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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rapid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s, the phenomena of consumption emerge as 
diverse forms in Korea-excessive consumption, impulsive consumption, imitative con
sumption, conspicuous consumption, obsessive consumption, etc.

Especially, this researcher is interested in how conspicuous consumption of clothing 
has been reported in newspaper article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s trying to infer reasons for 나le actual conditions of 
prevalent conspicuous consumption of clothing in Korean society since the 1980's. 
Articles in the newspaper from 1991 to 1996 have been studied to provide for study.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Korea since the 1960,3 has led to serious social compe
tition and stratification. For this reason there has been a rise in 난le relative deprivation 
and alienation of low-income classes. Hence, they tend to consume clothing conspicu
ously in order to reduce their complex against wealthy classes.

_ 125 -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income levels has led to a change in values towards 
consumption, and materialism. These changes in values along with mass communication 
are the main factors affecting conspicuous consumption of clothing.

Finally, the present study' concludes that the state of conspicuous consumption of 
clothing is based more on the socio-constructive dimension than the personal dimension. 
Further study of conspicuous consumption of clothing need to focus on the socio-con- 
structive dimension.

But because this study only infers the reasons for conspicuous consumption of cloth
ing in terms of constructive dimension, our findings suggest further need for much 
more detailed and experimental discussion on the issue. The concrete reasons need to 
be explored in further research.

I.서 론

일반적인 과시적 소비란 그 특징이 소비하는 물건을 통해서 자신을 타인에게 드러내거나 

표현하려는 소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내는지는 사회 • 문화 •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행하여지며, 과시적 소비의 개념도 학자들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과시적 소비를 개인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재력의 과시(Veblen, 
1912： Mason, 1981： Page, 1992)로서, 혹은 상품의 실용성이나 경제성보다는 이들 상품이 

주는 상징성을 통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으로(LaBarbera, 1988), 그 

외에 특정상품이나 서비스의 향유(Mammen & Whan, 1987)로, 또는 과소비의 하위개념(김 

문조, 1987) 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접근방법 등에 대하여 다각적 인 증거와 근거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과시적 소비의 지배적인 동인으로서 제품을 지위의 상 

징으로 인식한다는 것과 과시욕구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과시욕구는 여러 가 

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시하려는 사람들의 동기를 무조건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예컨대, 비싼 외제품이나 고급품 등은 이들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요구 

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의 욕망은 본능적으로 무한하며, 타인에 의해 인정받기를 원하 

기 때문에 고급품이나 호화스런 것들을 반드시 나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것들이 적재 적소에서 요구에 알맞게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와는 동떨어진 

수요에 의해 추구되고 있는 경우에 과시 적 소비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과소비 현상은 단순한 생활수준의 향상이 

나 상품의 잉여로 인한 양적 과소비라기 보다는 타인을 의식하여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는 

과시적 소비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과소비는 과도한 (excess
ive consumption)를 말하는 것으로, 제 3 자의 평가나 반응이 구매의사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되는 과시적 소비와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백경미, 1996), 과시적 소비가 현 

재 우리 사회의 과소비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현상과 원인 및 대책에 대한 

글이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 고 있는 상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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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보도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과소비 현상이 규모확대의 직접적인 결과인 낭 

비성의 문제 이외에 과시성, 전파성, 사치성 등의 다양한 부정적 속성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 

문에 소비현상의 문제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문조, 1987）.
더욱이 이러한 소비행태 중에서도 복식은 주택이나 자가용보다는 비교적 적은 경제적 부담 

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남이 알아주는 제품이나 유명상표 

의 의복을 선호하는 경향 또는 단지 수입품이라는 이유로 가격과 품질은 따져보지 않고 비싼 

수입의류를 구입하는 경향을 보이며, 심지어는 속옷이나 양말까지도 수입품이어야 한다는 

것, 같은 제품인데도 더 비싼 가격에 내놓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그리고 복식이나 자동차, 

주택 등으로 타인의 지위를 평가하려하는 것 등 - 품질보다는 비싼 가격자랑에 치중하여〈과 

시하며 살아야 사람대접 받는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비현상은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부유층이나 갑작스럽게 부를 획 

득한 개인들에 의해 성행하던 무분별한 과소비 행태들이었으나, 근래에는 중류층 • 서민층에 

까지 파급되어 하나의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의복 

을 위시한 과시적 소비행태에 대해 1991〜1996년도까지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 

