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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오랜기간 동안 연구돼 온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과 이미지 및 영상 기반의 SNS인 인스타그램

에서의 과시소비행동 간에 차이를 비교하여, 변화된 과시소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만 20세~59세의 2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회귀분

석,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에서의 과시소비행동과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의 소비

품목, 지출액 그리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시소비행동 이후, 인스타그램에

서든 현실공간에서든 소비자들은 긍정적 감정이 소비자행복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현실공간에 국한

되어 있던 과시소비행동을 인스타그램이라는 새로운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여 그 변화를 탐구한 점과 과시소비행동이 

소비자 감정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과시소비행동의 연구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과시소비행동, 인스타그램, 현실공간, 소비자감정, 소비자행복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off-line consumption behavior on 

and off-line. Online surveys were conducted on 218 people aged 20 to 59 who live in the country 

actively using Instagram, and the results of analysis through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consumption items and expenditures of showing consumption behavior on Instagram and showing 

consumption in real space. In addition, there were different factors influencing the behavior of showing 

off in Instagram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showing of consumption in real space. Age, education, 

and narcissism have an effect on show off behavior in Instagram, whereas age, materialism, and 

narcissism have been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in real space. Whether on Instagram or in the 

real space, the positive emotions felt by consumers after showing off consump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onsumer happines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has empirically verified 

the difference between Instagram and actual consumption behaviors, and sought the direction of 

healthy consumption behaviors for consumer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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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시소비는 자신의 부나 지위를 과시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소비행동이다. 과시소비의 개념을 최초로 고안

한 Veblen은 과시소비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고, 사회 고

층의 지위와 관련이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았다[1]. 

다시 말해 Veblen에 따르면, 과시소비는 디자이너 옷이나 

고급 외제차처럼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재화를 통

해 타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행위다. 이때 과시소

비를 위한 재화의 종류는 소비 행위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데, 지위 표시자(maker) 역할을 할 수 

있는 재화인지 아닌지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모

임에서 옷을 입었을 때, 혹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소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반면, 잠옷, 집에서의 아침식

사, 혹은 사용하는 화장지 브랜드는 타인들이 쉽게 알아차

리기 어렵다[2]. 

국내에서는 1980년 이후부터 Veblen의 이론을 바탕으

로 한국의 과시소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

했다. 국내의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특정 대

상과 품목을 소비할 때 소비자들의 과시소비성향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탐색했다면[3,4], 2000년 

이후로는 명품, 럭셔리 제품을 포함한 과시소비를 동인하

는 소비자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분석한 뒤 유형화하는 경

우가 두드러졌다[5,6]. 특히 한국의 과시소비의 특수성을 

밝히기도 하는데, 한국·일본·독일의 과시 행위를 비교한 연

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과시는 다른 국가의 사회와는 달

리 집단의 배경을 통한 과시라는 점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한국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내세워서 과시를 하는 경향

이 있으며, 체면문화 혹은 전통주의적 배경에 기저한다[7].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의 과시소비는 명품소비, 신분 상승, 

럭셔리 제품의 과소비 등과 같은 비합리적 소비의 문제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비자행동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에, 과시소비에 있어 과거와 달라진 지점 있는지

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서 Veblen은 과시소비는 ‘다른 사람’과 관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과시소비행위에는 그 대상이 상

정되어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과시소비 연구들에서의 

과시소비행위 대상은 모두 ‘현실 공간’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킹 혹은 관련된 기술들의 발전으로 변

화가 나타났다. 사적인 영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집에

서의 식사’, ‘인테리어’ 등과 같은 소비재 혹은 서비스의 소

비경험을 공개하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등장으로 과시소비는 새로운 국

면에 접어들었다. 

SNS란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 타인과 연결망으로 소통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사용 가능한 SNS 선택의 폭이 적

었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의 호황기에 접어들었다[8]. 소비자들은 다양

한 SNS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며, 자기표현 및 사회

적 상호작용의 창구로 활용중이다. 하지만 많은 SNS 중에

서도 과시소비에 있어서는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집

중할 필요가 있다. 인스타그램은 2010년부터 시작한 이미

지 기반의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로, 급성장을 이루며 2018

년 6월 기준으로 전세계 월 이용자 수가 10억 명을 넘는 소

셜 플랫폼이 되었는데, 한국에서도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리케이션 분석 업체 와이즈앱

이 2019년 5월 한 달간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3만3000명

의 SNS 앱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용 시간 1위를 기록

한 SNS 앱은 페이스북이지만, 2018년 대비 73% 늘어난 

26억분으로 2위를 기록한 것은 인스타그램으로 그 증가세

는 페이스북의 것보다 더 높았다[9]. 

또한 인스타그램의 주 이용자의 연령도 중요한 요소이

며, 세대별로 이용하는 SNS는 다르게 나타난다. 10대는 페

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20대는 페이스북 > 인스타

그램 > 트위터, 30대는 인스타그램 > 네이버카페 > 페이스

북, 40대는 네이버카페 > 네이버밴드 > 인스타그램으로 나

타났다[9]. 과시소비는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에 탄력적인 

사치재이기 때문에, 소득 창출 능력이 높은 3040대를 중심

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이용률 기준 3순위 내 인스타

그램이 있다는 점에 과시소비에 있어 인스타그램이 주요 

분석 SNS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영상 등 시각 중심의 콘

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이용자들의 어떤 이상

적인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

다[10]. 자신의 일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림으로써, 자신

의 취향, 개성을 드러내기에 효과적이다. 실제로 다른 SNS

와 이용 동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

스타그램의 SNS 이용동기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이용 동기가 페이스북 보다 높은 것은 ‘자기표

현(3.45)’, ‘둘러보기(3.76)’, ‘오락(3.49)’이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보다 더 높은 동기는 ‘지인과의 소통(3.63)’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기존에는 타인에게 보여줄 수 없어 

과시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들도, 인스타그램이라는 플

랫폼에서 자신의 소비 경험 불특정 다수에게 표현할 수 있

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고급호텔에서의 소비경험을 인스타

그램에 업로드 하는 행위가 과시소비를 위한 행동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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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 것이다[12].   

