성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과시소비성향

과시소비에 한 기의 연구는 주로 경제학 역에 집 하 다.1830

년 캐나다의 경제학자 Rae는 최 로 과시소비(conspicuousconsumption)

라는 용어에 해 언 하 으며,허 심의 시각에서 과시 상품의 본질과

효용에 해 설명하 다(袁 ,2009).그러나 과시소비의 개념이 구체

으로 인식된 것은 Veblen(1899)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Veblen은 그

의 서 <TheTheoryoftheLeisureClass>(유한계 론)에서 과시소비

를 체계 으로 분석하 다.그는 생활이 부유해짐에 따라 유한계 은

사회지 에 한 욕구가 강해지고,높은 사회지 를 얻기 해서는

자신의 부(富)를 남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하 다.인구 유동성이 강한 사

회에서 부(富)를 과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비싼 상품이나 서비스

를 소비하는 것이다.그 기 때문에 Veblen은 과시소비를 자신의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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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뽐내기 하여 생존에 필요한 실질 수 이상의 소비를 함으로써

남의 시선을 끄는 경제 행동으로,단순히 개인의 명성을 얻으려는 목

보다는 인 능력을 과시하기 해 많은 규모의 재화와 용역을 소

비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과시소비의 본질은 효용보다는 사치와 낭비

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된다고 하 다. 한 그는 사회의 모든 계층

이 그보다 더 높은 계층의 소비방식을 추구하고 모방하는데,심지어 낮

은 계층의 가난한 사람들도 과시소비의 압력을 느끼고 있다고 하 다.

Mason(1981)은 인 의미에서 과시소비의 개념을 체계화하 는

데,과시소비는 지 상품을 고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른 사람에게 뽐내려는 욕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제품의 경제 ,

실용 효용보다는 사회 인 자극을 받아 이루어진다고 하 다. 한 과

시소비가 일어나는 조건은 환경으로써의 사회가치 과 개인 성향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 다.O’cass와 Frost(2002)는 랜드의 상징

의미가 상품의 소비에 큰 향을 미친다고 하 다.그들은 실증 인 연

구를 통해 지 소비성향(statusconsumptiontendency)과 과시소비간의

차이 연 성을 연구하 다.

백경미(1995)는 과시소비를 제품을 상징 으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행

동,타인이 인정하는 제품이나 유명상표 외제품을 선호하는 행동,그

리고 가 이면 고 제품 고가품을 구매하는 행동 등 세 가지로 구

분하 다.즉 과시소비란,제품 서비스의 상징성을 통해 지 를 획득

하거나 유지하려는 목 으로 타인에게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

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2)동조소비성향

동조소비성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 동조성에 한 정의를 살펴보고

자 한다.Kiesier와 Kiesier(1969)는 동조성은 실제 는 상상되는 집단의

압력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과 신념의 변화라고 하 다.Eysenck et

al.(1972)은 동조성을 거집단의 규범과 기 에 기 한 행동이나 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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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고,Searsetal.(1985)은 동조성을 ‘일반 으로 한 개인이 집단 는

다수에 일치하려는 경향성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행 ’라고 정의하 다. 태 과 김동아(2009)는 동조란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개인의 행 에 향을 미치는 심리 상으로서

일반 으로 소속집단 는 다수의 특징을 나타내는 외모,가치 ,행동

등에 향을 받아 집단의 행동에 동참하려는 경향이라고 정의하 다.이

러한 동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한 옳고

그름을 사회 사실이나 소속집단의 의견,태도,행동 등과 비교하여 생

각과 행동의 거로 사용하기 때문이다(임미주,2012).

Lascuetal.(1999)은 소비행동에 한 동조는 거집단에 한 평가,

의도,구매행동의 노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나 행동에서의 변화

라고 하 다.여기서의 거집단은 소비활동을 할 때 개인의 가치나 행

동에 향을 주는 집단을 의미한다.이러한 거집단의 향은 소비자들

이 구매행동을 할 때 거집단의 견해를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의미한다

(백경미 & 이기춘 1993).더 구체 으로 설명하자면 거집단의 향력

은 집단구성원들 사이에 제품에 한 평가나 제품에 한 필요성을 유사

한 방향으로 일어나도록 하고 특정한 동종의 상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

으로서 특정제품이나 상표가 어떤 집단의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도

이다(이철,1997).

3)충동소비성향

충동소비성향은 개체가 비계획 ,즉각 ,많이 고려하지 않는 소비 즉

충동소비를 하는 정도이다(Weunetal.,1998).이는 소비자의 최종의 소

비성향을 나타내고 욕망과 자아통제가 함께 작용하는 결과이다.

충동의 사 정의를 보면,① 순간 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

구를 느끼게 하는 마음속의 자극,② 어떤 일을 하도록 남을 부추기거나

심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음,③ 심리 반성 없이 행 를 하는 경향으로

정의되어 있다(이명한,2010).충동소비는 이러한 충동성이 소비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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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과정에서 일어나 소비자들이 직 행동을 취하여 제품 쪽으로 다가선

다든지 혹은 제품을 만져본다든지 하는 등의 과정을 걸쳐 최종 으로 구

매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지 까지 많은 학자들이 충동소비에 해

연구해왔지만,충동소비와 련된 소비자의 구매결정 과정과 심리변화

등의 요인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동소비에 한 명확한 정

의는 없다.

충동소비에 한 연구 에는 Rook(1987)의 연구가 가장 표 이다.

그는 심리학에서의 충동성과 만족지연의 개념을 바탕으로 체계 인 충동

소비의 정의를 설명하 다.즉,충동소비는 소비자가 갑작스럽게 강한 구

매 욕망을 느낄 때 경험하는 소비성향이며,이러한 충동은 쾌감과 갈등

을 포함하지만 일반 으로 구매 결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

다.그는 소비자가 충동소비를 할 때 특히 강한 감정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 고 좋아하는 상품을 발견했을 때는 강한 구매 욕망 외에도 감정과

자아간의 충돌도 함께 일어난다고 하 다.감정이 이성을 이길 때에야

소비자들은 비로소 구매행동을 하게 된다.따라서 그는 소비자의 충동소

비행동은 감정과 인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결과라고 하 다.

최병권(2002)은 충동소비는 소비자가 갑자기 어떤 것을 구매하고자 하

는 강력하고 끈질긴 요구를 경험했을 때 발생되며 이러한 갑작스런 충동

은 심리 불균형을 래하여 쾌락 이고 감정 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

고,인지 평가와 결과에 한 고려가 감소되어 발생할 수 있다고 하

다.

많은 학자들은 충동구매를 비계획 구매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지

만 Piron(1991)은 이에 해 비 하 다.그는 충동구매와 비계획 구매

를 동일한 개념으로 단하는 것은 비계획 구매의 비충동 인면을 설

명할 수 없다고 지 하 다.즉 어떤 제품을 본 순간 즉각 으로 그것을

사기로 결정하지 않는 형태의 비계획 구매는 충동구매라 할 수 없다.

그는 충동구매에 해서 새롭게 정의하 는데,비계획성과 자극에 노출

된 이후에 일어나는 의사결정,그리고 충동구매 의사결정이 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충동구매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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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고 하 다.

4)실용소비성향

실용소비성향은 기존에 아껴 써야 한다는 맹목 인 약과는 달리 생

활 반에 걸쳐 거품을 제거하고 슬기롭게 소비하는 성향이다(유 수,

2012).

실용소비성향이란 합리 가치에 을 두고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세부 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는 개인 이고 도덕

인 믿음에 의해 내리는 구매로서 구매에 있어 이성 으로 처리되며 신

하게 고려하고 실용성과 효율성을 시하게 되는데 이에 요한 요인으

로는 회사의 신뢰성,상품의 기능,품질,편리함, 렴한 가격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성 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최숙희,2009). 한

실용소비성향은 자신이나 상황의 요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상 상품에

한 여러 가지 안들을 꼼꼼히 살핀 후,가능한 지출범 안에서 계획

에 따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이성 욕구와 경제 기 에 의해 제품

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품질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가치 추구형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미선,2010).

경 학자 Babin과 Darden은 소비의 가치를 실용 ,쾌락 가치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 는데,실용 가치는 구매를 이성 으로 처리해야 하

는 업무로 간주함으로써,실용 가치가 높은 소비자는 소비 로세스를

필요에 의한 정보탐색이라고 생각하고 쇼핑활동을 용건(errand) 는 일

(work)로 여긴다고 주장하 다(최순화 외,2002).

3.소비성향과 체면에 한 연구

1)과시소비와 체면에 한 연구

체면은 소비행동과 한 련이 있고 사람들은 체면을 지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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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행동상의 덕목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경제 수 을 넘어 신분에 맞

는 과시소비를 하려고 한다(Na,1995).최상진(2000)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 지 에 맞는 소비 행 를 함으로써 체면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

다고 하 다.Cha(2002)는 자존감과 체면민감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과시

소비를 한다고 하 다.Vigneron과 Johnson(1999)은 과시가 자신의

체면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기 으로 소비자를 나 었으며

값비싼 소비가 자신의 체면을 높여 다는 생각이 높은 사람을 과시자라

고 하 다.유이징징(于晶晶,2011)은 체면민감성이 과시소비성향에 미치

는 향에 해 ·한 비교를 하 는데 결론은 모두 체면민감성이 과시

소비성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임이 확인되었다.딩이펑(丁奕峰,

2010)의 연구에서는 국 80년 에 태어난 세 를 심으로 이들의 체면

의식과 과시소비성향의 계에 해서 연구하 다.그는 과시소비성향을

지 상징소비,자아이미지소비,집단귀속소비 세 가지로 나 어 체면의식

이 지 상징소비 자아이미지소비와 정 인 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

출하 다.