봄으로써 이에 대한 성찰의 계기와 경험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口.본 론

1. 복식의 과시적 소비현 황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비는 단순히 경제적 욕구충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욕구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복합적인 것으로 모방소비, 충동소비, 과소비, 과시 

소비 등 다양한 소비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기사들은 고학력, 고소득의 젊은 세 

대들이 소비의 주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시사하면서 미래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 

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많은 보도 중에서 몇가지만 예를 들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1985년 이후 연 5년째 8 % 를 넘 

어서 계속되다가, 1990년도에는 10.2 % 로 사상최고를 기록한 현상에 대해 과소비와 모방소 

비, 실망소비, 과시적 소비 등으로 지적하면서 ,우려를 나타낸 기사（한겨례신문, 1991. 2. 21）, 
고학력 젊은 계층의 소비성향이 더 높다는 보도（동아일보, 1991, 10. 8）, 졸부주도 - 서민층까 

지 쓰고 보자인 과시적 소비 만연에 관한 기사（중앙일보, 1994, 9. 24）, 값보다 질을 지향하는 

고급 소비문화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스포츠조선, 1995. 10. 8）, 주부 3명 중 1명 "내집보 

다 차 먼저”에 관한 저축추진중앙회의 의식조사 기사（경향신문, 1996. 1. 28）, 중저가 의류서 

고급 골프채까지 소비재 수입증가율에 관한 기사（중앙일보, 1996. 6. 1）, 경제위기 깊어가는 

데 과소비풍조 확산 한심에 관한 비판제보（세계일보, 1996. 7. 4）, 쇼핑 안하면 満단증세 시달 

린다는 과소비증후군에 관한 기사（한국일보, 1996. 1. 24） 등의 머릿글 기사가 공통적으로 여 

러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소비행태는 신문기사 이외에도 각종 통계자료나 지표상으로도 여실 

히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통계청이 조사한「94년 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의하 

면, 1994년 4/4분기에는 소비지출 증가율이 16.1 % 로 소득증가율 16.2 % 에 육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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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가구당월평균피복•신발비

（단위 : 천원, 전년동기비, %）

자료제공:통계청

구 부
1993. 4 /4 1994. 4 /4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증가율

피 복 . 신 발 89.2 8.6 7.2 106.1 8.8 18.9
외 의 53.5 5.2 4.3 67.3 5.6 25.8

가구당 월평균 피복 • 신발비는 106,1천원으로 93년 4/4분기에 비해 18.9 % 증가하였고 특히 

신사 • 숙녀복, 코트 등 외의에 대한 지출이 25.8 % 로 크게 증가하였다（도시가계연보, 1994）.
또한 1996년 2분기의 경우,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135,1백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7.2 

% 가 증가한 반면에, 가구당 평균소득（2,039,5백원）은 13.9 % 증가로 계속해서 소비가 소득 

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도시가계연보, 1996）.
물론 이러한 지표만으로 우리 사회가 과소비 상태에 있다거나, 모든 국민을 소비의 주범으 

로 단정짓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분명히 소비가 과열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소비성 향은 "뛰는 소득에 나는 소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992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가장 높게 기록되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발간되는 민간소비지출동향 

자료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민간소비지출은 소득수준에 비해 소비패턴이 지나치게 고급 

화 •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대형승용차, 고급가구, 대형가전제품 등의 고급 

사치성 내구재와 의류, 신발 등의 비내구재 수입이 급증하고, 내국인의 해외소비가 확대되는 

등 소비의 질적 내용면에서 건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한국은행 ;저축추 

진중앙위원회, 1996. 4. 25） 그러나 이와 같은 소비성향은 올 한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이 래 꾸준히 지속되 어온 것으로, 이 는 우리 국민들의 허 례 허식적 인 관습과 타인의 

식적인 가치관으로 인한 체면을 위한 소비나 허세적인 소비문화와 더불어, 요즘처럼 물질만 

능주의 시대에서 보여지는 즉, 무엇을 입었는지, 차종이 무엇인지가 그 개인을 판단하는 기준 

이 되며 그 정도가 점차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므로『우리 나라 상표라면 우습게 아는 사람들』,『한국의 청바지 한 벌 값으로 미국에서 