이처럼 인스타그램에서 과시소비행동은 과시적 재화 지

출을 통해 SNS 플랫폼 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

동을 의미한다. 즉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 네트워킹 기술

의 등장 이후 새롭게 나타난 과시소비행동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과시소비행동과는 환경적 차이로 인해 과시대상의 

확대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인스타그램 혹은 

SNS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과시적 행동은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고찰하였기 때문이

다[13,14]. 특히 이들 연구에서는 과시적 행위를 추동하는 

사회심리적 배경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어떤 심리적 요소가 각각의 환경에서 과시소비행동 추동하

였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또

한 SNS 혹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현실

공간보다 소비행위가 탈물질적이라고 선행연구에서는 보

고하고 있지만[14],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소비 품목들

이 다른지에 대해 파악한 연구도 미미하다. 따라서 인스타

그램이라는 플랫폼에서 새로 등장한 소비자 행동인 이 과

시소비행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공간

에서 과시소비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과시소비가 비합리적 소비로만 

인식되었기에, 과시소비행동 후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 및 효과에 대해서는 과시소비 관련 연구

의 역사가 장구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하지만 전술하

였듯, 인스타그램의 이용 동기로 ‘오락’, ‘자기표현’과 같은 

긍정적 요소들을 선택한 이용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인스

타그램에서의 과시소비행동은 기존의 과시소비행동의 관

점과는 달라야 한다. 행위의 결과로 소비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며, 이들의 행복감 혹은 만족감이 증진되는지 감소되

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돼 온 현실에서의 

과시소비행동과 이미지 및 영상 기반의 SNS인 인스타그램

에서 보여지는 과시소비행동의 차이를 비교하여, 과시소비

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환경에서 나타나

는 과시소비행동을 과시소비 품목, 지출액으로 확인한 뒤, 

과시소비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를 확인하였다. 더하여 과시소비행동 후에 소비자들이 느끼

는 감정 그리고 행복을 측정하여 소비자 개인들의 웰빙에 

과시소비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동안 과시소비 연구는 ‘어떻게 하면 소위 명품·럭셔리 

등 사치행동을 감소시켜 합리적 구매를 증진할 수 있을 것

인가?’혹은 ‘어떻게 하면 럭셔리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상반된 맥락에서 연구해 왔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의 등장으로 과시소비

도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맞춰 과시소비행동에 대한 연구

도 관점을 확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SNS와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

2.1.1 과시소비

과시소비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자

원을 낭비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

위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내보이는 ‘신호(signaling)’다. 

자신의 지위나 부를 알리기 위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를 소비하는 행위를 ‘과시적 행위’ 또는 ‘과시적 소비’라고 

할 수 있다. Mason은 현대적 의미에서 과시소비의 개념

을 체계화 시켰는데, 그는 과시소비란 지위 상품을 고가

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

하려는 욕망에 의해 자극 받아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 소

비자 행동에 있어 예외적인 행동의 한 행태로 파악하였

다. 그는 Leibenstein이 소비의 외부효과로 본 베블렌 효

과(Veblen effect),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 

스놉 효과(Snob effect)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과시소비

가 나타나므로, 이들 효과는 과시소비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시소비의 개념을 확대하였다[15]. 

국내 논문에서도 과시소비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

고 있다.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쳐서 발생

하는 소비를 과시소비로 정의하고 이러한 과시소비를 보

상소비, 과잉소비와 더불어 과소비의 구성요소 보기도 하

며[16]. 또한 성영신은 소비의 목적에 따라 과소비를 과

시소비와 체면소비로 나누었는데, 과시소비는 존경과 인

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충족을 위한 소비이고 체면소비는 

신분유지와 상승을 위하여 자신의 경제적 실상에서 벗어

난 소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17]. 유두련 외 연구자는 

‘과시소비란 제품 및 서비스의 상징성을 통해서 지위의 

획득, 유지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

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

다’ 혹은 ‘과시소비란 재화나 용역의 상징성을 통해 금전

력을 과시하고자 하거나 동료집단으로부터 인정을 얻고

자 하는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

여, 과시소비행동을 ‘부나,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과시적 

재화 지출을 통해 타인에게 신호를 보내는 상호작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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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였다.  

2.1.2 SNS와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의 차이

물질중심적인 현실 공간에서의 과시적 소비와 달리 소

위 ‘허세’행위로 대변되는 온라인 혹은 SNS상에서의 소비

행위는 탈물질적이다. SNS에서의 과시는 현실 공간의 과

시와는 달리 자신의 콘텐츠를 통해 능력 혹은 자질을 드러

내는 ‘적응도’의 지표로서의 과시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

을 자극하는 ‘타자 없는 과시’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처럼 

과시행동의 형태는 환경에 따라 달리 일어난다고 볼 수 있

다[19]. 

과시의 형태뿐만 아니라, 과시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로 

사회심리적 배경도 SNS상인지, 현실공간에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과시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로 사회심리적 배

경을 꼽은 김양하 외의 연구에서는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과시소비의 개념을 알아보고, 과시소비에 원인이 되는 사

회심리적인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심층 면접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는 자기만족, 자부심, 자신감 등이, 사회

적 차원에서는 인정, 지위, 부러움 등이 과시소비의 심리적 

원인이자 기능임을 규명한 바 있다[20]. 이 두 가지 심리는 

공존하되, 개인과 환경에 따라 그 비중에 차이를 두게 된다. 

