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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브랜드의 가격인상시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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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명품 브랜드관련 국내기업들의 차별적인 마케팅 활동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명
품의 소비가치와 사전지식 및 지각된 위험 정도를 소비자의 특성변인으로 도입하여, 명품 브랜드가 가격을 인상할 때 
소비자 특성별로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첫째, 소비가치에 따른 구매의도는 독특성 및 과시적 가치 
추구집단과 품질 및 쾌락적 가치 추구집단에서는 긍정적 구매의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가치 추구집단은 부
정적 구매의도를 보이며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위험에 따른 구매의도의 차이는 없는 상황
에서 사전지식에 따른 구매의도는 사전지식이 높은 집단은 긍정적 구매의도를 보이고 있고 사전지식이 낮은 집단은 
부정적 구매의도를 보이며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자특성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분석
결과, 독특성 및 과시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전지식이 높은 집단과 품질 및 쾌락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각된 위험
이 높은 집단에서만 긍정적 구매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명품브랜드의 소비가 과거와 달리 일반 소비자들
로 확대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명품브랜드를 지향하는 국내기업들에게 제품 및 가격 전략을 타겟 특성에 따라 다르
게 접근하는 것이 기존 명품브랜드들과의 차별화 및 시장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명품브랜드, 가격인상, 구매의도, 소비가치, 사전지식, 지각된 위험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difference of purchase intention about price raising of luxury brand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such as consumption value, prior knowledge. and perceived risk. Fist, 
groups according to consumption value showed obvious differences. Group of pursuing uniqueness and 
ostentation value and group of pursuing quality and pleasure value showed positive purchase intention but group 
of pursuing social recognition value showed negative purchase intention. Second, groups according to perceived 
risk. didn't show difference and groups according to prior knowledge showed obvious difference. group of high 
prior knowledge showed positive purchase intention but group of low prior knowledge showed negative purchase 
intention. Third, analyzed result about interaction effect of consumer characteristics, Classified group of pursuing 
uniqueness and ostentation value, expressing high prior knowledge and Classified group of pursuing quality and 
pleasure value, expressing high perceived risk only showed positive purchase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implication to domestic companies aiming luxury brand that performing differently strategy of product 
and price according to target characteristics is more effective way in differentiating oneself from existing luxury 
brands and expand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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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명품시장은 소득수 의 향상으로 인한 소비

의 고 화로 소비자들의 명품에 한 소비행태에 많은 

변화 속에서 과거와 달리 고가의 명품에 한 가치인식

이  계층에 확산되어 소비 연령  한 더욱 다양해지

고 있다. 이와 련하여 해외 명품 랜드에 한 무분별

한 소비행태를 지 하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정 랜드의 경우에는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기다리는 약 기자 명단이 1,000여명에 

이른다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사회의 명품 선호 상이 

격히 증가하고 있다[11][20]. 실제로 세계의 명품시장 

규모가 상유지 혹은 5%이내의 성장에 머물고 있는 반

면에 한국의 명품시장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본격 으로 명품이 수입된 이래 매년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세계 명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유율이 7, 

8 로 부상하면서 명품소비 4  국가가 되었다[1][11]. 

한국의 꾸 한 명품시장 성장세는 국내 소비자들의 

명품소비성향, 새로운 소비세 의 등장, 명품 랜드들의 

마 략 변화 등의 3가지 요인 향으로 해석되어진

다[24][11]. 첫째, 한국 소비자들은 명품과시와 상향구매

의 명품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 소

비자들의 명품소비 조사결과[12]에 의하면, 한국 소비자

들은 명품소비 규모에 한 죄책감 인식에서 미국, EU, 

일본, 국 등 명품소비의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았으며, 명품과시에 한 부정  인식도 일본과 국

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한국 소

비자들은 평소와 달리 렴한 랜드를 구입하는 하향구

매 보다 더 비싼 랜드를 구입하는 상향구매의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 소비자와 남성 소비

자들이 새로운 명품 소비층으로 등장하 다는 것이다. 

통 으로 명품시장의 주 고객이 40∼60  부유층 여성

이었으나, 최근에는 반 으로 소비의 연령 가 낮아져 

20∼30 가 새로운 명품 소비자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

어 아울렛, 온라인 채  등 다양한 명품 유통채 의 증가

로 인해 남성 소비자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많은 명품 랜드들이 과거 제한

인 유통정책에서 극 인 유통확장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시장에서도 명품 랜드

들이 극 으로 매장수를 늘리고 있고 지방에도 계속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시장 추세를 바탕으로 최근 명품 랜드들

이 반 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쟁 으로 가격을 

높이고 있으나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11]. 