는 두 벌 산다』,「옷의 실에 따라 옷의 가격을 제 한해 야 한다』,「비싸야 잘 팔리 는 나라는 바 

로 한국이다』라는 말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무분별하게 상표 

에 의존하는 유명상표 선호경향과, 비슷한 제품이라도 국산품을 외면하고 고가의 외제품을 

선호하는 외제중독증으로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턱걸이한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소비재 수 

입액（1백 65달러）은 일본이 1만 달러를 돌파했던 1984년（49달러）의 3.4배에 달하고 있다（중 

앙일보, 1996. 6. 1）
특히, 이와 같은 소비성향은 고학력, 고소득층에서 시작되어 저학력, 저소득층에까지 전파 

되고 있으며, 특히 풍요로운 시기에 태어나 성장한 30대 초반에서 20대의 신세대 그리고 10대 

의 청소년들이 소비계급 부르조아로써 새로운 소비자군으로 소비무대를 주도하고 있다（이미 

용, 1991）. 이들은 가난의 아픔을 겪으며 절약을 미덕으로 여기던 지금의 50, 60대들과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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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저축보다는 '당장의 편리함'이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특성으로 다（多）소비 또는 '상대적 과시소비의 주역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일부 의류메이커 

에서 24인치 이하의 잘록한 허리를 가진 10대 후반, 20대 후반까지의 여성만을 타깃으로 한 

옷을 만들어 불황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소비무대에서 신세대층 

의 위력을 느끼게 해주는 이 같은 사례들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신세대 시장 

의 전체 규모는 돈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는 실정 

이며, 각 메이커마다 신세대 잡지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또한 

이 세대들은 의복의 형태, 색깔, 디자인에 민감하고, 유명상표와 희소성, 특이성에 대하여 고 

액의 돈을 사용하는 이른바 임페리얼（Imperial）족이라는 새로운 상업주의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임페리얼족이란 최고급 소비문화를 지향하는 사람들로 가격보다는 상품의 질을 

우선으로 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등 

장하고 있다（스포츠조선, 1995. 10. 8）.
따라서 이들은 적당한 품질의 상품을 낮은 가격에 구입하기보다는 고품질이라면 가격은 문 

제시되지 않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특징으로, 유명상표에서 내놓는 차별화된 고급이미 

지의 제품-T 셔츠 1장에 10만원을 호가하고 10만원 이 넘는 농구화나 30만원이 넘는 등산자켓 

등-을 선호한다. 뿐만 아니라 메이커 생수를 들고 다니기를 즐기고 패션이나 유행에 민감하며 

서 양음식 이나 서구생활패턴도 수용하며 풍요에 바탕을 둔 윤택 한 소비생활을 추구한다. 또한 

멀쩡한 물건을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버리고 또 쉽게 사는 소비지상주의의 

확산은「새 것은 좋은 것, 앞서가는 것」이라는 의식을 부추기면서 구매를 조장하고 있다.

한편,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물가안정에 대한 소비자 의식」에 관한 조사를 위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달내 충동구매의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류 • 신발 • 잡화가 

44.9 %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식품 • 생필품이 19.3 %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절약 = 구질구질한 것」이라는 잘못된 소비의식과 자신도 모르게 소비만능의 사고방식 

에 젖어들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의 상품이 범람하고 구매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외 

제를 선호하는 '외제중독증'으로 대형 백화점들은 외국유명 상표를 직수입하여 패션전문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의류업체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 1년 내내 세일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 

로 백화점 정기 바겐세일 때에도 'No sale'을 하며 매년 30 %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세계일보, 1996. 8. 5）.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발맞추기라도 하듯이, 의류제조 유통회사들도 교묘한 상술을 동원하 

여 외국의 유명상표를 앞세워 같은 품질의 국산품보다 2배 이상의 값을 매기며 일단 높은 가 

격을 책정한 후에 세일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간혹 모조상표를 붙여서 

진짜로 위장하는 대 담성까지도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주요 수입상품 유통 마진 실태조사」결과, 리바이스（미국）, 

말보로클래식（이탈리아） 등 외국산 청바지들은 수입원가의 5배 가까운 높은 가격으로 편리 함 

을 강조하던 청바지도 이제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옷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베이비 

게스（미국）, 베베（중국 • 일본）, 오시코시（미국） 등 아동복도 국내 판매가격이 수입원가의 4 
배를 넘는 엄청난 마진율을 보이고 있다（한국일보, 199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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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외제상표라면 가격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선호하 