두 속성을 양극으로 하는 연속선 상의 개념인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현실공간에서 과시소비행동의 배경

은 대체로 사회적 차원에 기저하고 있다고 본다. 가장 현실

적인 소비 공간인 백화점 VIP고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부유층은 고가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타인에게 과시하며, 이것은 

곧 차별화를 통한 타인과의 구별짓기의 특성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명품 소비를 통해 사회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상

징성을 보여주었다. ‘외면적 고급소비’와 ‘우리끼리 구별짓

기’로 대별되는 소비특성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21]. 한

편 한국의 명품 소비가 부의 과시나 사회적 기호로써 기능

하는 사회적 소비에서 개인의 가치소비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22]. 이는 전술하였듯, 절대

적 구분 개념이라기보다 비중의 차원이기 때문에, 현실공

간에서도 개인적 차원의 사회심리적 배경에서 기인하는 과

시소비행동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성향

이 SNS 상에서 더 쉽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 사실

이다. SNS상에서의 행동을 나르시시즘이라 할 수 있는 이

유는, 자신의 삶을 어떤 서사의 주인공으로 상정하였으며 

타인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

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에서의 소비에서 타자는 거의 

의식되지 않는다[23]. SNS 이용 동기를 감정적 동기와 사

회적 동기로 분류하여 정보 제공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동기에서는 스트레스 해소

와 재미요인이, 사회적 동기에서는 네트워킹과 정보 수집 

동기가 정보 제공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또 한 연구에서는 관심 끌기, 즐거움, 호기심, 

가상현실, 시간 왜곡 관련 이용 동기들이 SNS 정보 제공 행

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5], Rui와 

Stefanone의 연구에서는 자기표현(exhibitionism)행위

가 사진 공유 행동과 상태 업데이트 빈도를 증가시키는 요

인임을 확인한바 있다[26]. 

마지막으로 과시소비행동을 어디에서 하는지에 따라 소

비 품목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공간에

서 과시소비의 지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실공간에서

는 물질적인 재화일 확률이 높은 반면, SNS 상에서는 자신

의 적응도 수준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로써 다양한 재화들

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서는 온라인 조

사 결과에 따라 의복과 신발, 의류서비스, 보석과 시계, 이·

미용서비스, 헤어샵, 헬스클럽, 신차, 중고차 구매가 과시적 

재화로 꼽았다[27]. Yoon와 Seok (1996)은 일상에서의 

과시소비 품목으로 세탁기, VCR, 진공청소기, 자동차, 피

아노, 에어컨, 귀중한 골동품 및 사진, 콘도 회원으로 나타

났다[28]. Heffetz은 담배, 자동차, 의류, 가구, 보석류, 오

락, 외식, 이·미용, 도서, 교육, 주거, 통신비 등을 꼽을 바 있

다[29]. 반대로 온라인에서는 소비의 탈물질화 경향이 드

러난다. SNS에 글이나 사진을 업로드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해 사회적 인정을 받거나 만족감을 느끼는 형태로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물질적인 대가가 없어도 자신의 글

이나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한 자기만족적 행태

로 나타난다[30]. 따라서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 품목들

은 대체로 주변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물질재인 반면, 온라

인에서는 경험재도 과시소비품목이 될 수 있다. 물질재는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 돈을 쓰며, 소비의 결과로 눈에 보이

는 재화이며, 경험재는 무엇인가를 하는 경험의 과정 자체

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재화이다. 경험재를 소비하는 경우

에는 소비의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며, 소비의 결

과로 경험에 대한 기억이 남는다[31]. SNS의 등장은 경험

소비를 향유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이

미지와 동영상을 통해 어디를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생생

한 경험을 공유하기에 유용한 플랫폼으로 진화하였다. 김

미영과 김지희의 연구에서는 서울 고급호텔에서 이용 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행위를 관찰하였다. 2017년 9월 

한 달 동안 서울의 고급호텔명을 해시태그한 인스타그램의 

사진과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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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를 더 멋있고, 화려하고, 풍요롭게 보이게 하는 일종의 

과시적 자기표현 공간으로 호텔이란 공간을 소비하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32].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SNS와 현실공간에서의 과

시소비행동 차이는 과시행동의 형태, 사회심리적 배경, 과

시행동의 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차이는 

Table1. 과 같다. 현실공간과 SNS상에서의 과시소비행동

에는 소비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또한 SNS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과시소

비행동과 밀접하다고 본 인스타그램에 분석 대상을 한정하

여 살펴보았다. 

2.2 과시소비행동 영향 요인

국내에서 이루어진 과시 소비에 관한 연구를 문헌 고찰

한 연구에 따르면 과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는 준거집단, 소비자교육, 성별, 연령, 용돈, 주관적 생활수

준, 부모의 학력, 직업, 가계소득, 물질주의, 체면중시, 소비

지향적 태도, 자아존중감 등이 포함되고 있다[33]. 본 연구

에서는 인스타그램,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의 비교

가 목적이기에, 전술하였듯이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사

회심리적 배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선행연구에

서 과시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들 중에서도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 따라 구분되어 보았다. 개인 차원에

서는 자기만족, 자부심, 자신감 등이,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

정, 지위, 부러움 등이 과시소비의 심리적 원인으로 규명한

대로, 사회 심리적 요인들 중에서도 사회적 차원으로는 물

질주의, 체면중시, 개인적 차원으로는 자기애, 자기표현을 

활용하였다. 

2.1.1 물질주의

물질주의(materialism)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정신

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다. 

물질주의를 가진 개인의 경우 높은 수준의 물질적 소유 혹

은 소비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들에게는 물질의 소

유가 행복의 주요 원천이기에, 물질이 삶의 중심이 된다. 