수요와 공 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된다는 통 인 경

제이론 측면에서 볼 때 제품의 가격이 비싸질수록 수요

가 어드는 것이 일반 인 상이지만 국내 명품시장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 로 가격이 비싸짐에도 불구하고 소

비자들의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다. 이를 명품 소비의 ‘베

블  효과(Veblen Effect)’라고 하는데, 베블  효과는 

Veblen이 과시  소비와 련하여 처음 제시하 던 개념

이었으나, 재는 개념이 확 되어 제품의 기능  내용 

측면에 차이가 없이 가격을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상을 말한다. 이러한 베블  

효과가 최근 들어 의류, 악세서리 등의 해외 명품 랜드

들에서 범 하게 나타나고 있다[18]. 이에 해 언론을 

심으로 국내 소비자들 체를 무분별한 소비행태로만 

지 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들의 소득수  향상에 따

른 소비 고 화와 소비층의 변확 가 주요 원인으로서 

국내 명품시장의 가장 큰 문제 은 아직까지 외국 유명

랜드들이 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

서 국내기업들의 명품 랜드 개발  육성이 요구되어지

는데, 이를 해서는 우선 과거와 달리 변화하고 있는 명

품에 한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특성에 한 새로운 

분석  해석이 필요하다.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행태에 

한 연구들에 따르면, 가격은 소비자에 따라 구매에 

정 인 는 부정 인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비싼 제품이 품질이 좋다거나 타인에게 신을 다

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가격이 비 수록 구매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반면에 가격이 제품을 구입하기 해 지출하

는 이라고 지각하는 소비자는 가격이 비 수록 구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어진다[41][28]. 이는 소비자특

성에 따라 가격에 한 의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가격에 한 인식차이에 향을 

주는 소비자 특성과 련하여 인구통계  특성  심리

 특성 등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명

품은 형 인 고 여 제품으로서 소비자의 심리  상태

가 제품평가  구매 련 행동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의 심리  특성

을 변인으로 하는 연구결과가 보다 의미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이와 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명품의 경우

에는 소비자의 심리  특성 변인들  소비자의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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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함께 사 지식  지각된 험이 구매  소비태도

에 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15][9].

이상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명품의 소비가치와 사

지식  지각된 험을 소비자의 특성변인으로 하여, 이

들 변인에 따른 소비자특성별로 명품 랜드의 가격인상

시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 다. 이를 바탕

으로 본 연구는 명품 랜드 련 국내기업들의 차별 인 

마  활동 방안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명품의 정의 및 특성

명품의 원래 사  개념은 ‘뛰어난 물건이나 작품으

로 장인정신이 깃든 제품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제품자

체보다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랜드에 맞춰져 고가의 

수입 랜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11]. 이에 따라 명품

이 스티지(prestige) 랜드, 하이엔드(high-end) 

랜드, 리미엄(premium) 랜드, 카리스마(charisma) 

랜드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15]. 지 까지의 선행연

구들에서도 명품에 한 개념이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지고 있다. Grossman과 Shapiro은 명품이란 특정 상표

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신을 얻게 되

는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구매와 사용으로 인해 

자 심을  수 있는 명성과 정체성을 가진 제품이라고 

하 다[37]. Dubois와 Duquesne는 명품이란 소비자들이 

소비함으로써 경제력이 있는 거집단에 속한다는 우월

감을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서 품질, 디자인 등의 내재

인 요소가 가격, 랜드 등의 외재 인 요소를 통하여 나

타난다고 하 다[32]. Shah는 명품이란 역사와 통이 

있고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최고의 품질과 

클래식한 스타일, 희소성을 겸비한 제품이라고 하 다

[51]. 하지만 명품이 진화하면서 통  명품과 신명품으

로 세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명품에 한 세부분류 차

원의 새로운 정의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표 으로 Silverstein과 Fiske는 신명품과 통 인 명

품에 한 의미의 차별성을 구분하여 통  명품은 소

비자의 과시 인 욕구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고, 신명품

은 조직내 소속감과 본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제품이라고 

하 다[53]. 이들 연구에서는 신명품은 이 근 용이

한 슈퍼 리미엄(accessible super premium) 제품, 통

 명품 랜드의 확장(old luxury extension) 제품, 메스

티지(masstige)† 제품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품의 소비가 주로 40∼50 의 고소득 여

성이었던 과거와 달리 20∼30 들 사이에 명품이 유행처

럼 번지면서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등장하 고, 실제로 

은층의 명품 구매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25]. 이런 

추세에 따라 명품이 원래 량생산된 제품과는 차별화된 

제품이었으나, 그 의미가 확 되어 하나의 특별한 제품

이 아니라 랜드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품에 한 최근의 화 경향

을 반 한다는 차원에서 명품 랜드를 연구 상으로 하

다.