는 경 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가를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외제선호현상은 해외여행 자율화로 일부 부유충들의「쇼핑관광」극성에 대한 보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해외 유명백화점과 상점들을 찾아「싹쓸이」하는 새로운 풍속 

을 만들면서, 프랑스 등의 유럽에서는 한국을 '황금의 땅'이라 부르며 맹목적으로 부를 자랑하 

고 있는 한국인들을 주목하고 있다

과시적 소비풍조는 어린이들의 소비의식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한 조사결과가 있다. 저축추진중앙위 원회 와 한국소비 자보호원에 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 상 

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친구들은 외제 상품이나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상품을 매 

우 좋아한다'에 응답한 학생이 88 %로, 그리고 '친구들이 외제나 유명상표가 붙은 옷이나 학 

용품을 쓰는 것을 보면 자신도 따라 쓰고 싶은 생각이 든다'에 응답한 학생이 63 %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명상표가 붙은 옷이나 문구, 일용품 문화는 이제 단순히 일상생활에 

서 필요한 실용품이 아니고 경쟁적 소유의 대상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교육 

월보, 1996. 4）. 또한 유명상표나 수입상품을 거침없이 사 입히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어린이 

들에게 어떻게 근검절약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어린 질문을 흐卜게 하는 결과이다.

이 밖에도 외식문화 역시 비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외제중독증 현상의 하나로써 지난 

해에 비해 63%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양주 소비량도 세계 증가율 1위로 양주의 본고장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일반인들이 잘 구입하지 않는 비싼 위스키나 코냑 등이 불티나게 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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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기사가 매스컴을 통해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과시적 

소비행태가 어른 아이 할 것없이 유행병처럼 확산되자, 저축추진중앙위원회와 국민경제연구 

소는 모방소비, 충동소비, 과시소비 추방 집중 캠페인을 벌이면서 대대적인「소비합리화운 

동」에 나서고 있다（중앙일보, 1996. 6. 8； 보건신문, 1996. 8. 19）.

2. 복식의 과시적 소비의 원인분석

지금까지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소비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 사회 소비행태의 문제점은 의복, 장신구, 화장품, 식품, 주거시설 등의 소비를 통해 자신 

의 지위나 부를 과시해 보이려는 성향이 굳어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흐），서, 자 

신의 지위를 인정 받기 위하여 과시적 소비를 경쟁적으로 행함으로써 과소비를 야기시키게 

되며, 이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둥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때 특히 의 

복은 휴대용 재산（portable assets）으로써 다른 소비재와는 달리 항상 개인이 언제, 어느 장 

소에서나 휴대할 수 있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지표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부를 나타내고자 하는 과시 적 소비의 대표적 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이와 같은 소비현상은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부유층이나 특수계층에 의해 성 

행하던 무분별한 과소비 행태들이었으나 근래에는 모든 계층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김문조, 1987） 원인을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수 

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의 시각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에 대 한 가치관의 변화,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대중매 체의 해악 또한 과시적 소비 

의 주된 요인이 되 고 있음을 함께 논의 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그 여파로 파생된 여러 부정적 결과, 예컨대 자본주의 

적 경쟁, 빈부 격차의 심화, 정책적 특혜나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계층의 증대 등은 우리 사회 

의 정치 권력의 편중과 독점에서 나오는 권력 관계의 불평등과 물질적 자원의 편중과 독점에 

서 빚어지는 경제관계의 불평등한 구조를 낳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내의 불평등 양태의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급론적 관점이나 계층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상대 

적 박탈감의 증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송복, 1986）.
그 이유는 첫째, 경쟁력의 치열과 가중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하고도 지속적인 증대로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또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으로 경쟁력이 가중됨으로써, 그 경쟁에서 이 

김은 상상 이상의 보상이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높게 작용하고 

있다. 둘째, 경쟁과정의 비정상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정치권력과 재벌의 낮은 정당성과 놀 

고 먹는 사람의 수가 의외로 많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잉여가치의 급격한 증대를 들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1인당 GNP가 20배 이상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경영 

• 통제가 원활히 되지 않는 가치의 증대는 개인에게는 졸부적 형태로 소비양식을 촉진시킬 

것이고, 기대가치가 높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할 때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 인식은 계 