Belk는 물질주의를 ‘소비자가 소유 자체에 애착을 가지고 

자유재량적인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

의했다[34]. Daun은 물질주의는 물질소비가 목표로서 또

는 일련의 계획으로서 기능하는 생활방식이라 하였으며

[35], Richins와 Dawson은 물질소유의 양과 질로서 성공

을 보는 것을 물질주의라고 보았다[36]. 물질주의적 성향

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물질의 획득·소비를 추구하

며, 높아진 소비수준이 행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선

행연구들을 종합할 때, 물질주의란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행복을 얻는 중요한 근원이 물질에서 비

롯된다고 보는 신념이며, 물질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경

향으로부터 비롯된다. 물질주의가 과시소비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중이다. 여러 연구결과

에서 물질주의는 과시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

고 있다[37,38]

2.2.2 체면중시 

Ho는 체면을 상대가 사회 조직의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사회적인 가치(social value)로 정의하고,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가치도 증가하

기 때문에 체면도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39]. 즉, 체면은 

개인이 상대에게 내세우고 싶어 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긍정적 이미지로[40], 자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하

고, 상대에게 존중 받을만한 사람인지를 반영하게 된다. 따

라서 체면은 개인주의 문화의 서양보다는 위계적이고 집단

적인 문화에서 더 큰 중요성을 지니는데[41], 집단주의 문

화권에서는 스스로가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지보다는 상대가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집단주의 문화권의 한국에

서도 체면은 사회적인 기능을 한다[42]. 사실과 다르게, 자

신의 위신을 지키고자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는 것이며 겉

치레 행동을 하는 행동을 의미하기에 체면중시성향이 강할

수록 자신의 명예나 혹은 사회적 이미지를 중요시 여긴다.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체면을 중시하는 성향이 명품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명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체

면중시 성향이 과시소비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가정하였다. 

Conspicuous consumption upon SNS Conspicuous consumption upon real life

Social psychological background 
Personal dimension

(Self-satisfaction, pride, confidence)
Social dimension

(Social recognition, status classification, envy)

Conspicuous consumption signal Dematerial-oriented Material-oriented

Table 1. Difference between Conspicuous consumption upon SNS and re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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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자기표현

Goffman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상관리와 자기

표현(self-presentation) 행위에 주목하였다. 그는 일상

생활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상관리를 하는 것은 마치 무

대 위의 공연에서 수행하는 연기자의 연기(performing)

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44]. 온라인 미디어 이용이 일상화

됨에 따라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

기표현 양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가상공간 내 자기표현

은 있는 그대로의 재현이기보다 연기자(actor)가 의도적으

로 연출한 모습임을 주장하였는데[45], 가상공간의 커뮤니

케이션 환경에서는 이용자들이 사진을 고르고, 수정하고, 

조정하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면대

면 상황보다도 철저한 인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46]. 이처럼 일상이 현실공간에서 가상공간으로 확대

되면서 자기표현의 무대 역시 가상공간으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SNS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며 적극적인 자기표현이 

일상화되었다. SNS와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

게 보이는가를 고려하여 좋은 인상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기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드러내고 매력과 개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SNS에 게시해 자기과시적이며 나르시시

즘적 경향까지도 나타낸다고도 보고 있다[47]. 한혜주와 

이경미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자기표현 동기는 상징적 제

품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8].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자기표현 동기가 높을수록 과시소비행동을 할 유인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2.2.4 자기애

과거에는 자기애는 미국 정신의학회가 자기애적 성격장

애로 진단함으로써 부정적 성격 측정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자기애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자기애적 성격 검사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를 개발한 Raskin and Hall(1981)도 자기애의 

극단적인 성향이 병리적인 상태의 자기애로 정의하였으며 

덜 극단적인 상태로 나타날 때는 개인 성격의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49].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연

구들은 자기애가긍정적이고 건강한 성격 특징이라고 정의하

였다[50]. 특히 SNS 상에서 자기 홍보행위(self-promoting 

behavior)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시작하였는데, 셀

피와 같이 자기홍보적 컨텐츠 게시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 

중 하나를 자기애(Narcissism)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51]. 

자기애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높은 자기애 성향을 가

진 사람들이 프로필 사진에 자기홍보(self-promotion)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을 밝힌 바가 있으며[52], 남성과 여

성 모두에서 타인으로부터 감탄이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자기애적 욕구(admiration narcissistic demand)가 강

할수록 SNS에 자기 사진을 포스팅하는 횟수가 많으며[53], 

자기애성향 중 허영, 과시, 우월, 및 권위 차원 점수가 높을

수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거나 페이스

북에서 댓글을 확인하는 행동이 높았음도 밝혀졌다[54].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 역시 과시소비행동

에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2.3 소비자감정과 소비자행복

과시소비행동은 기능적 효용인 구매 후 경제적 이득으

로 체감되는 행동이기보다, 소비자 개인별 주관적 경험에 

가까운 행위다. 소비자 개인마다 과시소비의 대상도, 느끼

는 감정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과시소비행동 후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에 집중

하였다. 소비자감정은 소비자학에게 최근 들어 자주 등장

하는 개념이다. 소비자감정을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

는 경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의 집합’이라 정

의내리기도 하며[55], Gardner는 ‘소비의 전 과정(구매 전

(before) 과정, 구매 과정, 구매 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

는 감정’이라 정의하였다[56]. 한편, 대부분의 소비자 감정 

관련 연구에서는 감정경험의 복잡성에 비추어 소비자 감정

이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구분된다는 2차원 설을 

지지하고 있다[57]. 

과시소비행동 혹은 과시소비를 한 뒤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을 살펴본 실증적 연구는 미비하지만, 물질과 경험재

라는 제품의 속성 차이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뒤 

소비자가 느끼는 정서적 반응에 대한 연구는 존재한다. 내

구재 구매, 건강을 위한 소비, 자동차와 주택 구매 등은 긍

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레저에 대한 

소비만이 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히면서, 그 

이유에 대해 레저 활동은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유지에 기

여하기 때문이다[58]. 다시 말해, 비물질적 재화의 소비 혹

은 타인과의 교감은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물질적 재화의 경우는 반대임을 의미한다. 

한편, 소비자 감정이 소비 후 행동이나 태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 만족의 

대행 지수로서 미래 구매 의도를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 분

석을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 소비 정서가 미래 

구매 의도와 유의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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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Mano와 Oliver는 제품 평가, 소비 정서, 소비자 만족 

등 소비 후 경험에 있어서 주요한 세 개념간의 구조적 상호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만족은 긍정적 소비 정서와 정(+)의 관

계에 있으며, 부정적 소비 정서와는 부(-)의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60].