2)동조소비와 체면에 한 연구

체면유지를 해 동조는 사회 지 나 부 는 권력 등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고 집단동조는 집단규범이 어느 정도 합의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이 어느 정도 집단지향 인지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다(Lee,

1990).박성룡과 김선아(2007)는 체면 지향 행동의 창피의식성이 높을

수록 동조소비성향이 강하다고 하 다.임미주(2012)는 체면상황이 동조

소비에 미치는 향에 해서 연구하 다.그는 체면상황을 시 체면

과 방어 체면으로 측정하여 소비자들은 시 체면보다 방어 체면

상황에서 동조소비행동 의도가 더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그는 자신의

권 나 세가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굳이 하지 않으려

는 학생들의 합리 의사결정의 결과로 보여지며 동조소비행동이 방어

체면 상황의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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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충동소비와 체면에 한 연구

장정린과 좡귀군(张正林 & 庄贵军,2008)의 연구에서는 체면을 방어

체면과 획득 체면으로 나 어 이와 충동소비성향의 계를 살펴보았

다.그 결과 국소비자의 방어 체면이 높을수록 충동소비성향이 낮게

나타났는데,이는 사람들이 방어 체면에 한 욕구로 인해 극 이고

정직한 자아이미지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김재휘 등(2008)은

체면이 활성화된 상황이 그 지 않는 상황보다 비계획 소비를 더욱 유

발한다고 하 다.박정선(2008)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충동구매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서 연구하 다.그는 체면의식을 사회격식성과 창피

의식성 두 가지로 나 었고 일본인은 체면의식의 사회격식성 요인에 의

해 충동구매를 경험한다고 하 다.

4)실용소비와 체면에 한 연구

실용소비와 체면의 계에 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그러나

여러 책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국소비자가 체면을 시하면서도 실용

소비성향을 추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난도 등(2013)의 서 <트

드차이나>에서는 국만큼 체면을 시하는 나라가 없으며 국인은 체

면을 시하고 체면은 국인의 삶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 다.그는

국소비자를 VIP형 소비자,자기만족형 소비자,트 디형 소비자,실속형

소비자,열망형 소비자와 검약형 소비자 등 6가지로 유형화 하 다.그

에 랜드보다 제품의 제공가치에 을 두고 있는 실속형 소비자는

상품의 가격에 민감하여 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가장 가격이 렴

한 곳에서 구입하려고 하는데,이들은 오히려 같은 제품을 남보다 더

렴한 가격에 샀을 때 자신의 체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 다.이처럼

국소비자는 체면을 챙기는 동시에 최 한 실용 으로 소비하려는 경향

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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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소비행태

소비행태는 폭 넓은 개념으로 주로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량은 얼마나 되며 가격과 소비시간,가장 요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왜 구매하는가 등의 내용들을 포함한다(金用培 & 金炯吉,1984).

고기획사 이노션이 서울·베이징·상하이의 자동차 소유자 500명을 설

문조사한 결과 ‘자동차는 사회 신분이나 지 를 나타내는 요한 수단

이다’,‘내 체면을 지키기 해 요하다’는 항목에 서울 응답자의 44.2%

와 37.8%가 ‘그 다’고 답한 반면,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60%이상이 동

의했다고 한다.특히 베이징의 소비자들에게는 자신의 체면과 신을 자

동차에 연 짓는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 다(김난도 외,

2013). 국의 선물하는 문화도 체면에 의해 설명 가능하다.선물을 주는

행동은 상 방을 존 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체면을 지키면서 상 방의

체면도 세워주어야 한다.이 듯 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자의 선

택 구매 의사결정 등에 향을 미친다.

장차이펀(姜彩芬,2009)은 체면 향하의 소비행태를 연구하고자 인터

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그는 인터뷰를 바탕으로 명품의 선택,의식

주행(衣,食,住,行),선물, 등 7가지의 소비를 통해 체면 향하의

소비행태를 연구하 다.그는 소비자를 체면을 시하는 집단,보통 집

단, 시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 어 세 집단의 소비자가 소비할 때 나타

나는 소비행태의 차이를 분석하 다.그 결과는 체면을 시하는 소비자

는 그 지 않는 소비자보다 소비를 할 때 ‘체면’,‘자신의 신분과 일치’

등과 같은 체면 련 요인을 더욱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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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문제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을 근거로

하여 선정된 연구문제와 구체 인 연구방법에 해 서술한다.

제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국소비자의 체면의식에 해서 알아보고 체면의식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 국소비자를 체면에

의해 유형화하여 그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자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본 연구를 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소비자의 체면의식의 하 요소와 반 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국소비자의 체면의식이 소비성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체면에 따라 국소비자는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4] 체면에 따른 국소비자 유형별 특성이 어떠한가?

4-1. 체면에 따른 국소비자의 유형별 사회·인구학 특성은

어떠한가?

4-2.체면에 따른 국소비자의 유형별 소비행태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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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변수의 정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국소비자의 체면의식,소비성향,소비행태와 사회·인

구학 특징 등을 측정하기 하여 문항을 구성하 다.

1.체면

1)사회 체면

사회 체면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일정한 지 를 차지하고,사회가 원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여 받게 되는 타인의 평가와 인정이다.이러한 사

회 체면을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는 Cheung(1996)이 개발한

Cross-culturalPersonalityAssessmentInventory-2(CPAI-2)의 체면측정

문항과 Chou,M.L.(1996)의 ProtectiveandAcquisitiveFaceOrientation

Questionnaire(PAQ)의 문항을 참고하여 5개의 문항을 7 척도로 구성하

다.

2)도덕 체면

도덕 체면은 한 개인이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형성해 온 자신만

의 내 기 으로,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사회도덕을 지키고,정직하

며,자신의 본분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 존경이다.도덕 체면을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는 Hu(1944)의 연구에서 ‘리엔(脸)’의 개념을 참

조하여 본 연구에 맞추어 5개의 문항을 7 의 척도로 구성하 다.

2.소비성향

1)과시소비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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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소비성향은 제품,서비스의 상징성을 통해 지 를 획득하거나 유

지하려는 목 으로 타인에게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를 구

매,사용하는 과시소비의 정도이다.과시소비성향을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는 송은경(1997),편세린(1997),Marcouxetal.(1995)의 연구를 근거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 으며 총 5개의 문항을 7 척도로 구

성하 다.

2)동조소비성향

동조소비성향은 구매결정에 있어 자신의 욕구나 필요보다는 타인들의

향을 더 많이 받는 동조소비의 정도이다.동조소비성향을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는 박혜선(1991)의 의복 동조에 한 연구의 척도를 사용하

다.의복으로 좁게 정의된 척도를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변형시켜 총

5개의 문항을 7 척도로 구성하 다.

3)충동소비성향

충동소비성향은 개체가 비계획 ,즉각 ,신 하게 고려하지 않는 소

비를 하는 정도이다.충동소비성향을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Weunetal.(1998),양윤과 이채희(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6개의 문항

을 7 척도로 구성하 다.

4)실용소비성향

실용소비성향은 합리 가치에 을 두고 구매에 있어 이성 으로

처리하며 신 하게 고려하고 실용성과 효율성을 시하는 소비성향이다.

실용소비성향을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권미화(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6개의 문항을 7 척도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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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행태

장차이펀(姜彩芬,2009)은 서 <체면과 소비>에서 국소비자의 체

면과 소비행태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선물,의류,식당,자동차,주택

등과 같은 품목의 구매에 한 설문지를 작성하 다.본 연구에서는 체

면에 따른 각 소비자유형별의 소비행태를 알아보기 하여 장차이펀(姜

彩芬,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월 지출 품목, 국 사회생활의 역

을 포함할 수 있는 의식주행 의류,식당,주택,자동차 등 4가지 표

인 제품군을 선정하고, 한 체면과 계있는 선물소비,총 6개의 문항

을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 다.

[표 3-1]질문지 구성

분류 세부 문항 문항수

체면
-사회 체면

-도덕 체면
10

소비성향

-과시소비성향

-동조소비성향

-충동소비성향

-실용소비성향

22

소비행태

-월 지출

-의류구매

-식당선택

-주택구매

-자동차구매

-선물구매

6

사회·인구학 변인

-성별 -가계소득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 -출생지

-직업 -독자여부

-부모동거여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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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료의 수집 분석방법

본 에서는 조사 상자의 선정,자료의 수집방법과 자료의 분석방법

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조사 상 자료 수집 방법

1)조사 상자 선정

국은 국토가 넓고 지역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를 연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국의 수도이자 통 문화 심인 베

이징을 선정하여 20 에서 60 까지의 일반 소비자를 상으로 조사하

다.

2) 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13년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간

에 걸쳐 본교 국학생과 하얼빈에 거주하는 국소비자를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총 60부를 배포하여 부실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한

55부를 분석하여 척도와 문항을 검증하 다. 비조사를 통하여 불필요

한 문항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삭제하고 조사 상자들이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설문지의 질을 높이고자 하 다.

3)본 조사

본 조사는 2013년 10월20일부터 26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국 인터

넷 리서치 문업체인 问卷星(www.sojump.com)의 온라인패 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조사 상은 2013년 6월 국 통계청에서 발

표한 자료의 연령별 비율을 기 으로 할당표집 하 다.본 조사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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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550명의 데이터 부실 기재된 19명을 제외하고,531개의 이스

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 다.

2.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계

처리하 다.구체 으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하여 사용된 통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 체면의식의 수 을 알아

보기 하여 빈도분석,백분율,평균과 표 편차 등을 이용하 다.둘째,

소비자체면과 소비성향의 하 차원을 알아보기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하 으며,베리멕스(Varimax)직교회 을 실행하 다.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셋째,사회·인구학 특성

변인에 따른 소비자 체면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t-test와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 고,사후검정으로는 Duncan의 다 분류분석을 실시

하 다.넷째,사회·인구학 변인과 체면의식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다섯째,체면에 따른

국소비자 유형화를 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 으며,유형화가

타당한가를 검증하기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고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 분류분석을 실시하 다.여섯째,소비자 유형별의 사회·인

구학 소비행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일원분산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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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자들의 사회·인구학 특성으로 성별,연령,교

육수 ,가계소득,독자여부,결혼여부,출생지,직업,부모동거여부를 측

정하 으며 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은 [표 3-1]과 같다.