층간 실제거리보다 거리감이 더 크고 계충간 실제분리보다 분리감이 더 큰 것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황석영,「이웃사람」（창비, 1972, 겨울）, 박태순,「무너지는 산」（창비, 1972, 
가을）, 정을병,「화전남의 서울」（문학사상, 1977） 등의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빈곤층의 의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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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분석에서 빈곤문화에 대한 대책도 빈곤층의 개인적 성격과 사회와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체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처방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을 강 

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들이 경험하는 박탈감이나 소외감은 일반적으로 소외를 

일으키는 사회구조적 요인과의 관련성에서 연구되어져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산업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에 출생하여 풍요로운 경제성장의 과정 속 

에서 성장한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의 신세대들은 심각한 사회경쟁, 불로소득층의 증 

대, 심각한 빈부 격차 등의 갈등적 상황에서 더 심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김문조, 1994), 이러한 심리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복식을 위시 

한 과시적 소비 행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과시적 소비현상 

은 일부 부유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계층이 부유층의 소비행태를 보고 느끼 

는 데서 체험 하게 되는 상대 적 박탈감과 소외감에서 오는 콤플렉 스의 해소책으로 볼 수 있다 

고 여겨진다.

또한 과시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첫째,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개인들은 상품의 경제적 기능 이외에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기능을 추구하게 되어 소비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상품을 구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타인들로부터의 인정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상품이 주는 상징적 

가치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소비를 통한 새로운 차별화 방법으로 과 

시적 소비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속하고 싶은 준거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그 준거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규범에 동조하는 즉, 타인 

을 의식하는 소비행동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청빈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안빈사상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안빈사 

상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왔으나,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서구문화의 수 

용으로 차츰 물질주의적 가치관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들로 하여금 재화 

의 소비와 소유를 통해 심리적 행복을 추구하려는 물질주의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물질을 

통해 이를 과시 의 대상으로 하는 과시적 소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성영신(1994)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물질주의 성향은 소득이 낮을 때 더 높게 나타남을 

보고함으로써, 물질주의 성향은 이제 일부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였고, 백경미 

(1995)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미래의 

소비사회문제를 예상하게 하고 있다.

셋째, 현재 우리 사회에 과시적 소비가 나타나게 되는데는 상업방송매체의 보도와 더불어 

소비자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는 상품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 

로 사용될 수 있음을 유도함으로써 과시적 소비를 야기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는 대중매체의 해악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병리 현상으로까지 취급되고 있는 복식의 과시적 

소비행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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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복식을 비롯한 과시적 소비현상은 공업화 • 근대화를 

목표로 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부정적 결과, 예컨대 빈부 격차의 

심화, 불로소득계충의 증대, 소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물질주의 가치관의 팽배와 

대중매체의 영향 등으로 경쟁심리를 유발시킴으로서, 일부 부유충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류층 

• 서민층의 동조형 소비가 우리 사회의 소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 개인의 욕구 충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특히 신세대와 고소득층이 소비의 주역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소비행동을 바꿀 수 있는 소비가치에 대한 교육 및 구매교육이 요구되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식을 위시한 과시적 소비행태에 대한 대책도 전체사회의 구조적 문제 

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처방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고소득층의 고급스런 유명브랜드 제품이나 고가 수입품은 또다른 신분의 상징처럼 

굳어가는 추세로, 二1들의 이와같은, 과시적 소비패턴은 사회의 지배적 소비패턴으로 형성되 

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고급화 • 서구화 시키고 소비를 양극화 시키면서 중 . 하위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가치관 및 소비의식 교육이 요구된다. 

즉, 소비자들의 성숙된 의식으로의 변화와 물질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물질을 도구로 

삼는 물질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풍요한 사회에서 성장한 신세대가 곧 한 가정의 소비주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건전한 소비의식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제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개인의 성장 • 발달 및 적응과 가정환경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어｝, 어릴 때부터 가정 

교육을 통한 검소하고 건전한 소비의식 및 구매교육이 필요하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건전한 

소비풍조 확립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를 통한 계몽교육, TV와 라디오, 서 

적, 신문, 팜플렛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건전한 소비교육을 홍보하거나 계몽하는 프 

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과시적 소비현상을 모순된 사 

희구조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선험적으로 추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 

의 구조적 상황이 각 개인들에게 어떻게 내면화가 되는지는 못하였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후속연구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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