선행연구에서처럼 구매 의도 및 소비자만족은 특정 제

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소비자가 가지는 특정 제품 혹

은 서비스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

시소비행동은 과시재 지출 후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라는 행

위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총체적인 경험을 통해 느끼

는 개념을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행복에 미치는 영

향을 보았는데, 소비자행복이란, 구매로 인한 결과에만이 

아닌 소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결과로 인해 유발되는 개념이라고 한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선정하였다[61].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과시소비 역시 소비하는 경험이

므로 과시소비 후에 소비자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

나 2차원으로 구분되는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이다. 내구재 

같은 물질적 재화를 과시소비로 활용한 경우 긍정적 감정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반대로 레저와 같이 

경험재적인 재화를 활용한 경우 긍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과정이 구조적인 이론으로 증명되지는 않

았지만, 이후 소비자 감정이 소비자 만족 혹은 행복에 긍정

적 정서와 정의 관계를, 부정적 감정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시소비경험

이 소비자 감정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행복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

행동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하였

다. H1에서는 과시행동의 지표가 되는 소비재 품목의 특성

을 경험재와 물질재로 구분하였는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서는 경험재가, 현실공간에서는 물질재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H2에서

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사회심리적 요인에는 과시소비행

동의 장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인스타그램에서의 과시소비행동에는 개인적 차

원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현실공간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각각 영향을 더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

다. 마지막 H3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의,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 후에 소비자가 느낀 소비자 감정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소비자행복에 영향을 줄 것임을 검증하였다. 

H1: 인스타그램과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품목과 지

출액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인스타그램과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 인스타그램에서 과시소비행동이 소비자감정을 매

개로 소비자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과 현실공간에

서 과시소비행동이 소비자감정을 매개로 소비자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이다.  

Fig 1. Relationship of Conspicuous consumption, 

consumer emotion, and happiness

3.2 자료수집방법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피드를 일주일에 1회 이

상으로 업로드를 하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이용행태를 보이

는 전국 거주 만 20세~59세 소비자 218명을 대상으로 온

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전국 규

모의 조사응답자 패널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조사업체인 ㈜

마이크로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웹기반 설문화면 구성과 응

답자 리크루팅, 자료수집, 코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조사 기

간은 2019년 12월 9일부터 2019년 12월 12일이다. 응답

자는 연령 및 성별 분포에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SNS 과

시 행동 관련 질문을 먼저 제시하는 것과 현실 공간 과시 행

동 관련 질문을 먼저 제시하는 조건에 각각 109명씩 할당 

표집하였다. 질문지 순서효과(question order effect)를 

최소화하여 응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처치했다. 20-50대

로 선정한 이유는 10대의 경우 주체적인 소비활동을 한다

고 보기 어렵고, 60대 이후의 경우 SNS 이용률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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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기 때문이다. 부실 응답은 없어, 모든 표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3.3 측정도구와 자료분석방법

3.3.1 인스타그램과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

과시소비행동을 측정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의식에 의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과시소비 행동에 대해 소비자는 외면적으로 그

런 의도를 거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 개인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lilty)가 작용되기 때문에 객관적 

측정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타인의 과시소비행동을 먼저 환기한 뒤 자신의 과시소

비 경험 유무를 측정하였다.

인스타그램에서 타인의 과시소비의 품목을 파악하고자, 

‘귀하의 인스타그램 친구(팔로잉) 중 자신의 재산·취향·외

모 등을 자랑하기 위해 상품/서비스를 자주 구매하는 사람

을 떠올려보십시오. 귀하께서는 그 사람이 최근에 업로드

한 피드에 구매한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를 업로드 함으로

써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

니다. 그 물건은 어떤 소비항목에 해당합니까?’ 이후 해당 

질문과 연결하여, 자신의 과시소비행동에 대해 최근 한 달 

내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피드 중에서 귀하의 부나 지

위 혹은 남다른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었다

고 생각했던 자신의 피드와 관련한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

스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토대로 과시소비행동 

경험 유무를 판단하였다. 이렇게 과시재 품목을 응답하게 

한 후, 이를 물질재와 경험재로 구분하여 과시재 품목을 분

석하였다. 이후 최근 한 달 내 과시소비행동을 위한 해당 품

목을 구매하기 위해 들어간 총 비용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질문하였다. 

3.4 측정도구와 자료분석방법

3.4.1 인스타그램과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

과시소비행동을 측정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의식에 의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과시소비 행동에 대해 소비자는 외면적으로 그

런 의도를 거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 개인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lilty)가 작용되기 때문에 객관적 

측정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타인의 과시소비행동을 먼저 환기한 뒤 자신의 과시소

비 경험 유무를 측정하였다.

인스타그램에서 타인의 과시소비의 품목을 파악하고자, 

‘귀하의 인스타그램 친구(팔로잉) 중 자신의 재산·취향·외

모 등을 자랑하기 위해 상품/서비스를 자주 구매하는 사람

을 떠올려보십시오. 귀하께서는 그 사람이 최근에 업로드

한 피드에 구매한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를 업로드 함으로

써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

니다. 그 물건은 어떤 소비항목에 해당합니까?’ 이후 해당 

질문과 연결하여, 자신의 과시소비행동에 대해 최근 한 달 

내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피드 중에서 귀하의 부나 지

위 혹은 남다른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었다

고 생각했던 자신의 피드와 관련한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

스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토대로 과시소비행동 

경험 유무를 판단하였다. 이렇게 과시재 품목을 응답하게 

Details N(%) Details N(%)

Age

20-29 57(26.1)
Sex

male 111(50.9)

30-39 55(25.2) female 107(49.1)

40-49 56(25.7)

Residence

seoul 139(63.8)

50-59 50(22.9) metropolitan 44(20.2)

Education

high school 28(12.8) small-City 31(14.2)

university 164(75.2) etc 4(1.8)

graduate school 26(11.9)

Average monthly 
income

1 m bellow 30(13.8)

Occupation

office work 122(56.0) 1-2m 54(24.8)

professi-on 14(6.4) 2-3m 59(27.1)

service -jobs 21(9.6) 3-4m 27(12.4)

self-employment 12(5.5) 4-5m 22(10.1)

part-time 4(1.8) 5-6m 8(3.7)

atudent 16(7.3) 6-7m 13(6.0)

housewife 29 (13.3) 7 m more 5(2.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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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이를 물질재와 경험재로 구분하여 과시재 품목을 분

석하였다. 이후 최근 한 달 내 과시소비행동을 위한 해당 품

목을 구매하기 위해 들어간 총 비용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질문하였다. 