체조사 상자는 총 531명으로 성별은 남자 221(41.6%)명,여자

310(58.4%)명으로 남자보다 여자 응답자의 수가 더 많았다.연령은 20

207(39.0%)명,30 185(34.8%)명,40 91(17.1%)명,50 이상 48(9.0%)

명으로 2013년 6월 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의 연령별 비율과 비슷

하게 할당하 다.결혼여부로는 미혼 120(22.6%)명,기혼 411(77.4%)명으

로 결혼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교육수 으로는 고졸이하 16(3.0%)명,

문 졸 43(8.1%)명, 졸 396(74.6%)명, 학원 재학 이상 76(14.3%)명으

로 졸자가 부분을 차지하 고, 학원 재학 이상, 문 졸,고졸 이

하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가계소득의 경우 국소비자는 직 기입할 때 부실 답을 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집단을 나 고 선택하도록 하 다.5000CNY미만 42(7.9%)

명,5000-10000CNY125(23.5%)명,10000-15000CNY89(16.8%)명,15000-20000CNY

112(21.1%)명,20000CNY이상 163(30.7%)명으로 20000CNY이상 집단이 가

장 많았다.직업으로는 기타 기업직이 135(25.4%)명으로 가장 많았고,출

생지의 경우 도시 423(79.7%)명으로 농 108(20.3%)보다 많았다.독자

여부로는 독자 242(45.6%)명,독자 아닌 응답자 289(54.4%)명으로 비슷

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부모동거 여부로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응답

자가 400(75.3%)명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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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성별
남성

여성

221(41.6)

310(58.4)
결혼여부

미혼

기혼

120(22.6)

411(77.4)

연령

20

30

40

50 이상

207(39.0)

185(34.8)

91(17.1)

48(9.0)

교육수

고졸 이하

문 졸

졸

학원 재학 이상

16(3.0)

43(8.1)

396(74.6)

76(14.3)

가계소득

5000CNY미만

5000-10000CNY

10000-15000CNY

15000-20000CNY

20000CNY이상

42(7.9)

125(23.5)

89(16.8)

112(21.1)

163(30.7) 직업

기업고층 리직

기업 층 리직

기타기업직

상업,서비스업직원

공무원

문직

교사

학생

기타

35(6.6)

119(22.4)

135(25.4)

53(10.0)

22(4.1)

87(16.4)

38(7.2)

20(3.8)

22(4.1)
출생지

도시

농

423(79.7)

108(20.3)

독자여부
아니요

242(45.6)

289(54.4)

부모동거

여부 아니요

131(24.7)

400(75.3)

계 531

환율:1CNY =175.38KRW (외환은행 2014.01.18.환율기 )

[표 3-2]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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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한 분석 결과

를 제시하 다.

우선 제 1 에서는 체면의식의 하 요소와 체면에 한 국 소비자의

반 인 경향에 해서 알아본다.제 2 에서는 체면의 하 차원이 소

비성향에 미치는 향에 해서 알아본다.제 3 에서는 체면에 따른

국 소비자의 유형화에 해 알아보고 제 4 에서는 각 유형별의 특성에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1 체면의식의 하 요소와 반 인 경향

1.체면의식의 요인분석

  국 소비자 체면의식의 하 차원을 추출하기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하 다.본 연구에서는 체면에 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고 이

요인이 하게 묶이지 않는 4개의 문항을 제외하 다.베리맥스

(Varimax)회 기법을 이용하 으며,분석결과는 [표4-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외한 4개의 문항들이 두 요인에 모두 높게 측정되는 이

유는 국소비자들이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을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를 들면 문항 에 ‘나는 공공장소에서 크게 얘기하거나 침을

뱉지 않는다.’라는 문항이 있는데 도덕 체면으로 단해서 작성하 지만

실제로는 국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사회 공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국 소비자의 체면의식은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의 2개 요인이 추

출되었고,총 설명력은 약 65% 다.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이 모두 0.6이상으로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내 일 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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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요인1 요인2

사회

체면

나의 호의를 상 방이 사양하면 민망하다. .85 -.00

나는 거 을 당할 때 항상 부끄럽다. .81 -.16

경조사를 치를 때 부담이 되더라도 가능한 한 크게 치르고자 한

다.
.68 -.02

도덕

체면

어떤 일이 내 체면을 손상시키더라도 나는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18 .87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가능한 한 나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27 .75

나는 가까운 사람의 청탁이 있어도 원칙 로 행동한다. .27 .72

고유값 2.26 1.62

요인별 설명력 33.74 30.87

신뢰도 0.71 0.68

평균(SD)
5.24

(.97)

4.81

(1.15)

총 설명력 64.60

아 척도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없었다.

국소비자의 사회 체면의 평균이 5.24 ,도덕 체면의 평균이 4.81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특히 사회 체면이 도덕 체면보다 더 높게 나

타났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 사람이 체면을 많이 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1] 국소비자의 체면에 한 요인분석 결과

  

2.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른 체면의식의 차이

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른 체면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성별,

연령,출생지,결혼여부,교육수 ,가계소득,직업,부모동거여부,독자여

부에 따른 차이를 t-test와 일원분산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 고 결과

는 [표4-2]에 제시하 다.

각 변수별로 결과를 살펴보면,먼 남성보다 여성의 사회 체면(5.35)

과 도덕 체면(4.92)이 높게 나타났고,연령별로는 30 의 사회 체면

(5.51)과 도덕 체면(4.96)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출생지의 경

우 출생지가 도시인 집단이 출생지가 농 인 집단보다 도덕 체면이 월

등히 높게 나타났다.결혼여부의 경우 미혼집단보다 기혼집단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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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 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 집단의 응답자 수가 어서 문

졸과 합하여 분석에는 문 졸이하, 졸, 학원 재학 이상 3집단으

로 구분하 다. 가계소득의 경우 실제 분석에는 10000CNY 미만,

10000-20000CNY,20000CNY이상 3집단으로 구분하 다.교육수 과 가

계소득은 체 으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리페이린(李培林,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9개의 직업

을 3가지의 등 으로 나 었다.그 에 1등 (기업고층 리직)은 국사

회에서 가장 높은 등 ,2등 (기업 층 리직, 문직,교사)은 간등

,3등 은 가장 낮은 등 으로 하 다.그 결과 등 에 따른 사회 체

면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 도덕 체면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사후검정에서는 3개의 등 이 모두 같

은 집단에 속했다.부모동거여부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보다 그

지 않은 집단의 사회 체면이 더 높게 나타났다.독자여부의 경우 독자

인 집단의 사회 체면이 독자가 아닌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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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면 도덕 체면

구분
빈도
(명/%)

평균(SD) D t/F 평균(SD) D t/F

성
별

남성 221(41.6) 5.08(.97)
-3.28**

4.66(1.16)
-2.59***

여성 310(58.4) 5.35(.95) 4.92(1.14)

연
령

20 207(39.0) 5.17(1.06) a

8.39***

4.64(1.67) a

2.75*
30 185(34.8) 5.51(.89) b 4.96(1.30) a

40 91(17.1) 4.98(.92) a 4.89(.93) a

50 이상 48(9.0) 5.02(.97) a 4.85(.71) a

출
생
지

도시 423(79.7) 5.22(.92)
-.79

4.96(1.03)
5.08***

농 108(20.3) 5.32(1.14) 4.23(1.40)

결
혼
여
부

미혼 120(22.6) 5.29(1.12)

.62

4.21(1.25)

-6.12***

기혼 411(77.4) 5.22(.92) 4.99(1.06)

교
육
수

문 졸이하 59(11.1) 4.93(1.06) a

3.94*

4.75(1.02) a

7.16***졸 396(74.6) 5.27(.93) b 4.74(1.16) a

학원재학이상 76(14.3) 5.37(1.07) b 5.27(1.09) b

가
계
소
득

1만CNY미만 167(31.5) 5.09(1.10) a

13.33***

4.36(1.23) a

27.59***1만-2만CNY 201(37.9) 5.11(.94) a 4.84(.98) b

2만CNY이상 163(30.7) 5.56(.78) b 5.25(1.10) c

직
업

1등 35(6.6) 4.89(.89)

2.68

4.80(1.14) a

3.76*2등 244(46.0) 5.29(.92) 4.96(1.13) a

3등 252(47.5) 5.25(1.02) 4.68(1.16) a

부
모
동
거

131(24.7) 5.01(.96)

-3.20**
4.75(1.07)

-.79
아니요 400(75.3) 5.32(.96) 4.84(1.18)

독
자
여
부

242(45.6) 5.35(.95)

2.41*
4.82(.95)

.09
아니요 289(55.4) 5.15(.97) 4.81(.85)

유의수 :***p<.001, **p<.01,*p<.05

[표 4-2]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른 국소비자 체면의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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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체면의식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향

1.소비성향의 요인분석

소비성향의 하 차원을 추출하기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본

연구에서는 과시소비성향, 동조소비성향, 충동소비성향,실용소비성향에

하여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고 이 요인이 하게 묶이지 않는

2개의 문항을 제외하 다.베리멕스(Varimax)회 기법을 이용하 으며,

분석 결과는 [표4-3]과 같다.

소비성향은 동조성,실용성,과시성,충동성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총 설명력은 약 68% 다.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α 값이

모두 0.8이상으로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내 일 성이 높아 척도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없었다.