2.2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지

제품의 가격은 거래 계에서 제품의 효용을 제공받는 

가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경제  지출비용으로서 소비

자는 제품의 효용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가격을 사용한다

[41][6]. 따라서 제품의 가격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들 의 하나이다. 소비자의 

정보처리체계에 의하면 가격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외부

자극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지각체계를 통해 지각된 가격

에 반응하여 구매 련 행동을 한다[55]. 다시 말해서 주

어진 가격은 소비자 개인의 지각체계를 거쳐 반응가격으

로서 소비자의 구매 련 행동에 향을 다는 것이다.

가격에 한 응수 이론에 의하면, 소비자는 어떤 

거가격과 비교하여 매가격을 단하고 지각한다. 이

러한 거가격은 소비자가 매가격을 평가할 때 비교의 

상이 되는 기 가격으로 실제 매가격과의 차이인식

을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향을 미친다

[42][43]. 즉, 소비자의 가격 련 의사결정은 거가격과 

매가격 차이와 그 차이가 얼마나 정한 것으로 소비

자 자신이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가격에 한 

소비자의 정성 는 공정성 평가가 자신의 구매의사결

정에 향을 주는데, 특히 거가격이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매가격에 한 소비자의 정

성이나 공정성 단의 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매스티지(masstige)란 대중(mass)와 명품(prestige product)의 합성어로 품질과 상표는 명품 이미지를 갖추되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량생산되는 상품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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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9][40][38].

한 가격과 소비자의 정보 탐색량 간 계에서  소비

자의 정보 탐색량은 제품의 가격 차이에 의해 크게 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품의 가격차이가 클수록 

소비자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의 양은 증가한다고 하 다

[1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가격이 소비자의 구매

련 행동에 미치는 향은 기업이 제시하는 가격에 해 

지각하는 소비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품의 가격인상에 따른 구매

련 행동도 인상가격에 한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

의 차이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2.3 소비가치, 사전지식 및 지각된 위험과 

    구매행동 

소비자행동에 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소비자의 

심리  특성인 제품에 해 추구하는 소비가치

(consumption value), 제품에 한 사 지식(prior 

knowledge), 제품 구매시 느끼는 지각된 험(perceived 

risk) 등은 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  구매 련 행동에 매

우 요한 향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소비가치란 소비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여 

소비함에 있어 추구하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52][9]으로, 

최근 명품에 한 소비가치가 명품의 변확   인식

변화로 과거와 비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명품의 개념에 한 연구과 더불어 소비

가치에 해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33][55][5] 

[21][19]. 이들 연구에 따르면, 명품 랜드의 소비가치는 

지 , 성공 등과 같은 사회 인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 , 

기능 , 개인  요인들에 의해 복합 인 형태로 나타났

다. 표 인 연구로 Vigneron과 Johnson은 여러 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는 명품의 개념과 가치에 한 을 종

합하여 명품의 소비행 를 5가지 소비가치 측면에서 설

명하 다[55]. 이들은 소비가치로 명품소비를 통해 사회

 지 , 부, 권력 등을 표 하고자 하는 과시  가치, 특

정집단(상류층)의 소속감을 표 하는 명품의 사회  상

징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사회  가치, 

명품의 희소성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자 하는 독

특성 가치, 명품을 통해 미  아름다움이나 감각 인 즐

거움과 같이 자신의 주 이고 정서 인 측면을 시하

는 쾌락  가치, 명품이 지니고 있는 뛰어난 품질을 인정

하고 추구하는 품질가치 등을 제시하 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각 연구들에서 소비가치의 추출

형태는 약간 차이는 있으나,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소비가치 형태에 따라 명품

의 선호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통 인 

명품 구매자는 과시  가치를 더 추구하고 메스티지 명

품 구매자는 미 가치와 동조성의 사회  가치를 더 추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한 소비가치  독특성 가

치도 명품의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러한 상은 40∼50 에 비해 20

∼30  은층에서 더욱 분명하게 차이를 보일 것으로 

견되어지는데, 이는 신세  소비자들 경우에는 소비물

품에 해 명확한 목 의식을 갖고 소비에 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상 으로 강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

다[1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명품의 새로운 소비자

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20∼30  은층을 상으로 명품

의 소비가치에 한 명확한 규명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

다.