현실공간에서도 동일한 순서대로, 질문을 현실 공간 내

용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직장·학교·친구모임 등에서

의 지인 중 자신의 부를 자랑하거나, 남다른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 상품˙서비스를 자주 구매하는 사람을 떠올

려보십시오. 그리고 귀하께서는 그 사람이 구매한 특정 물건

이나 서비스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물건이나 서비스는 어떤 소

비항목에 해당합니까?’에 대해 복수선택을 허용하였다.

3.4.2 사회심리적요인, 소비자감정, 소비자행복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도구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구성되

었다. 구체적인 문항과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값은 Table 3. 와 같다. 물질주의는 Richins의 

MVS(Materialistic Value Scale)를 수정하여 여섯 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자기표현욕구의 경우 한혜주·이경

미 (2017) 연구의 자기표현욕구 척도를, 자기애의 경

우 김유정의 자기애 척도로 각각 활용하였다[6]. 체면

중시성향은 체면 중시 성향은 Ting Toomey와 Oetzel

의 체면 중시 성향의 세 하위 차원중에서도 자기체면중

시 성향으로 요약 수정하였다[44]. 소비자 행복은 

Howell & Hill의 척도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33]. 또

한 과시소비후 느낀 감정을 서문식과 김상희의 소비자

감정 척도를 활용하였다. 긍정감정의 경우는 ‘과시행동 

후 귀하는 자랑 후에 [자부심 혹은 자신감]을 얼마나 느

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

록 하였다. 긍정 감정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자부심 

외에도 인정, 만족감을 포함하여 동일한 문장으로 측정

하였고, 부정적 감정은 허탈감, 부끄러움, 후회를 선택

하여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3.4.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바ow 프로그램(version22.0)

을 통해,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 및 인스타그램에

서의 소비행동과 현실공간에서의 소비행동의 차이를 파악

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 분

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스타그

M(SD) Sub-question FL 

Materialism
3.20

(.80)

My wealth shows how well I have lived my life. .722

.859

I envy those who own expensive houses, cars, and clothes. .778

Buying things gives me a lot of fun. .715

I like luxury things. .718

It would be happier if I could afford to buy more. .817

If I have things I don't have, my life will be better. .846

Self-expression

3.12
(.90)

I have a desire to express my identity that is distinct from others. .935

.898Expressing identity is very important to me. .901

I have a very strong desire to express myself. .899

Narcissism

3.07
(.72)

I tend to show off my pride when I get a chance .728

.838

I often see myself in the mirror. .753

I look forward to receiving good treatment from others. .793

I know that I am a good person because others always tell me that I am a good person. .825

I demand respect for what I deserve. .807

Emphasis on Face 

3.60
(.70)

I care not to be ashamed of myself. .804

.890

I care about protecting my own image. .831

I want to maintain their dignity in front of others. .859

I’m careful not to look weak in front of others. .833

I care about protecting my personal pride. .838

Happiness
2.97
(.87)

I am happy for my usual consumption. .874

.834Overall I seem to spend my money well. .860

I feel happier after consumption, than before. .867

Table 3.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survey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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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서 과시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현실공간에서 

과시소비행동을 하게 하는 영향 요인을 각각 파악하고자, 이

분형 로지스틱스 분석을, 과시소비행동이 소비자감정과 행

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스타그램과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품목 및 

    지출액의 차이

먼저 과시소비경험 유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응답을 

확인한 결과, 자신의 과시소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 218명 

중에서 과시소비를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경우는 99명

인 45.4%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에서만 과시소비행동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8(18.2%), 현실공간에서만 

24(24.2%), 인스타그램과 현실공간 모두에서 과시소비행

동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57(57.6%)로 확인되었다. 이는 

과시소비행동의 측정에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소비자 개인 

행동에 관한 설문에서 개인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lilty)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시적 성

향 혹은 선호를 묻는 설문방식은 개인의 인지와 의식에 의

존한다. 따라서 개인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해야 할 마땅한 행동’이 당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스스로의 과시소비행동을 한 경험에 대해 상기하며, 자

신의 과시소비품목을 자기기입식으로 입력한 결과는 불성

실 응답 및 결측치를 제외하고 Table 4. 처럼 나타났다. 빈

도가 높은 품목 4개가 인스타그램상에서는 ‘여행’ > ‘의류/

가방/시계’ > ‘외식’ > ‘가정용품’인 반면, 현실에서는 ‘의류/

가방/시계’ > ‘여행’ > ‘가정용품’ > ‘자동차’ 순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현실에서든 인스타그램에서든 과시

소비품목으로 ‘의류/가방/시계’와 ‘여행’ 그리고 ‘가정용품’

은 많이 활용되는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위 

4개 품목 중에서 ‘외식’과 ‘자동차’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인

스타그램에서는 외식이 12%, 현실공간에서는 1.2%이며, 

자동차의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는 6.7%, 현실공간에서는 

11.1%로 나타났다. 또한 그 순위도 인스타그램에서는 ‘여

행’이 1순위인 반면, 현실공간에서는 ‘의류/가방/시계’로 

확인되었다. 이를 품목의 특성에 구분하여 정리를 하자면,  

인스타그램에서 과시재는 물질재보다, 경험재적인 재화의 

비중이 높은 반면,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재에서는 경험재보

다 물질재적인 재화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재화 혹은 서비스 구입에 들어간 총 지출비