국소비자의 동조소비성향의 평균 수 4.22 ,실용소비성향의 평균 수

5.76 ,과시소비성향의 평균 수 5.38 ,충동소비성향의 수 3.15 으로

실용소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동소비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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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요인

1 2 3 4

동조성

상품 구매 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를
주로 의존하여 소비하는 편이다. .89 .13 .05 -.03

상품을 구매하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
.89 .11 .02 .05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R)
.86 -.02 .12 -.05

다른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디자인과 랜드의 상품을

구매했는지 ( 는 하는지) 찰한다.
.83 .08 .22 .16

내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이 가진 기 에 맞추어

소비한다.
.78 -.03 .22 .14

실용성

여러 가게나 물건을 두루 살펴보고 비교한 후 물건을

산다.
.00 .82 .18 -.13

여러 상 을 다녀 보고 상표의 종류,가격,품질을

비교해본 다음 구매한다.
-.02 .79 .23 -.05

구입하려는 상품에 해서 여려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여 결정한다.
.04 .73 .24 -.11

정찰제가 아닌 경우 물건을 싸게 사도록 노력한다. .07 .70 .10 -.21

상품을 고를 때 상품이 가격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따져본다.
.02 .64 .13 -.22

할인이나 세일기간에 구입한다. .25 .58 .04 -.23

과시성

명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성공 인 사람처럼

보인다.
.25 .12 .84 -.03

명품은 사회지 의 상징이다. .21 .09 .82 -.08

명품은 나의 지 를 상승시켜 다. .16 .21 .82 -.10

가격이 비싸더라도 나는 유명한 상품이 좋다. -.01 .23 .77 -.10

나는 옷이나 상품을 선택할 때 상표( 랜드)명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04 .23 .75 -.10

충동성

우연히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했을 경우 당장

필요한 물건은 아니더라도 일단 사고 보는 편이다.
-.04 -.19 -.13 .85

나는 쇼핑할 때 계획 이외의 상품을 산다. .00 -.16 -.06 .83

집에 와서 구매한 상품을 보면 부분 원래 사려고

했던 상품이 아니다.
.22 -.20 -.06 .75

나는 계획 이외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R)
.11 -.44 -.17 .69

고유값 6.14 4.02 2.04 1.49

요인별 설명력 30.72 20.08 10.22 7.47

신뢰도(Cronbach’sa) 0.91 0.85 0.89 0.85

평균(SD)
4.22

(1.37)

5.76

(.79)

5.38

(1.01)

3.15

(1.35)

총 설명력 68.47

[표 4-3]소비성향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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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면의식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향

본 연구는 체면의식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다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이를 해 사회·인구학 변인을 통제변수로 하여

체면과 함께 독립변수로 하 고,과시소비성향,동조소비성향,충동소비

성향,실용소비성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4개의 회귀식을 구성하 다.

본격 인 회귀분석에 앞서 다 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10보다 높

게 나타났고,분산팽창요인의 최 값은 4.97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4-4]와 같다.우선 과시소비성향에 한 회

귀분석결과 회귀식은 유의수 p<.001에서 유의했으며 과시소비성향의

40%를 설명했다.과시소비성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출생지,가계소득,직업,부모동거여부,사회 체면,도덕 체면이 있었다.

즉,50 이상집단,출생지가 농 인 집단,직업이 2등 과 3등 에 속한

집단이 거 집단에 비해 과시소비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가계소

득이 10000-20000CNY인 집단과 20000CNY이상인 집단,부모와 함께 살

지 않는 집단이 거 집단에 비해 과시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체면과 과시소비성향의 계를 살펴보면,사회 체면이 높을수록,반

로 도덕 체면이 낮을수록 과시소비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조소비성향에 한 회귀분석결과 회귀식은 유의수 p<.001에서 유

의했으며 동조소비성향의 42%를 설명했다.동조소비성향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여부,가계소득,직업,사회 체면,도덕 체면이

있었다.즉,기혼집단,가계소득이 20000CNY이상인 집단,직업이 3등

에 속한 집단이 거 집단보다 동조소비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면과 동조소비성향의 계를 살펴보면,사회 체면이 높을수록,반 로

도덕 체면이 낮을수록 동조소비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소비성향에 한 회귀분석결과 회귀식은 p<.001에서 유의했으며

충동소비성향의 31%를 설명했다.충동소비성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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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는 연령,결혼여부,가계소득,직업,부모동거여부,독자여부,사회

체면이 있었다.즉,기혼집단,직업이 2등 과 3등 에 속한 집단,부모

와 함께 살지 않는 집단,독자가 아닌 집단이 거집단보다 충동소비성

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40 와 50 이상인 집단,가계소득이

10000-20000CNY인 집단이 거 집단보다 충동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체면과 충동소비성향의 계를 살펴보면,사회 체면이 낮을수

록 충동소비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소비성향에 한 회귀분석결과 회귀식은 p<.001에서 유의했으며

실용소비성향의 25%를 설명했다.실용소비성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연령,교육수 ,가계소득,직업,독자여부,사회 체면이

있었다.즉,가계소득이 10000-20000CNY과 20000CNY이상인 집단이

가계소득이 10000CNY미만인 집단보다 실용소비성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여자인 집단,연령이 30 인 집단, 학교를 졸업한 집단,직업

이 3등 에 속한 집단,독자가 아닌 집단이 거 집단보다 실용소비성향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체면과 실용소비성향의 계를 살펴보면,

사회 체면이 높을수록 실용소비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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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성 동조성 충동성 실용성

b ß b ß b ß b ß

인

구

통

계

학

특

성

성별(0=남자) 여자 -.10 -.05 -.05 -.02 .07 .03 .15* .09

연령
(0=20 )

30 .07 .03 .02 .01 .01 .00 .26** .16

40 .22 .08 -.12 -.03 .51** .14 -.00 -.00

50 이상 -.46** -.13 .20 .04 1.00*** .21 -.13 -.05

출생지
(0=도시)

농 -.30** -.12 .23 .07 -.04 -.01 -.01 -.01

결혼여부
(0=미혼)

기혼 -.01 -.00 -.59*** -.18 -.70*** -.22 .07 .04

교육수
(0= 문 졸이하)

졸 .21 .09 -.20 -.06 -.08 -.03 .22* .12

학원이상 .01 .00 -.32 -.08 -.06 -.01 .13 .06

가계소득
(0=1만CNY미만)

1만-2만CNY .34*** .16 -.18 -.06 .46*** .16 -.21* -.13

2만CNY이상 .32** .14 -.57*** -.19 -.23 -.20 -.12* -.12

직업
(0=1등 )

2등 -.50*** -.25 -.31 -.11 -.73*** -.30 .22 .14

3등 -.60*** -.30 -.55** -.20 -.84*** -.31 .33* .21

부모동거여부
(0=동거)

독립 .22** .09 -.10 -.03 -.44*** -.14 .10 .05

독자여부
(0=독자)

독자아님 -.07 -.04 -.01 -.00 -.23* -.09 .15* .10

체
면

사회 체면 .48*** .47 .22*** .15 -.41*** -.30 .33*** .41

도덕 체면 -.19*** -.22 -.53*** -.45 .09 .08 .01 .01

상수(b) 3.88*** 7.02*** 6.36*** 3.32***

F 23.11*** 25.25*** 15.65*** 12.12***

R2(Adj.R2) .42(.40) .44(.42) .33(.31) .27(.25)

유의수 :***p<.001, **p<.01,*p<.05

[표 4-4]소비성향에 한 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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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체면의식에 따른 국소비자 유형화 유형별

소비자 특성 분석

본 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체면의식에 기 하여 국소비자를 유형

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체면의식에 따른 국소비자 유형화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을 기 으로 국소비자를 유형화하기 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한 군집수를 결정하기 하여 비

분석에서 3개의 집단에서 7개까지의 여러 군집으로 나 어 각 집단별의

빈도와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분석 결과 소비자유형을 가장

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군집의 수는 4개인 것으로 단되었다.4가지 집단

으로의 유형화가 타당한가를 살펴보기 하여 4집단의 사회 체면과 도

덕 체면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다.이를 하여 일원분

산분석을 실시하 고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 분류분석을 실시하

다.결과는 [표4-5]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유형화의 기 인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이 모두

p<.001의 수 에서 4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따

라서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는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면의 두 가지 하 요소에 따라 4개의 소비자 군

집을 추출하 다.각각의 소비자 군집을 선행연구에 기 하여 사회 체

면과 도덕 체면의 수가 모두 상 으로 낮은 유형1을 ‘개인주의형’으

로 명명하 고,사회 체면의 수가 높고 도덕 체면의 수가 상

으로 낮은 유형2를 ‘계 시형’으로 명명하 으며,사회 체면의 수가

상 으로 낮고 도덕 체면의 수가 높은 유형3을 ‘도덕 시형’으로,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의 수가 모두 높은 유형4를 ‘체면주의형’으로

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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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체 F값

사회 체면
4.49
(.63)

b
6.30
(.37)

d
3.97
(.66)

a
5.67
(.35)

c
5.24
(.97)

382.26***

도덕 체면
4.20
(.46)

b
2.77
(.85)

a
5.42
(.55)

c
5.48
(.54)

c
4.81
(1.15)

510.28***

유효수
N=102
(19.2%)

N=80
(15.1%)

N=91
(17.1%)

N=258
(48.6%)

N=531
(100%)

유의수 :***p<.001, **p<.01,*p<.05

[표 4-5]소비자 유형별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의 차이 분석 결과

2.소비자 유형별 특성

1)소비자유형별 사회·인구학 특성의 차이

소비자유형별 사회·인구학 특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카이제곱 검증 결과 소비자 유형에 따라 성별,연령,출생

지,결혼여부,교육수 ,가계소득,직업,부모동거여부,독자여부에 있어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소비자 유형의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개인주의형’의

비율이 높은 반면,여성의 경우 ‘체면주의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연령에 따른 소비자 유형의 차이를 보면 20 의 경우 ‘계 시형’

과 ‘도덕 시형’의 비율이 모두 높은 반면,‘개인주의형’과 ‘체면주의형’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0 의 경우 ‘개인주의형’과 ‘도덕 시형’

의 비율이 상 으로 낮고,‘체면주의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40 의 경우 ‘계 시형’의 비율이 다른 세 가지 유형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50 이상의 경우 ‘개인주의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계 시형’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에 따른 소비자 유형의 차이를 보면 출생지가 도시인 집단의 경

우 ‘계 시형’의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출생지가 농 인 집단의 경우

‘계 시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결혼여부에 따른 소비자 유

형의 차이를 보면 미혼집단의 경우 ‘계 시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체면주의형’의 비율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기혼집단의