소비자의 사 지식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Brucks

는 소비자의 사 지식을 소비자의 기억에 장된 제품에 

한 정확한 정보의 양과 인식이라 하 고[30], Rao와 

Monroe는 제품지식에 한 자신의 인지와 상품 안에 

한 기억에 장된 정보의 양이라고 하 다[48]. 한 

Alba와 Hutchinson은 소비자의 사 지식이란 친숙도와 

문성을 동시에 포 하는 것으로서 제품지식, 구매지식, 

사용지식으로 분류되어진다고 하 다[27]. 따라서 소비

자의 사 지식은 다차원 으로 측정하여야 하는 개념으

로서 친숙도로 표되는 주  지식과 문성으로 표

되는 객  지식으로 나  수 있다. 주  지식은 소비

자 자신이 제품에 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한 각 개

인들의 지각정도에 한 것으로 소비자 자신이 제품에 

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정도 는 제품에 한 친

숙도, 본인이 평가하는 자신의 지식과 소비경험의 정도 

등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45][36][30]. 그리고 객  

지식이란 소비자 개인이 기억에 실제로 장되어 있는 

제품에 한 정보에 한 것으로 제품 련 용어, 속성, 

랜드명, 사용상황, 포명 등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50][7][17].

소비자의 사 지식과 구매 련 행동 간의 계를 보

면, 제품에 한 지식을 많이 보유한 소비자는 특정한 속

성과 유사하거나 인 한 내용을 더 잘 구별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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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선택할 때 다른 속성들을 더 쉽게 이해하고 후 

계를 잘 악한다[45]. 특히 소비자의 지식  주  

지식의 정도는 실제 지식수  상태보다 자신감을 더 많

이 갖게 함으로써 제품의 구매의사결정에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한다[30]. 명품의 경우에도 명품은 고 여 제품으

로서 소비자의 사 지식이 소비태도에 많은 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마지막으로 제품의 구매결정시 소비자가 느끼는 지각

된 험에 한 것으로 Bauer에 의해 처음 그 개념이 제

시된 이후 재 통설로서 이용되는 지각된 험의 정의

는 소비자들이 구매목 을 달성하기 해 상표, 포, 구

매방식 등을 선택할 때 존재할 수 있는 기치 않은 결과

에 한 심리  불안감을 말한다[29]. 소비자의 지각된 

험은 소비자 특성  쇼핑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

을 보이는 가운데 고가의 제품일수록 지각된 험의 정

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49]. 이와 련하여 

Cunningham은 소비자의 구매 련 의사결정시 지각된 

험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러한 지각

된 험의 부담을 이기 하여 정보탐색활동을 수행하

다고 하 다[31]. 다시 말해서 소비자는 제품이나 상황에

서 경험하는 지각된 험을 감소시키기 한 방안의 하

나로 정보의 양을 증 하거나 다양화하려고 한다는 것이

다[11]. 한 김찬주는 지각된 험에 한 험감소 행

동의 형태는 정보탐색활동뿐만 아니라 구매 련 행동측

면에서도 상표애호, 확인구매, 소극  구매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 다[8]. 따라서 명품의 경우에는 고가제품

으로 가격에 해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과 명품은 원

래 비싸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소비자별로 지각된 험에 차이가 있어 험

감소행동도 다른 형태를 보일 것이다.

3. 연구가설 

기업이 제공하는 가격은  매가격으로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지만 소비자는 개인의 지

각체계에 통한 지각된 가격을 바탕으로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56].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개인  특성

에 따라 가격에 한 반응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이 구매 련 행동에 미치는 향도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비가치, 사 지식, 지각된 험 등

을 소비자 특성변인으로 도입하여, 이에 따른 소비자 특

성별로 명품 랜드의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의 차이

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소비자의 소비가치, 

사 지식, 지각된 험 등과 가격에 한 소비자 태도 간

의 계를 규명하는데 련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련한 연구들에 따르면, 소비자

는 제품에 해 추구하는 소비가치에 따라 가격에 한 

의미를 달리 인지하여 가격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다고 하 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품질을 나타

내는 지표나 타인에게 신을 주는 상징으로 지각하는 

소비자들은 비싼 제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41] 이와 

련하여 곽 식 등은 소비자의 추구가치에 따라 가격에 

해 갖는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구체 으로 제시하

다[2]. 이들에 따르면 과시성이 있거나 쇼핑가치를 시

하는 소비자들은 가격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명품 랜드의 경우에도 최

근 은층을 심으로 소비가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가치 추구형태에 따라 가

격인상에 한 구매 련 행동도 다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의 사 지식에 따른 가격의 구매행동 향에 

한 연구로 Reo와 Monroe는 제품품질 평가시 정보활용

은 소비자의 제품지식 정도와 제품이 제공하는 단서, 제

품품질 사이에 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 다[48]. 