는 인스타그램에서는 평균 665만원으로, 현실공간에서는 

1266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에서 과시소비를 할 

때보다, 현실 공간에서 과시소비를 할 때 더 지출이 큼을 확

인하였다. 자동차, 가정용품과 같은 품목의 지출액이 크게 

나타났는데, 현실공간에서 이 같은 품목이 인스타그램에서

보다 더 많이 과시소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4.2 인스타그램과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에 

Instagram (n=75)    Reality (n=81)  

Details n%) Details n(%)

Material goods

Grocery 4(5.3)

Material 
goods

Grocery 1(1.2)

Alcohol, tobacco 1(1.3) Alcohol, tobacco -

Housing 1(1.3) Housing 1(1.2)

Automoblie 5(6.7) Automoblie 9(11.1)

Clothing/bags 20(26.7) Clothing/bags 27(33.3)

Appliances 6(8.0) Appliances 11(13.6)

37(43.5) 49(56.5)

Experience 
goods

Entertainment services 7(9.3)

Experience 
goods

Entertainment services 2(2.5)

Education services - Education services 2(2.5)

Travel 19(25.3) Travel 22(27.2)

Eating out 9(12.0) Eating out 1(1.2)

Membership services 2(2.7) Membership services 2(2.5)

Beauty services 1(1.3) Beauty services 3(3.7)

38(54.3) 32(45.7)

Total average 

cost 
666만원

Total average 

cost
1266만원

Table 4. Conspicuous consumption items and expenditure in instagram an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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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스타그램과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비행동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 에 제시되었다. 우도비(likelihood) 검증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인스타그램의 모형은 

 
이 66.41로, 현실공간의 모형은 64.0으로 각각 

.001 유의수준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가 유의

한 변수로 포함된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인

스타그램의 식을 보았을 때, 인스타그램에서의 과시소

비행동을 할 확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소비자 인구통계적 요인 중에서는 연령과 학력이, 사

회심리적 요인으로는 자기애가 영향을 미쳤으며, SNS 

업로드행동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 관련 요인 중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과시소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0.007배 감소

하며, 대학교 졸업자는 대학 졸업이 아닌 경우보다 

3.36배 정도 과시소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애의 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과시소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2.99배 높아졌다.  

현실 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에는 인구통계적 요인 중

에서는 연령만이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심리적 요인의 경

우에는 물질주의와 자기애가 각각 영향을 미쳤으며, SNS 

업로드 횟수는 역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비자 관련 요인 중 연령은 한 단위 증가할 때, 과시소비행

동을 할 가능성이 0.003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현실 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에 학력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가치관 변수들에 있어서, 인스타그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실공간에서도 자기애의 정도가 한 단

위 증가할 때, 과시소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2.45배 높아졌

다. 물질주의적 가치관도 그 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과

시소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6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요인은 인스타그램에서의 과시소비행동과는 다른 점을 

보였다.  

4.3 인스타그램과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이 

    소비자감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모두 과시소비행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현실공간에서 과시소비

행동 후 느낀 감정과 이후 소비자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6.로 정

리하였다. 

인스타그램에서든 현실공간에서 모든 소비자들은 과

시소비행동후에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 소비자 행복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과시소비행동은 소

비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스타그램에서의 과시소비행동은 긍정적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과시소비행동이 소비자행

Instagram real life

B S.E. Exp() B S.E. Exp()

Demographic factors

sex (female) -0.04 0.38 0.959 -0.02 0.39 0.98

age -4.91*** 1.34 0.007 -5.94*** 1.44 0.003

university  1.29* 0.61 3.36 0.98 0.61 2.68

occupation 0.04 0.67 1.54 -0.09 0.67 0.90

Sociopsychological 

factors

materialism 0.19 0.26 1.20 0.51* 0.27 1.67

narcissism 1.09** 0.44 2.99 0.90* 0.45 2.45

Emphasis on Face 0.14 0.33 1.15 0.27 0.35 1.32

self-expression 0.22 0.27 1.25 -0.06 0.28 0.93

SNS using intensity upload 0.13 0.11 1.14 0.20 0.11 1.22

(Constant) -0.18 0.13 0.83 -0.52 0.14 0.59

 66.41*** 64.00***

-2 Log likelihood  233.96 223.66

Cox & Snell’s  0.26 0.25

Negelkerke  0.35 0.35

*p<0.05, **p<0.01, ***p<0.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conspicuous consumption in instagram and reality        (n=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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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매개효과에 있어, 2

단계의 베타값이 3단계 베타값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과

시소비행동이 행복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긍정적 

감정이 소비자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 감정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과시소비행동이 소비자행복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기보다 감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현실공간에서의 과시

소비행동은 소비자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정적 감정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든, 현실공간이

든 과시소비행동이 소비자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파악된다. 하지만, 현실공간에서 과시소비행동이 부정

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5. 결론 및 시사점

기존의 과시소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베블렌의 이론을 

토대로 발전해왔다. 베블렌의 고찰처럼 과시소비는 부나 

지위를 소비품을 지표삼아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로 정의

되었다. 다시 말해, 디자이너 옷이나 고급 외제차처럼 다

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재화를 구매하려는 동기는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과시소비에

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것은 중요한 요소다. 소

비재의 종류는 소비 행위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대상은 과시소비행위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도를 ‘현실 공간’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과시소비행동은 그 반경이 무한적으로 

확장·변형되었다. 그 중심에 SNS가 있다. SNS는 직접적

으로 말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소

비하고 있는지 불특정 다수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

문이다. 그중에서도 이미지와 영상 기반의 인스타그램이 

자기표현을 위한 장(場)으로 인정받으면서, 과시소비에 

있어 유용한 SNS로 부상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적인 영

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집에서의 식사, 거실 인테리

어 등과 같은 소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기가 용이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둘 공

간에서의 차이에서 오는 과시소비행동은 어떤지, 무엇에 

각각 영향을 받는지, 그들이 어떤 감정과 행복감을 느끼

는지를 파악하였다. 