경우 ‘계 시형’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체면주의형’의 비율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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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에 따른 소비자 유형의 차이를 보면 문 학교 졸업이하인

집단은 ‘도덕 시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원 재학

이상인 집단은 ‘체면주의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계

소득에 따른 소비자 유형의 차이를 보면 가계소득이 10000CNY 미만인

집단의 경우 ‘체면주의형’의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20000CNY이상인 집

단이 ‘체면주의형’의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소비자 유형의 차이를 보면 1등 에 속한 집단의 경우

‘개인주의형’의 비율이 가장 높고 ‘계 시형’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2등 에 속한 집단의 경우 ‘체면주의형’의 비율이 가장 높

고,3등 의 경우 ‘계 시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

모동거여부에 따른 소비자 유형의 차이를 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집단의

경우 ‘계 시형’과 ‘체면주의형’의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집단의 경우 ‘계 시형’과 ‘체면주의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여부에 따른 소비자 유형의 차이를 보면 독자인 집단의 경우 ‘체

면주의형’의 비율이 높은 반면,독자가 아닌 집단은 ‘개인주의형’의 비율

이 가장 높고 ‘체면주의형’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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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형 계 시형 도덕 시형 체면주의형 체 X2

성별 남성
55(24.9)
(53.9)

36(16.3)
(45.0)

42(19.0)
(46.2)

88(39.8)
(34.1)

221(100)
(41.6)

13.49**

여성
47(15.2)
(46.1)

44(14.2)
(55.0)

49(15.8)
(53.8)

170(54.8)
(65.9)

310(100)
(58.4)

연령 20
38(18.4)
(37.3)

41(19.8)
(51.3)

50(24.2)
(54.9)

78(37.7)
(30.2)

207(100)
(39.0)

63.41***
30

22(11.9)
(21.6)

30(16.2)
(37.5)

17(9.2)
(18.7)

116(62.7)
(45.0)

185(100)
(34.8)

40
20(22.0)
(19.6)

8(8.8)
(10.0)

20(10.5)
(22.0)

43(22.5)
(16.7)

91(100)
(17.1)

50 이상
22(45.8)
(21.6)

1(2.0)
(1.3)

4(8.3)
(4.4)

21(43.8)
(8.1)

48(100)
(9.0)

출생지 도시
83(19.6)
(81.4)

43(10.2)
(53.8)

69(16.3)
(75.8)

228(53.9)
(88.4)

423(100)
(79.7)

46.25***

농
19(17.6)
(18.6)

37(34.3)
(46.3)

22(20.4)
(24.2)

30(27.8)
(11.6)

108(100)
(20.3)

결혼
여부

미혼
25(20.8)
(24.5)

41(34.2)
(51.3)

21(17.5)
(23.1)

33(27.5)
(12.8)

120(100)
(22.6)

51.96***

기혼
77(18.7)
(75.5)

39(9.5)
(48.8)

70(17.0)
(76.9)

225(54.7)
(87.2)

411(100)
(77.4)

교육
수

문 졸이하
13(22.0)
(12.7)

7(11.9)
(8.8)

16(27.1)
(17.6)

23(39.0)
(8.9)

59(100)
(11.1)

13.31*졸
80(20.2)
(78.4)

66(16.7)
(82.5)

62(15.7)
(68.1)

188(47.5)
(72.9)

396(100)
(74.6)

학원재학이상
9(11.8)
(8.8)

7(9.2)
(8.8)

13(17.1)
(14.3)

47(61.8)
(18.2)

76(100)
(14.3)

가계
소득

1만CNY미만
48(28.7)
(47.1)

44(26.3)
(55.0)

38(22.8)
(41.8)

37(22.2)
(14.3)

167(100)
(31.5)

93.97***1만-2만CNY
40(19.9)
(39.2)

21(10.4)
(26.3)

39(19.4)
(42.9)

101(50.2)
(39.1)

201(100)
(37.9)

2만CNY이상
14(8.6)
(13.7)

15(9.2)
(18.8)

14(8.6)
(15.4)

120(73.6)
(46.5)

163(100)
(30.7)

직업 1등
15(42.9)
(14.7)

2(5.7)
(2.5)

6(17.1)
(6.6)

12(34.3)
(4.7)

35(100)
(6.6)

28.06***2등
38(15.6)
(37.3)

28(11.5)
(35.0)

38(15.6)
(41.8)

140(57.4)
(54.3)

244(100)
(46.0)

3등
49(19.4)
(48.0)

50(19.8)
(62.5)

47(18.7)
(51.6)

106(42.1)
(41.1)

252(100)
(47.5)

부모
동거

33(25.2)
(32.4)

16(12.2)
(20.0)

31(23.7)
(34.1)

51(38.9)
(19.8)

131(100)
(24.7)

11.84**

아니요
69(17.3)
(67.6)

64(16.0)
(80.0)

60(15.0)
(65.9)

207(51.8)
(80.2)

400(100)
(75.3)

독자
여부

38(15.7)
(37.3)

39(16.1)
(48.8)

32(13.2)
(35.2)

133(55.0)
(51.6)

242(100)
(45.6)

10.86*

아니요
64(22.1)
(67.6)

41(14.2)
(51.3)

59(20.4)
(64.8)

125(43.3)
(48.4)

289(100)
(54.4)

유효수 N=102 N=80 N=91 N=258 N=531

유의수 :***p<.001, **p<.01,*p<.05

[표 4-6]소비자 유형별 사회·인구학 특성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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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 유형별 소비행태

각 소비자 유형별 소비행태를 알아보기 하여 선행연구에 기 하여

월 지출,의류구매,남을 할 때 식당의 선택,주택구매,자동차구매,

선물구매 등 6가지의 일상생활에 한 문항을 작성하 다.월 지출의 경

우에는 식품항목에 선택이 집 될 것을 우려하여 가장 높은 지출 항목 3

가지를 순서 로 선택하게 하 고,기타 5가지 항목은 의류,식당,주택,

자동차,선물을 구매할 때 가장 요하다고 생각되는 2가지의 요소를 선

택하게 하 으며 결과에는 이 2가지의 요소를 취합하여 나타내었다.그

리고 이러한 각 소비자 유형별 소비행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소비자의 월 지출 항목은 국 통계청(2012)에서 발표한 국국민 소

비항목을 참조하 다.소비자 유형별 월 지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그림4-1]과 같다.결과를 살펴보면 네 유형 모두 생활용품에 한 지출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의료/보건,문화,서비스에 한 지출이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주의형’소비자의

월 지출 1순 에는 식품/담배/주류(35.3%), 생활용품(28.4%), 의류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1순 ,2순 ,3순 를 합친 결과는 생활용

품,식품/담배/주류,의류의 순으로 나타났다.‘계 시형’소비자의 월

지출 1순 에는 의류(40.0%),오락(23.8%),생활용품(12.5%)과 식품/담배

/주류(12.5%)의 순으로 나타났다.3순 까지 합친 결과는 교통/통신,생

활용품,의류의 순으로 나타났다.‘도덕 시형’소비자의 월 지출 1순 에

는 식품/담배/주류(25.3%),의류(24.2%),생활용품(18.7%)의 순으로 나타

났다.3순 까지 합친 결과 생활용품,의류,식품/담배/주류의 순으로 나

타났다. ‘체면주의형’소비자의 월 지출 1순 에는 오락(45.3%),식품/담

배/주류(18.6%),생활용품(15.1%)순으로 나타났다.3순 까지 합친 결과

는 생활용품,오락,의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 유형의 월 지출 살펴볼 때 네 유형이 모두 식품/담배/주류,생활용

품,의류에 한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계 시형’의 1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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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류소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한 ‘계 시형’은 다른

유형보다 교통과 통신에 지출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이를

통해 이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만남에 있어서 더

많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체면주의형’은 다른 집단보다 오락

에 투자한 지출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 집단의 높은

경제 인 수 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소비자 유형별 월 지출 비교 (단 :%)

의류 구매에 한 각각 유형별 소비자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개인주의형’의 경우 의류를 구매할 때 가장 요하다고 생

각하는 요인은 품질(62.7%),디자인/유행(48%), 랜드(37.2%)의 순으로

나타났다.‘계 시형’의 경우 디자인/유행(62.6%), 당한 가격(47.6%),

랜드(45.1)의 순으로 나타났다.‘도덕 시형’의 경우 품질(71,4%),디자

인/유행(51.7%), 당한 가격(30.8%) 랜드(30.8%)의 순으로 나타났

다.‘체면주의형’의 경우 랜드(69.8%),디자인/유행(65.9%),품질(39.1%)

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 유형을 살펴볼 때 ‘개인주의형’과 ‘도덕 시형’의 소비자는 의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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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 때 품질을 가장 시한 것으로 나타났고,‘계 시형’과 ‘체면주

의형’은 다른 두 유형보다 의류의 디자인과 유행에 많은 심을 나타내

었다. 한 ‘체면주의형’소비자는 의류의 랜드를 가장 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계 시형’과 ‘체면주의형’의 소비자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 체면을 더 시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의류의 디자

인,유행, 랜드에 상 으로 더 많은 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소비자 유형별 의류 구매 고려요인 비교 (단 :%)

남을 할 때 식당의 선택에 한 각각 유형별 소비자의 생각을 알

아본 결과는 [그림4-3]과 같다.‘개인주의형’의 경우 식당을 선택할 때 음

식의 맛(68.6%),좋은 식당환경(49%), 당한 가격(32.4%)의 3가지 요소

를 가장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계 시형’의 경우 음식의 맛

(57.5%),좋은 식당환경(42.6%),좋은 서비스(4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덕 시형’의 경우 음식의 맛(73.7%),좋은 식당환경(62.7%)을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체면주의형’의 경우에는 좋은 식당

환경(75.6%),음식의 맛(50.8%),좋은 서비스(5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을 할 때 네 유형의 선택을 살펴보면 네 유형이 모두 음식의 맛

과 좋은 식당환경을 선호하 고,이 에도 특히 ‘체면주의형’은 다른 요

소보다 좋은 식당환경이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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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 시형’과 ‘체면주의형’은 다른 두 유형보다 좋은 서비스를 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가지의 모든 유형 ‘체면주의형’소비자는

다른 유형의 소비자보다 가격면에 있어서 가장 낮은 요도를 나타냈다.