다시 말해서 가격이 높을수록 품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

각하는 소비자들은 제품에 한 지식정도가 간인 소비

자일 가능성보다는 매우 높거나 낮은 소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 다. 그 이유는 제품지식 정도가 높은 소비자

는 구매경험 등의 지식에 근거하여 가격이 비싼 것이 품

질이 좋다고 단하고, 제품지식 정도가 낮은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면 품질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belief)

에 근거하여 단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제품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격이 품질평가에 미치는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46].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연구 상인 

20∼30  은층의 소비자 경우에는 명품 랜드에 한 

사 지식 정도가 소비자별로 차이가 크고, 그에 따라 가

격에 한 민감성이 다르다는 에서 볼 때 소비자의 제

품지식 정도에 따라 명품 랜드의 가격인상에 한 구매

련 행동이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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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느끼는 지각된 험은 제품에 따라 달라지

는데, 일반 으로 고가의 제품일수록 구매빈도가 낮아 

제품에 한 사용경험이 부족함으로써 구매의사결정시 

험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많다[44]. 지각된 험에 

따른 가격에 한 소비자 태도와 련하여 Peterson과 

Wilson은 소비자들이 지각된 험을 높게 느끼면 가격을 

험을 회피하기 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제시

하 다[47]. 이는 가격이외에 다른 품질 평가단서가 부족

한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지각된 험이 높을수록 가격이 

더 요한 품질단서로 이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명품 랜드가 고가이지만 원래 비싸다고 인식

하는 소비자들이 상 으로 많아 지각된 험과 가격에 

한 인식의 차이가 클 것으로 견되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지각된 험 정도에 따라 명품 랜드의 가격인

상에 한 구매 련 행동도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1: 소비자의 소비가치 추구형태에 따라 명품 랜

드의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소비자의 사 지식 정도에 따라 명품 랜드의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소비자의 지각된 험 정도에 따라 명품 랜드

의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소비자의 소비가치, 사 지식 정도, 지각된 

험 정도 등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라 명품 랜드의 가

격인상에 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조사 대상자 및 브랜드의 선정

소득수 이 차 향상됨에 따라 과거 40∼50  일부 

부유층의 유물로 인식되던 명품이 화되어 은층

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등장하면서 명품에 한 소비태

도  성향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본 연

구는 명품 랜드의 새로운 주요 소비자인 20∼30  연령

층을 조사 상자로 선정하 다.

그리고 명품 랜드의 가격인상에 한 소비자 태도

를 평가하기 해서는 특정 명품 랜드의 선정이 필요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백화  명품 랜

드 리직원들의 인터뷰 결과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매출

액이 가장 많고 20∼30  연령층이 가장 선호하는 랜드

로 나타난 루이뷔통(LOUIS VUITTON)를 선정하 다. 

4.2 변인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도구는 소비가치,  사 지식, 

지각된 험,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 등 4가지 변인들

에 한 측정항목으로 구분되어진다. 

소비가치의 측정은 명품의 소비행  측면에서 소비가

치를 제시하고 있는 Vigneron과 Johnson의 연구[55]를 

바탕으로 사회  가치, 과시  가치, 독특성 가치, 품질가

치, 쾌락  가치 등의 요인에 해 총 17개 항목들로 구

성하 다. 확인  요인분석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 재치가 0.4 이상의 측정항목들에 해 고유

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할 때 선행연

구와 유사하게 5가지 요인들로 축약되었다. 

사 지식의 측정은 사 지식을 소비자의 제품에 

한 친숙도로 개념화하여 Flynn과 Goldsmith의 연구[35]

와 김기원의 연구[3]에서 사용한 3가지 항목(명품 련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명품 련 정보를 타인들이 자

주 묻는다, 명품 련 서   잡지를 많이 본다)으로 구

성하 다. 

<표 1> 소비가치 측정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변인 측정항목  
요인
재
치

고유
값

분산
비율

사회  

가치

명품소유는 자신감에 도움이 된다.

명품소유는 좀더 가치있게 보여진다.

명품소유는 타인에게 다르게 보여진다.

0.898

0.829

0.783

6.20 20.36

과시  

가치

명품소유는 부를 상징 으로 보여 다.

명품소유는 특수한 사람이라 생각된다.

명품소유를 타인에게 자랑하고 싶다.

0.766

0.743

0.742

2.96 38.17

독특성 

가치

명품은 흔하지 않아 가치가 있다

작퉁이 많은 랜드는 구입하지 않는다.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이 좋다.

0.755

0.778

0.732

1.98 53.69

품질  

가치

명품은 품질이 우수하다.

명품은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명품은 디자인이 뛰어나다.