인스타그램에서의 과시소비행동과 현실공간에서의 과

시소비행동에 있어 품목과 지출액 그리고 과시소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차이와 소비자 감정과 소비자행복

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스타그램에서의 과시소비행동과 현실공간에

서의 과시소비행동의 소비품목 및 지출액에는 일부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소비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소비품목과 지출액에 있어서 두 환경의 차이에서 보이는 

소비자의 행동은 달랐다. 인스타그램에서의 과시재는 물

질재보다, 경험재적인 재화의 비중이 높은 반면, 현실공

간에서의 과시재에서는 경험재보다 물질재적인 재화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 지출비는 인스타그램에서는 평

균 665만원으로, 현실공간에서는 1266만원으로 나타났

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물질보다는 소비 과정 자체에 대해 

실시간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험재가 더 과

시적 재화로서 기능한다고 소비자들을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현실공간에서는 의류/가방/시계, 자동차, 가정용품

과 같은 현물의 물질들이 더 과시적 행위에 기여하는 수

단이 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현실공간은 물질중심

Instagram real life

   F    F

Positive 
emotion

lv. 1 CC->EM 0.256* 0.056 6.778* 0.124 0.040 5.100

lv. 2 CC->HA 0.083* 0.017 1.679* 0.006 -0.10 0.003

lv. 3
CC->HA 0.078 0.010 0.325 -0.088 -0.010 0.003

EM->HA 0.417*** 0.148 9.519*** 0.427*** 0.148 9.519***

Negative 
emotion

lv. 1 CC->EM -0.040 0.009 0.159 0.203* 0.041 4.163*

lv. 2 CC->HA 0.083* 0.017 1.679* 0.006 0.000 0.003

lv. 3
CC->HA 0.085 0.007 0.670 -0.006 0.003 0.003

EM->HA 0.061 0.011 0.510 0.058 0.003 0.159

*p<0.05, **p<0.01, ***p<0.001

Table 6. The Influence of conspicuous consumption behavior in instagram and reality on consumer emotion and 

happiness          (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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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비의 과시적 행위의 장소인 반면, 인스타그램에서의 

소비행위는 탈물질화로 이어지는 과시 행위로 볼 수 있

다. 인스타그램을 통한 과시소비는 물질을 통한 부나 지

위의 과시를 위한 행위라기보다, 타인의 관심을 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행위에 더 가깝다. 따라서 과

시소비행동을 무조건 사회적 병리 현상이자 문제로 치부

하기 전에 어떤 이유에서 소비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과

시소비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인스타그램에서의 과시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은 다르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에서의 과시소비행동을 

할 확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비자 

인구통계적 요인 중에서는 연령과 학력이, 사회심리적요

소로는 자기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실 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에는 인구통계적 요인중에

서는 연령만이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심리적 요소의 경우

에는 물질주의와 자기애가 각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애는 인스타그램에서의 과시소비행동을 

추동하는 유일한 요소로 나타났지만, 현실공간에서의 과

시소비행동에는 자기애와 더불어 물질주의도 영향을 미

쳤다. 인스타그램에서 개인적 심리요소가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 선행연구들의 고찰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현실공간이든 인스타그램이든 환경과 상관없이 과시행위 

자체가 가지는 ‘자기애’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스타그램에서 과시소비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심리적 요

소로 현실공간에서의 물질주의는 유의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인스타그램에서의 과시소비는 소비자들

의 물질적 요소가 자신의 가치를 대변하는 물질중심적이

기 보다 자신중심적이며, 나르시시즘적인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이러한 소비자들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인스타그램에서 과시소비행동을 하는 자기애가 

넘치는 소비자들의 ‘자기애’가 건강한 자기애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온라인 상에서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

를 다룬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기중심적이면

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취약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

의 경우, SNS에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쉽

게 표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SNS가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

애가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며[62], SNS상에서의 비교

는 결국 소비자행복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결과도 존재하기 때문에[63], 건강한 자기애에 대한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어떠한 유형의 자기애가 인스타그램에서

의 과시소비행동을 추구하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다면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서든 현실공간에서든 소비자

들은 과시소비행동 후에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 소비자 

행복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스타그

램에서의 과시소비행동은 소비자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감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적 감정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든, 현

실공간이든 과시소비행동이 소비자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감정은 인스타

그램의 이용동기 중 ‘오락’ 요소도 상당히 존재함을 미루

어 해석할 수 있다. 소비 경험을 피드를 통해 공유하고,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신의 경험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됨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물질주의에 의해 촉구된 현실공간에서 과시소비

행동은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물론 현실공간에서 과시소비행동이 자기애에 의해서

도 유발될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에서와는 달리 물질주의

적 사회심리 요소가 반영된다는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물질주의에 의한 사회적인 비교는 사회적 

경쟁 과정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소비 가능한 재

화와 서비스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즐거움이 커지지만 이

는 일시적이다. 물적 재화에서 얻는 추가적 효용은 점차 

약화된다. 인간은 변함없거나 반복된 자극이 주는 쾌락적 

효과가 줄어드는 적응 기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물질주의에 근거한 과시소비는 널리 알려진 바대로 

사회적으로 과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소비자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과시

소비행동을 하는 소비자가 인스타그램에서든 현실공간에

서든 소비자들이 과시소비행동이 자기표현에서 발현되는 

것인지, 혹은 물질주의에서 발현되는 것인지를 스스로 감

별하고 행동한다면, 소비자행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긍정적 감정으로 유발된 과시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

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현실공간에 국한되어 있던 과시소비

행동을 인스타그램이라는 새로운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

여 그 변화를 탐구했으며, 과시소비행동이 소비자 감정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과시소비행동의 

연구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과시

소비가 비합리적 소비로만 인식되었기에, 과시소비행동 후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 및 효과에 대

해서는 과시소비 관련 연구의 역사가 장구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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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본 연구는 기존과 달라진 과시

소비행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인스타그

램이라는 하나의 특정 SNS만 한정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SNS 사용에 있어 사용자간의 상호교

류 역시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64], 또 다른 요인들의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인스타그램 외에도 다른 SNS 혹은 온라인 플랫

폼을 포함하거나 다른 영향요인들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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