[그림 4-3]소비자 유형별 식당 선택 고려요인 비교 (단 :%)

주택 구매에 한 각각 유형별 소비자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개인주의형’의 경우 주택 구매 시 주택의 치(51.9%),

당한 가격(40.2%),구조의 실용성(28.4%)의 순으로 요도를 나타냈으며,

‘계 시형’의 경우 구조의 실용성(48.8%), 당한 가격(45.1%),시공 회

사(31.3%)의 순으로 요하다고 생각했다.‘도덕 시형’의 경우에는 주택

의 치(50.6%), 당한 가격(35.2%),품질(28.6%) 구조의 실용성

(28.6%)의 순으로 나타났다.‘체면주의형’의 경우 주택의 치(68.2%),주

변환경(63.6%)이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유형의 소비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

인주의형’,‘도덕 시형’,‘체면주의형’의 소비자는 모두 주택의 치가 가

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체면주의형’은 다른 유형보다

주택의 주변 환경을 매우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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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개인주의형’,‘계 시형’,‘도덕 시형’의 소비자는 당한 가

격이 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체면주의형’소비자는 다른 집단보다 가격

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계 시형’은 다른 유형에 비

해 주택의 시공 회사를 요한 고려 요소로 선택하 다.‘계 시형’

‘체면주의형’과 달리 ‘개인주의형’과 ‘도덕 시형’은 주택 구매 시 시공 회

사와 자신의 신분과 일치,체면의 3가지 요소를 제외한 모든 요소에 골

고루 높은 심도를 보 다.이는 이 두 집단의 소비자가 특히 주택 구

매 시 더욱 신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4-4]소비자 유형별 주택 구매 고려요인 비교 (단 :%)

자동차 구매에 한 각각 유형별 소비자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그

림4-5]와 같다.‘개인주의형’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할 때 품질(63.8%),

당한 가격(43.1%), 랜드(37.3%)가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계 시형’소비자는 랜드(56.3%),디자인(42.5%), 당한 가격

(37.6%)을 요하다고 생각했다.‘도덕 시형’소비자는 품질(68.2%),

당한 가격(44%), 랜드(37.4%)의 순으로 선택하 다.‘체면주의형’소비

자는 랜드(69%)와 품질(58.2%)을 가장 시하 다.

자동차의 구매에 있어서 네 유형의 소비자가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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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를 살펴보면,‘개인주의형’,‘도덕 시형’,‘체면주의형’소비자는

품질을 가장 시한 반면,‘계 시형’소비자는 품질보다는 디자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동차는 다른 품목보다 개인의 경

제수 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회 체면을 시하는 ‘계

시형’과 ‘체면주의형’은 자동차의 랜드를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 다.

한 다른 유형에 비해 ‘계 시형’소비자는 자신의 신분과 일치,체면

두 개의 요소를 선택한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

[그림 4-5]소비자 유형별 자동차 구매 고려요인 비교 (단 :%)

선물 구매에 한 각각 유형별 소비자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그림

4-6]과 같다.‘개인주의형’의 경우 선물을 구매할 때 상 방의 마음

(59.8%)과 자신의 마음표 (30.4%)그리고 체면(23.5%)이 요하다고 생

각했으며,‘계 시형’소비자는 상 방의 마음(71.3%),자신의 마음 표

(52.5%), 랜드(28.8%)순으로 답변하 다.‘규범 시형’소비자는 상

방의 마음(68.2%),자신의 마음 표 (52.8%),품질(23.1%)순으로 선택

하 다.‘체면주의형’소비자는 상 방의 마음(68.6%), 랜드(40.3%),자

신의 마음표 (37.2%)이 가장 요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의 구매에 있어서 4가지 유형의 소비자가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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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를 살펴보면,선물을 구매할 때 모두 상 방의 마음,자신의 마음

표 , 랜드가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에도

‘체면주의형은 다른 유형보다 랜드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주의형’과 ‘계 시형’은 선물할 때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

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소비자 유형별 선물 구매 고려요인 비교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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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제 4장에서 제시한 결과들을 토

로 결론을 도출하 다. 한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을 제시하고 후속연

구를 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1 요약 결론

본 연구는 국 통문화인 체면에 한 실증 인 연구로서 체면을 사

회 체면과 도덕 체면이라는 두 가지의 하 요소로 나 어서 국소비

자의 체면의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체면이 소비성향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한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을 기 으로

소비자를 유형화한 후,소비자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본 연구의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소비자의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이 보편 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즉 체면이 국 문화의 한 가지 요소로서 국사회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특히 그

에도 여성,30 , 학원 재학 이상인 집단,가계소득이 20000CNY이상

인 집단의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사회 체면이 과시성,동조성,충동

성,실용성 등 네 가지의 소비성향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쳤고,도덕

체면은 과시성,동조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시소비성향의 경우,사회 체면은 높을수록,반 로 도덕 체면은 낮

을수록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조소비성향의 경우 역시 사회 체면

이 높고 도덕 체면이 낮을수록 동조소비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체면을 사회 체면의 한 차원으로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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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과 과시소비성향 동조소비성향이 정 인 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 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체면을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으로 구

분하여 도덕 체면은 사회 체면과 달리 과시소비성향 동조소비성향

과 부 인 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충동소비성향의 경우,사회 체면이 낮을수록 충동소비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장정린과 좡귀군(张正林 & 庄贵军,200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체면의식이 강할수록 충동소비를 덜 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인간 계에 있어서 정 인 자아 이미지를 구성하고 싶어 하

기 때문이며, 한 체면의식이 강한 집단은 상품 구매 시뿐만 아니라 상

품을 구매한 이후의 타인의 평가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좀 더 신 한 구

매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국소비자의 반

인 충동소비성향은 평균 수 3.15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용소비성향의 경우,사회 체면이 높을수록 실용소비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국 소비자는 체면을 시하지만,이것이

실용성을 추구하는 국 소비자의 본질과 상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소비자의 평균 실용소비성향은 5.94로서 모든 소비성향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국소비자는 체면을 추구하는 동시에 실용성

도 함께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을 기 으로 국 소비자를 유형화하기

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 국 소비자를 ‘개인주의

형’,‘체면 시형’,‘도덕 시형’,‘체면주의형’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 다.4개 유형 사회 체면과 도덕 체

면이 모두 상 으로 낮은 집단인 ‘개인주의형’집단이 체 응답자

1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사회 체면이 높고 도덕 체면이 상

으로 낮은 집단인 ‘계 시형’집단이 체 응답자 15% 정도인 것으

로 나타났다.사회 체면이 상 으로 낮고 도덕 체면이 높은 집단인

‘도덕 시형’집단은 체 응답자 1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사

회 체면과 도덕 체면이 모두 높은 집단인 ‘체면주의형’집단이 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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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 4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자이쉐웨이(翟学伟,

1995)의 체면 4분모형과 일치하 다.

넷째,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연령,출생지,결혼여부,교육수 ,가계소득,직업,부모동거여부,

독자여부 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50 이상집

단,직업이 1등 에 속한 집단,독자가 아닌 집단은 ‘개인주의형’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출생지가 농 인 집단과 미혼집단

의 경우 사회 체면의 평균 수가 가장 높고 도덕 체면의 평균 수가

가장 낮은 ‘계 시형’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집

단들이 도덕 체면보다도 사회 체면을 훨씬 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한 소득이 10000CNY미만인 집단과 직업이 3등 에 속한 집단의

경우 ‘계 시형’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

이쉐웨이(翟学伟,1995)의 사회의 가장 하 집단이 오히려 사회 체면에

한 욕망은 강하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20 ,40 , 문 졸이하

집단,가계소득이 10000CNY에서 20000CNY사이인 집단의 경우 ‘도덕

시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30 ,기혼집단, 학

원 재학 이상인 집단,가계소득이 20000CNY이상인 집단,직업이 2등

에 속한 집단의 경우 사회 체면(5.67)도 높고 도덕 체면(5.48)도 높은

‘체면주의형’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 이 높고

소득이 많은 상류 계층은 체면에 한 요구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소비자 유형별 소비행태를 알아본 결과,월 지출 품목 에 사

회 체면이 가장 강한 ‘계 시형’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교통/통신

에 한 지출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것은 이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만남에 있어서 더 많이 투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이 집단이 다른 집단과 달리 월 지출의 1순

에 의류소비 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이러한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체면주의형’의 경우 다른 집단과 달리 오락에 한 지출비율이 상 으

로 높은데,이것은 인구통계학 특성을 보았을 때 이 집단의 소비자들

은 보편 으로 소득이 많고 사회상류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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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생활을 즐기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4개의 유형은 의류,식당,주택,자동차,

선물의 소비행태에서도 다른 결과를 보 다.구체 으로 살펴보면 모든

품목의 소비에 있어서 사회 체면이 낮은 집단인 ‘개인주의형’과 ‘도덕

시형’은 품질,가격과 같은 실용 인 요소가 더 요하다고 생각하는 반

면에,사회 체면이 높은 ‘계 시형’과 ‘체면주의형’은 디자인,유행,

랜드 등 표면 인 요소가 더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른 집단과 달리 ‘체면주의형’집단은 모든 품목의 소비에 있어서 가

격에 한 고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이 유형이 고학력,고소

득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2 함의와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소비자의 체면의식을 알아보고,체면에 따라 국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사회·인구학 특성과 소비행태를 알아보았

다.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체면에 한 개념과 체면의 하 차원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국의 체면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체면의

개념에 하여 이루어졌고 실증 인 검증이 부족하 다. 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 국소비자의 체면을 ‘리엔(脸)’과 ‘미엔쯔(面子)’로 분류하 지