명품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

0.861

0.840

0.874

0.761

1.56 65.93

쾌락  

가치

명품매장을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명품구매가 나에게 즐거움을 다

명품구매가 나에게 만족감을 다  

0.874

0.917

0.862

1.05 75.06



명품브랜드의 가격인상시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 소비가치, 사전지식, 지각된 위험의 소비자특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301

지각된 험의 측정은 제품의 구매의사매결정시 느끼

는 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박유식과 한명희[14], 

홍은실[26], 김화동[10][11] 등의 연구에 사용한 3개 항목

(구매시 품질  성능을 걱정한다, 구매시 더 비싸게 구

매한지를 걱정한다, 구매시 최신유행제품인지 걱정한다)

으로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

는 명품 랜드가 가격을 10% 인상하는 경우의 구매의도

로 개념화하여, 연구 상 랜드의 구매 가능성을 평가

하는 1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 

이상의 여러 항목들에 의해 측정된 변인들에 한 신

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값이 소비가치의 경우 

5개 요인들에서 사회  가치 0.891, 과시  가치 0.865, 독

특성 가치 0.837, 쾌락  가치 0.912이었고, 사 지식 정

도에서는 0.852이었으며, 지각된 험 정도에서는 0.811

로 변인들 모두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측정항목들 

간에 서로 내  일 성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한 조사방법으로 조사 상자가 측정

문항들에 해 5  척도를 기 하여 직  응답하게 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 다. 조사 상자  

시기는 서울  지역 거주자 20∼39세 남녀를 상

으로 특정집단의 지나친 편 에 의한 연구결과의 왜곡

상을 막기 하여 성별  연령별 안배를 고려하여 총 

400명을 편의추출방법에 의해 추출하여 2012년 8월 1개

월간 조사를 실시하 다. 통계분석을 한 자료는 수집

된 총 400부의 설문지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76부의 설문지

만을 이용하 다. 최종 으로 실증분석에 이용한 응답자

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41.1%, 여성 58.9%

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  51.2%, 30  48.8%로 나타

났으며, 직업별로는 학생 44.0%, 직장인 34.6%, 주부 

21.4%로 나타났다.

4.4 소비자 특성 분류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소비가치 추구형태, 소비자의 사

지식 정도, 소비자의 지각된 험 정도 등에 따라 명품

랜드의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따라서 소비가치 추구형태, 사 지식 

정도, 지각된 험 정도에 따라 응답자들에 한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소비가치 추구형태에 따라 응답자를 분

류하기 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5가지 소비가치 

요소들을 이용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수행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계수 값을 기 으

로 구분되어진 집단을 살펴보면, 제품의 독특성과 타인

의 과시성 측면을 시하는 독특성  과시  가치 추구

집단(40.4%), 사회  상징성 측면을 시하는  사회  사

회  가치 추구집단(28.4%), 명품의 우수한 품질과 자신

의 주 이고 정서 인 즐거움 측면을 시하는 품질 

 쾌락  가치 추구집단(31.2%) 등 3개 집단으로 구분

되었다. 

<표 2> 소비가치 추구형태에 따는 군집분석 결과

      집단  

    

요인        

독특성  

과시  

가치 추구집단 

사회  가치

추구집단

품질  쾌락

가치 추구집단

사회  가치  0.13  0.56 -0.43

과시  가치  0.54  0.17 -0.40

독특성 가치  0.61 -0.53 -0.51

품질 가치  0.11 -0.47  0.68

쾌락  가치 -0.03 -0.51  0.53

그리고 소비자의 사 지식 정도와 지각된 험 정도

에 따른 응답자의 분류는 김기원의 연구[3] 과 박진아의 

연구[15]에서 사용한 분류방법을 이용하여 5  척도로 

측정한 각 문항들에 해 ’매우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까지를 1 에서 5 을 부여하여 체 평균을 산

출한 후 그 평균을 기 으로 집단을 구분하 다. 이에 따

라 사 지식 정도의 경우에는 평균이 3.15로 나타나 평균

값의 과여부에 따라 응답자들이 고지식 집단(43.7%)과 

지식 집단(56.3%)으로 구분되었고, 지각된 험 정도

의 경우에는 평균이 3.17로 나타나 평균값의 과여부에 

따라 응답자들이 고 험 지각집단(56.5%)과 험 지각

집단(43.5%)으로 구분되었다. 