만 이에 한 실증 인 연구는 없었는데,본 연구를 통해 국소비자의

체면이 사회 체면(‘미엔쯔(面子)’)과 도덕 체면(‘리엔(脸)’)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따라서 본 연구는 국의 통문화인 체면

에 해 더 구체 으로 이해하고, 한 국소비자의 체면의식을 이해하

는 데에 실증 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이쉐웨이(翟学伟,1995)의 국인 4분모형을 통해 체면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국소비자를 체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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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집단으로 분류하 지만 이는 선행연구를 토 로 한 체면의 개념을

심으로 이루어진 연구 다.본 연구는 국소비자를 사회 체면과 도

덕 체면이 모두 높은 집단,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이 모두 낮은 집단,

사회 체면이 높고 도덕 체면이 낮은 집단,사회 체면이 낮고 도덕

체면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 다.자이쉐웨이(翟学伟)는 자신의 연구에

서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이 모두 높은 집단은 실제 국 사회에서 존

재하지 않는다고 하 지만,본 연구결과는 실제 이 집단이 국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국소비

자가 반 으로 사회 체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이쉐웨이(翟

学伟)의 사회 하 계층의 사람은 사회 체면이 없다는 결과와 다르게 나

타났다.이 듯 본 연구는 기존의 개념 ,이론 선행연구에 한 실증

인 연구인 동시에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경험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

이기도 하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체면과 과시소비성향,동조소비성향,충동소비성

향,실용소비성향의 계에 해서 연구하 다.다수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체면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의

두 가지 하 요인을 추출하여 이들과 소비성향의 계를 살펴보았다.그

결과,도덕 체면은 과시소비성향과 동조소비성향에 부 인 계가 있다

는 결과를 도출하 다.이것은 체면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과시소비성향

동조소비성향과 정 계에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

으로써 향후 체면과 소비성향의 계에 한 추가 인 연구의 필요성

을 시사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이 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체면

과 실용소비성향의 계에 해서도 살펴보았다.결과는 사회 체면이

높을수록 실용소비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소

비자의 소비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본 연구는 국소비자의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에 따라 국

소비자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사회·인구학 특성과 소비성향,소비행태

에 해서 살펴보았다.소비자는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

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소비자를 좀 더 구체 으로 분류하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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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본 연구는 국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를 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국이 세계 최 의 소비시장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미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국 소비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국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이

를 통해 한국의 기업들이 국 소비자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기호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시사 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본 연구는 국 소비자의 소비행동의 근원에 있는 체면이라는

요소가 국 소비자들의 소비에 어떠한 향을 주는가를 밝히고 있다.

국은 서구사회나 한국에 비해 자본시장이 늦게 발달하기 시작하 으

며,소비자에 한 연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하지만 국이라는 소비

시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향을 생각해 볼 때 국 소비자에 한 연

구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재 한국에서도 국 소비자에 한 연구

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 히 언어나 지리 장벽 등으로 인

해 연구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한국에서 이루

어지는 국 소비자에 한 연구에 있어서 실증 근거를 제공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국인의 소비에 향을 미치는 체면 이외의 다른 심리

요인에 한 연구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국인의 체면의식을 살펴보고자 표성을 띠는 국

의 문화 심인 베이징을 선정해서 조사하 다.그러나 한 지역을 연구지

역으로 선정하 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국 체의 결과로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동 등 국 1선 도시 뿐만 아니라 재 발 인 국 내륙지

역 2,3선도시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보다 더 다양한 지역에서 표본

을 추출함으로써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국인의 체면의식을 사회 체면과 도덕 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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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하 차원으로 분류하 는데,실제로 체면은 더 다양한 하 차원

이 존재할 수도 있고, 한 다른 방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체면을 좀 더 세분화함으로써 체면과 련하여 더 깊이

있는 실증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 한다.

한 아직까지 국인의 체면의식에 하여 검증된 타당한 측정도구가

없기 때문에 차후 체면의식과 그 외 여러 가지 하 차원을 측정하는 신

뢰성 있는 도구의 개발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재 국의 체면의식과 소비의 계에 한 연구는 매우 미비

한 실정이다.본 연구에서는 사회 체면 도덕 체면과 과시,동조,충

동,실용 등 4가지의 소비성향의 계를 살펴보았다.그러나 실제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소비성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성향들과

체면의 계에 해 살펴보는 것도 국 소비자를 더 깊이 이해는 데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소비는 매우 넓은 개

념으로 소비성향 이외에도 소비행동,소비과정,소비동기 등 여러 가지의

내용을 포함한다.따라서 향후에는 체면과 소비의 여러 측면에 한 다

각 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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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바쁘신 와 에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국소비자의 사회태도와 소비성향을 알아보기 한 것으로,설문의

내용에는 좋고 나쁨이 없으므로 귀하의 평소 생각과 느낌,행동에 따라 솔직하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셔야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모든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귀하의 성실한 답변은 본

연구의 귀 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응답하신 내용은 학술 연구 이외에 다른 목 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 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학교 소비자학과 소비자행태연구실

LIXIJUAN(lixijuan88@naver.com/010-8505-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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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다

약

간

그

다

매

우

그

다

1. 나는 내 잘못을 알아도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다.

2.나의 호의를 상 방이 사양하면 민망하다.

3.평소에 약하더라도 하거나 선물할

때는 제 로 해야 한다.

4.나는 나의 인맥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좋아한다.

5.어떤 일이 내 체면을 손상시키더라도 나는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6.나는 공공장소에서 크게 얘기하거나 침을

뱉지 않는다.

7. 나는 가까운 사람의 청탁이 있어도

원칙 로 행동한다.

8.나는 거 을 당할 때 항상 부끄럽다.

9.경조사를 치를 때 부담이 되더라도 가능한한

크게 치르고자 한다.

10.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가능한한 나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약

간

그

다

매

우

그

다

1.다른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디자인과

랜드의 제품을 구매했는지 ( 는 하는지)

1.다음 질문에 하여 귀하가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다음 질문에 하여 귀하가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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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다.

2.나는 옷이나 상품을 선택할 때 상표(랜드)명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3.나는 쇼핑할 때 계획 이외의 상품을 산다.

4.우연히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했을 경우 당장

필요한물건은아니더라도일단사고보는편이다.

5.나는계획이외의상품을구매하지않도록 노력한다.

6.특정 제품 구매 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를 주로 의존하여 소비하는 편이다.

7.명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성공 인 사람처럼

보인다.

8.가격이 비싸더라도 나는 유명한 상품이 좋다.

9.집에 와서 구매한 제품을 보면 부분 원래

사려고 했던 제품이 아니다.

10.할인이나 세일 기간에 구입한다.

11.구입하려는 제품에 해서 여려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여 결정한다.

12.정찰제가 아닌 경우 물건을 싸게 사도록

노력한다.

13.명품은 나의 지 를 상승시켜 다.

14.여러 가게나 물건을 두루 보고 비교한 후

물건을 산다.

15.여러 상 을 다녀 보고 상표의 종류,가격,

품질을 비교해 본 다음 구매한다.

16.제품을 구매하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

17.내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이 가진 기 에

맞추어 소비한다.

18.다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19.명품은 사회 지 의 상징이다.

20.제품을 고를 때 제품이 가격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따져 본다.

21.나는 서두르지 않고 많이 생각해서 물건을

산다.

22.나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하게 쇼핑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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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음 질문에 하여 귀하가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월 지출은 주로 무엇입니까?아래의 보기에서 지출이 가장 많은 것부터 세

가지 고르십시오.

①식품 ②의류 ③주거비 ④생활용품 ⑤서비스 ⑥교통비,

통신비 ⑦교육비 ⑧ 문화생활비 ⑨ 오락비 ⑩ 의료비

일순 ：

이순 ：

삼순 ：

2).귀하가 옷을 구매할 때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① 당한 가격 ②디자인 ③ 랜드 ④품질

⑤자신의 신분과 일치 ⑥체면

3).귀하가 선물을 구매할 때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① 당한 가격 ②디자인 ③ 랜드 ④품질

⑤자신 마음의 표 여부 ⑥상 방의 마음 ⑦ 자신의 신분과 일치 ⑧ 자신의 체면

4).귀하가 남을 할 때 식당을 선택하는 가장 요시하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① 당한 가격 ②맛 ③인테리어

④서비스 ⑤식당의 명성

⑥자신의 신분과 일치 ⑦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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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귀하가 주택을 구매할 때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① 당한 가격 ②주변 환경 ③실용성 ④시공 회사

⑤품질 ⑥교통편리 ⑦ 자신의 신분과 일치 ⑧체면

6).귀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일 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① 당한 가격 ②디자인 ③편안감 ④ 랜드

⑤품질 ⑥자신의 신분과 일치 ⑦체면

4.다음은 귀하의 일반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

1).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귀하의 호 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도시 ② 농

4).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이혼/사별 등）

5).귀하는 부모님과 같이 사십니까?

① ② 아니요

6).귀하는 외아들이나 외동딸이십니까?

① ② 아니요

7).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졸 졸이하 ②고졸 ③ 문 졸 ④ 졸 ⑤ 학원 재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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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업고층 리직（CEO、총책임자등）

② 기업 층 리직（부장 등）

③ 기타기업직（주 , 매원 등）

④ 상업,서비스업 직원

⑤ 공무원

⑥ 문직(의사 변호사 등)

⑦ 교사

⑧ 학생

⑨ 기타

9).한 달 평균 가계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5000CNY미만 ② 5000-10000CNY ③ 10000-15000CNY

④15000-20000CNY⑤ 20000CNY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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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설문지]

查问卷

您好！

首先感谢您协助填答这份问卷。

我是首 大学消费 专业的硕士研究生。目前所进行的是有关社会

度与消费倾向的研究。

这份问卷所得的资料纯粹供学术研究。而研究成功的关键之一，在于

您能够真实的作答。为了确保您能做真实的回答，这份问卷是不记名

的。问卷的答案没有对错，只要按照您平时的想法做真实的回答即可

。您的协助 会对本次研究做出很大的贡献。

　衷心感谢您的协助。

首 大学　消费 专业　李溪涓

(lixijuan88@naver.com/＋８２－10-8505-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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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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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意

不

同

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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点

不

同

意

一

般

有

点

同

意

同

意

完

全

同

意

1.尽管有时知道自己错了，我也不愿意当众认

错。

2.别人若不领我的情，会令我觉得丢脸。

3.我宁愿自己平时节省些，但请客 礼时一定

要出手大方。

4.我喜欢 当的让人知道我所认识的重要人物。

5.即使有些决定或事情会有损我的面子，我也

会按照原则行事。

6.我在公共场所非常注意自己的 行，从不大

声喧哗或随地吐痰。

7.即使是亲戚朋友找我帮忙，我也会按照规章

制度办事。

8.被人拒绝时我总是感到很难堪。

9.我宁可 婚丧喜庆的场面搞得讲究些也不愿

显得寒酸。

10.大多数情况下，我都能坚持自己的原则，

不会因为别人而改变自己。

完

全

不

同

意

不

同

意

有

点

不

同

意

一

般

有

点

同

意

同

意

完

全

同

意

1.我会观察其他人购买（或使用）了哪些品牌、

什么样的商品。

一.以下是关于社会 度的问题。请认真阅读各题，在 符合您个人观点与想法之处打“√”。 

二.以下是关于个人消费观念的问题。请认真阅读各题，在 符合您个人观点与想法之处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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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我在挑选衣服及其他商品时，会很留意商品的

品牌（或商标）。 

3.当我购物时，我会购买一些本来不打算购买的

商品。

4.偶然遇到喜欢的商品时，即使当时不是很 要，

我也会先买下来再说。

5.我尽量避免购买计划以外的商品。

6.在购买某一商品时，我多数会参 周边人的意

见。

7.使用名牌商品的人看起来更像一个成功人士。

8.即使贵一些，我也更倾向于有品牌的商品。

9.购物完回到家后，我经常会发现购买的很多商

品都不是原本打算买的。

10.我会在打折或有活动时购买商品。

11.我会收集很多关于我想要购买的商品的信息，

并在相互比较后做决定。

12.在不是定价 售的商店购买商品时，我经常

会讨价还价。

13.使用名牌商品可以提升自己的身价。

14.我在购物时会逛许多店，比较之后才决定购

买。

15.在购买商品时，我会精挑细选，货比三家。

16.在购买某一商品之前，我希望得到他人的建

议。

17.我会与周围的朋友、同事保持相似的消费水

平。

18.我不是很在乎其他人购买了什么商品。

19.名牌商品是社会地位的象征。

20.在购买商品时，我会首先 虑商品的性价比

是否良好。

21.在购物时，我会再三 虑，慎重地做购买决

定。

22.和周围人相比，我做购买决定的时间比较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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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以下是关于您的消费与想法的问题

1.您的月支出主要用于以下哪几个方面？请从以下选项中选出三项，并按照支出从多到 的顺

序排列。

①食品烟酒 ②衣着 ③居住 ④生活用品 ⑤服务 ⑥交通、通信

⑦教育 ⑧文化 ⑨娱乐 ⑩医疗保健

第一：

第二：

第三：

2.您在购买衣服时会 虑到什么因素？请从以下选项中选出首先 虑的两项。

①价格合 ②美观、时尚 ③品牌 ④ 质量

⑤与自己的身份地位一致 ⑥穿出去有面子

3.如果您已购买或打算购买房子，您 虑的因素有？请从以下选项中选出首先 虑的两项。

①价格合 ② 周围环境 ③户型实用 ④品牌地产商 发的

⑤质量 ⑥交通方便 ⑦与自己的身份地位一致 ⑧说出来有面子

4.如果您已经购买或打算购买轿车，您 虑的因素有？请从以下选项中选出首先 虑的两项。

①价格合 ②外形美观 ③ 舒 ④品牌

⑤质量 ⑥与自己的身份地位一致 ⑦ 出来有面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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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您在购买礼物时会 虑到什么因素？请从以下选项中选出首先 虑的两项。

①价格合 ②美观 ③品牌 ④质量

⑤能表达自己的心意 ⑥对方会喜欢 ⑦与自己的身份地位一致

⑧自己有面子

6.您请客吃饭在选择餐厅时会 虑到哪些因素？请从以下选项中选出首先 虑的两项。

①价格合 ②菜味道好 ③餐厅环境好

④餐厅服务好 ⑤ 餐厅名气大

⑥与自己的身份地位一致 ⑦自己有面子

四.以下是关于您个人基本资料的问题

1.您的性别 ① 男 ② 女

2.您的年龄 满( )岁

3.您的生源地户籍 ① 城 ② 农村

4.您的婚姻状况 ① 未婚 ② 已婚 ③ 其他（离 、丧偶等）

5.您目前是否与父母住在一起？ ①是 ②否

6.您是否是独生子女？ ①是 ②否

7.您的 终学历是

①初中及初中以下 ② 高中及中专 ③大专 ④大学本科

⑤研究生在读及以上

8.您目前的职业是

① 事业单位高层管理人员（如总经理、处级以上人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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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事业单位中层管理人员（如部门负责人、科级人员）

③ 事业单位普通员工

④ 商业、服务业普通员工

⑤ 普通公务员、党政机关普通员工

⑥ 专业人士(如医生、律师、工程师)

⑦ 教师

⑧ 学生

⑨ 其他（请说明）

（ 事业单位：包括国 、私 、事业单位。）

9.您的家庭月平均总收入约为

① 5000元以下 ② 5000-10000元 ③ 10000-15000元

④15000-20000元 ⑤20000元 以上

（总收入：家庭所有成员的 工资+银行利息收入+房产收入 等所有收入的总和）

非常感谢您的协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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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ofFaceConsciousness
onConsumptionPropensityand
ConsumptionBehaviouramong

ChinesePeople

–FocusingonTypologyof
ConsumersinBeijing–

Li,XiJuan

Dept.ofConsumerScienc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Face saving mirrors the value of a society and that ofan

individual.Althoughthetendencytosaveone’sfaceisnotspecificto

Chinesesociety,itismoreclearlymanifestinmultipleaspectsinlife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 culture compared with other

cultures.StudiesonfaceconsciousnessinChinahavebeenconducted

in many fields including socialpsychology and social-linguistics

mainly in terms of the roots,concepts,sub-factors and social

functionsoffacesaving.Mostofpreviousstudies,however,focused

ontheconceptsoffacesavingorreviewedrelevantliterature,which

iswhy itisdifficulttofind empiricalstudies.Also,few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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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facesavinginconnectionwithpurchaseandconsumption

behaviour.Hence,the impactofface saving on the consumption

propensity,the typology ofChinese consumers in line with face

saving and the consumption behaviour specific to each type of

consumers are worth investigating to better understand Chinese

consumers.

In this context,the presentstudy is intended to explore the

following:first,the status offace consciousness among Chinese

consumers;second,theimpactoffacesaving on theconsumption

propensity;andthird,thetypologyofChineseconsumersinlinewith

face saving and the consumption behaviour of each type of

consumers. For these objectives, this study surveyed Chinese

consumersintheirtwentiestosixtiesofageinBeijing.Below are

theresultsandconclusionofthisstudy.

First,twosub-dimensionalface-saving aspectsareelicited from

Chineseconsumers,i.e.socialandmoralfacesaving,bothofwhich

arefoundhighasarule.

Second,concerningtheimpactofsocialandmoralfacesavingon

theconsumptionpropensity,socialfacesavinghassignificanteffects

onfourconsumptionpropensities,i.e.ostentation,conformity,impulse

and practicality,whereas moralface saving significantly affected

ostentationandconformity.Highersocialandlowermoralfacesaving

leadtomoreostentatiousandconforming consumptionpropensities.

Lowersocialfacesaving islinkedtomoreimpulsiveconsumption

propensity.Highersocialfacesavingisassociatedwithmorepractical

consumptionpropensity.

Third,thetypology ofChinese consumers based on socialand

moral face saving includes 4 different groups of different

characteristics,i.e.‘individualisttype’withrelativelylow soci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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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facesaving,‘relationship-orientedtype’withhighsocialface

saving and relatively low moralfacesaving,‘moral-oriented type’

withrelativelylow socialfacesavingandhighmoralfacesaving,

and ‘face-saving-oriented type’with high socialand moralface

saving.

Fourth,asfordifferentconsumertypesinlinewithdemographics,

significantdifferencesarefoundingender,age,placeofbirth,marital

status,education,householdincome,job,cohabitationwithparentsand

beinganonlychildinone’sfamily.

Fifth,inview ofconsumptionbehaviourasperconsumertypology,

the‘relationship-orientedtype’ofconsumergroupwiththehighest

socialface saving spends much more on transport/communication

thantheothergroups,whichseemsattributabletomorespendingon

goods or services related to interactions with others. The

‘face-saving-oriented type’of consumer group spends more on

entertainmentthantheothergroups,whichsuggeststhattheyearn

higherincomes,belongtothehighclassandarebetteroff.Whenit

comes to the differences in theirchoice ofrestaurants,apparels,

housings, cars and gifts, the ‘individualist type’ and the

‘moral-orientedtype’ofconsumergroupsputmorestressonpractical

elementssuchasqualityandprice,whereasthe‘relationship-oriented

type’andthe‘face-saving-oriented type’ofconsumergroupswith

highersocialfacesavingregardsuperficialelementssuchasdesigns,

trendsandbrandsasmoreimportant.

As an empiricalstudy on Chinese face consciousness and its

impactonconsumption,thisstudywillbeusefulreferencedatafor

understanding theconsumptionbehaviourofChineseconsumers.In

addition,thefindingsofthisstudywarrantfurtherempiricalstudies

on diverse sub-dimensions offace saving and on the 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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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facesavingandconsumption.

keywords:Face,ConsumptionPropensity,ConsumptionBehaviour

StudentNumber:2011-2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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