5. 연구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 가설들을 검정하기 하여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소비가

치 추구형태(독특성  과시  가치 추구집단 vs 사회  

가치 추구집단 vs 품질  쾌락  가치 추구집단), 사

지식 정도(고지식 집단 vs 지식 집단), 지각된 험 정

도(고 험 지각집단 vs 험 지각집단) 등을 독립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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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변인의 효과에 

한 유의성 검증결과인 <표 3>를 살펴보면, 소비가치 

추구형태  사 지식 정도의 주효과와 소비가치 추구형

태와 사 지식 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는 0.01 유의수

에서 각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가치 추구형

태와 지각된 험 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는 0.05 유의수

에서 각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각된 

험 정도의 주효과, 사 지식 정도와 지각된 험 정도

간의 상호작용효과, 세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 등은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연구 가설들에 한 검증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변인의 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Source 제곱합  df
평균

제곱
F-value

소비가치 추구형태 18.790 2 9.395  7.901**

사 지식 정도  5.281 1 5.281  4.441**

지각된 험 정도  2.888 1 2.888  2.429

소비가치 추구형태

×사 지식 정도
12.682 2 6.341  5.333**

소비가치 추구형태

×지각된 험 정도
9.408 2 4.704  3.956*

시 지식 정도

×지각된  험 정도
 3.218 1 3.218  2.706

소비가치 추구형태

×사 지식 정도

×지각된 험 정도

 5.774 2 2.887  2.428

오차 313.806 264 1.189

 * p < 0.05, ** p < 0.01

5.1 소비가치에 따른 가격인상시 구매의도

변인의 효과 유의성 검정결과인 <표 3>에 따르면  소

비자의 소비가치 추구형태별로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

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고(F=7.901, p<0.01), 사후검

정(DUNCAN Test) 결과도 0.05 유의수 에서 3개 추구

형태들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소비가치 추구형태별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의 차

이를 확인한 결과, <표 4>에 보는 바와 같이 구매의도가 

독특성  과시  가치 추구집단(평균=3.44), 품질  쾌

락  가치 추구집단(평균=3.20), 사회  가치 추구집단

(평균=2.8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소비가치 

추구형태에 따라 명품 랜드의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

도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가격이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나 타인에게 신을 

주는 상징으로 지각하는 소비자들은 비싼 제품을 더 선

호한다는 선행연구결과[41]가 명품 랜드의 가격인상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소비가치 추구형태별 구매의도의 차이

소비가치 추구형태 사례수  평균 표 편차

사회  가치 

추구집단
107 2.80 0.63

독특성  과시  가치 

추구집단
152 3.44 0.50

품질  쾌락  가치 

추구집단
117 3.20 0.72

5.2 사전지식에 따른 가격인상시 구매의도

소비자의 사 지식 정도별로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

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F=4.441, p<0.01). 이에 따

라 사 지식 정도별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의 차이를 

구체 으로 확인한 결과, <표 5>에 보는 바와 같이 고지

식 집단(평균=3.30)이 지식 집단(평균=2.98) 보다 구매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 지

식 정도에 따라 명품 랜드의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

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는 제품

련 정보  평가단서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높은 가격이 

제품평가에 더 많은 향을 다는 선행연구결과[46]와

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명품 랜드

의 경우에는 사 지식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구매시  이

에 구매하고자 하는 명품 랜드가 고가라는 을 더 

잘 알고 있어 가격인상에 한 거부감이 상 으로 작

기 때문에 생기는 상이라 할 수 있다.

<표 5> 사전지식 정도별 구매의도의 차이

사 지식 정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고지식 집단 165 3.30 0.55

지식 집단 211 2.98 0.68

5.3 지각된 위험에 따른 가격인상시 구매의도

소비자의 지각된 험 정도별로 가격인상에 한 구

매의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2.429, p<0.05).  따

라서 소비자의 지각된 험 정도에 따라 명품 랜드의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이는 일반 인 제품의 경우 고가일수록 지

각된 험을 높고 지각된 험이 높을수록 가격이 험

회피 수단으로서 제품평가  구매행동에 보다 정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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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47]와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

다. 그 원인은 명품 랜드의 경우에는 과시  경향이 강

한 제품으로서 구매결정시 소비자의 지각된 험 정도가 

가격보다는 유행성과 제품품질  랜드와 같은 요인들

에 의해 더 큰  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5.4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가격인상시 

구매의도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에 한 유의성 검정결과<표 

2>에 의하면, 소비가치 추구형태와 사 지식 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F=5.333, p<0.01)와 소비가치 추구형태와 

지각된 험 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F=3.956, p<0.05)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소비가치 추구형태와 

사 지식 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라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6>에 보는 바와 같

이 고지식⋅독특성  과시  가치추구 집단(평균=3.78)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집단의 경우에는 

품질  쾌락  가치추구⋅고지식 집단과 품질  쾌락

 가치추구⋅ 지식 집단은 정 인 구매의도를 보이

고 있는 반면에 사회   가치 추구 집단⋅고지식, 사회  

가치추구 집단, 지식, 독특성   과시  가치추구⋅

지식 집단 등은 부정 인 구매의도를 보이고 있다.   

<표 6> 소비가치 형태와 사전지식 정도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구매의도 차이 
구분 고지식 집단 지식 집단

사회  가치

추구집단
2.98(0.51) 2.63(0.60)

독특성  과시  가치 

추구집단
3.78(0.55) 2,97(0.53)

품질  쾌락  가치 

추구집단
3.10(0.72) 3.28(0.64)

 

그리고 소비가치 추구형태와 지각된 험 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라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의 차이

는 <표 7>에 보는 바와 같이 독특성  과시  가치추구

⋅ 험 지각집단(평균=3.5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나머지 집단의 경우에는 품질  쾌락  가치추구

⋅ 험 지각집단과 독특성  과시  가치추구⋅고

험 지각 집단은 정 인 구매의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에 사회  가치추구⋅ 험 지각집단, 품질  쾌락  

가치추구⋅고 험 지각집단, 사회  가치추구⋅ 험 

지각집단은 부정  구매의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비가치 형태, 사 지식 정도, 지각된 험 정

도 등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라 명품 랜드의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4>는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표 7> 소비가치 형태와 지각된 위험정도의 상호작용효과
에 따른 구매의도 차이 

구분 고 험 지각 집단 험 지각 집단

사회  가치

추구집단
2.61(0.60) 2.91(0.64)

독특성  과시  가치 

추구집단
3.14(0.59) 3.59(0.57)

품질  쾌락  가치 

추구집단
2.89(0.61) 3.37(0.68)

6. 결론 및 함의

우리나라 명품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따

라 많은 명품 랜드들이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

격을 인상하고 있으나 수요가 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이다. 이는 과거와 달리 소득수  향상에 따른 소비의 고

화와 함께 변확 에 따른 상으로써 명품 랜드의 

새로운 소비성향  소비자 특성 측면에 한 구체 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명품구매와 련하

여 요한 소비자의 심리  요인으로 밝 진 명품의 소

비가치와 사 지식  지각된 험 정도를 소비자의 특

성변인으로 하여, 소비자특성별로 명품 랜드의 가격인

상에 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 다. 

연구 가설들의 검증결과에 따른 주요 발견 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소비가치 추구형태별

로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독특성  과시  가치 추구집단과 품질  쾌락  가치 

추구집단은 정  구매의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사회

 가치 추구집단은 부정  구매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가격이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나 타인에게 

신을 주는 상징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명

품 랜드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매의도를 바

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소비자의 사 지식 정도별 가격인상에 한 구

매의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지식 집단은 

정  구매의도를 보이고 있고, 지식 집단은 부정  

구매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품 련 정보  평가단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1호(2012.12)

304

서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격이 제품평가에 더 많은 

향을 다는 연구결과[46]와 상반된 결과로, 명품 랜드

의 경우에는 사 지식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구매하고자 

하는 명품 랜드가 고가라는 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

에 가격인상에 한 거부감이 더 작아 가격인상시에도 

구매의도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소비자특성별 상호작용효과는 부분 으로 나타

난 상황에서 가격인상에 한 구매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독특성  과시  가치를 추구하고 사 지식이 높

은 집단과 품질  쾌락  가치를 추구하고 지각된 험

이 높은 집단에서만 정  구매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명품 랜드의 경우에는 여러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자특성별로 가격인상에 

한 수용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문제제기 차

원에서 제시한 명품 랜드의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증가

의 베블  효과를 20∼30  은층 소비자의 경우로 살

펴보면, 이러한 상은 소비자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즉, 가격인상에 해 정  구매의도를 보인 소

비자들도 있으나 부정  구매의도를 보인 소비자들도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품 랜드의 가격인상에 따

른 베블  효과가 모두 소비자들에서 일어나는 상이 

아니라 소비자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다. 다시 말해서 명품 랜드의 경우 가격이 비싸면 더 잘 

팔린다는 개념은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명품 랜드에 

해 독특성  과시  가치와 품질  쾌락  가치의 소비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 지식이 높으나 지각된 험이 높

은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명품 랜드를 지향하는 국내기업들에

게 제품  가격 략이 무조건 고가격 심의 략보다

는 타겟 특성에 따라 달리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운용하

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략은 명품 랜드의 소비가 과거와 달리 일반 소비자들

로 확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가치에 한 인식도 다

양화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기존의 명품 랜드들과 차

별화하고 나아가 시장을 확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명품 랜드의 소비계층이 과거에 비해 넓어지고

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40∼60 가 상 으로 더 많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20∼30  은층을 조사 

상자로 하고 있고 분석 상 랜드도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1개의 특정 랜드에 해서만 하고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 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에는 조사 상자  명품 랜드를 보다 다양하게 하는 

후속 인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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