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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부유층 주거지에 특정 목적에 의한 중·저소득층이 진입, 준거집단에 합류하며 과시효과를 누리고 싶어 한다. 이 현상으로 주거용부

동산에 대해 유한계급층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의 과시효과에 대한 욕구를 유추할 수 있다. 과시소비를 함으로써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준거집단에 속한다는 우월함과 고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부를 전시하는 효과를 얻는다고 볼 때 자신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보이기 위한 과시적 소비성향은 주거용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부동산의 거주유형에 따른 베블런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심리적 특성, 주거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베블런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PLS 경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차가거주자가 자가거주자에 비해 과시소비성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면민감성은 자아존중감과 주거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과시소비성향으로 이어진다. 또한 거주면적이 

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과시소비성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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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타인의식이 높은 사람은 호화스러운 저택에 거주하는 것을 

성공의 상징처럼 과시하며 자기존중, 자아충족 및 타인으로부

터의 존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

게 현대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사회구

성원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다소 무리되더라도 일정

부분 과대포장하기도 한다(Choi & kim, 2000). 과시적 소비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타인의 존경과 인정을 

얻기 위한 소비이다. 
금년 4월 15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2014년도 주거실태조

사’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의 79.1%는‘내 집을 꼭 마련하

겠다고’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인의 주택에 대한 보유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세가구는 4.5%p 
감소한 반면에(49.5%→45.0%), 월세가구는 ‘2012년 50.5%에서

‘2014년 55.0%로 4.5%p 증가하여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 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20.3%p로서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서민생활

비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실정이다.
중소득층의 대표적인 임차 방식은 전세이고, 저소득층의 대

표적인 임차 방식은 월세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주변의 월세

가구가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볼 때 대도시의 주거여

건이 갈수록 악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전세가 또한 급등하여 2014년 서울 자치구별 월간 전세 값 

상승금액을 보면 강남3구가 으뜸이다. 매월 송파 358만원, 강

남 437만원, 서초 536만원이 상승했다. 즉 서초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약 1억 2,864만원의 추가 보증금이 필요한 셈이다

(Seo, 2015).
2015년 2월 말 기준, 서울시내 2,828개 아파트의 월세 시세

를 집계한 부동산114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전용면적 60㎡미

만 아파트 보증부월세는 평균 보증금 4,165만원/평균월세 79
만원인데, 서초구는 136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도봉구 57만원

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2015). 
월세형태로 서초구에 거주하려면 평균 매월 136만원을 지불

해야하고 이 금액은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비싸서, 저소득

층이 감당하기 힘든 실정임을 감안할 때, 값비싼 비용을 감내

하면서도 거주하는 서초구만의 특성이 존재하리라 사료된다. 
주변을 살펴보면 서초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지만, 형편상 

고가로 거래되는 아파트를 구매하지 못하는 중·저소득층이 아

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주택이나, 전월세 주택

으로 입주하는 현상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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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초구는 매매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서 조

차 선망의 대상이 되는 명품주거지로 알려져, 매월 비싼 비용

을 치루면서도 서초구에 살기를 희망하는 수요자가 증가하여 

서초구의 임대 가격은 계속 상승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품을 구매하고 명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물질

적 욕구와 함께 심리적인 만족을 얻기 때문이라고 한다(Lim 
& Koh, 2015). 제품사용을 통해 얻는 효용보다 타인에게 과시

함으로서 더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자신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주거용부동산에도 

베블런효과1)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한 요인으로 전·월
세 비용이 비싼 강남·서초구를 주거지로 선택하는 가구도 있

으리라 예상된다. 
강남 3구 거주자의 심리적 요인과 과시소비성향간의 영향관

계를 분석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부동산

의 거주유형에 따른 거주자의 체면민감성, 자아존중감 등 심

리적 요인과 주거유형 및 거주특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 

과시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를 토대로 서민 

및 중산층 임대주택의 잠재 수요를 예측하고, 주택산업의 마

케팅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여 향 후 공공주택 임대산

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부동산은 관여도가 매우 높은 고가의 재화로서 개인이 자주 

구매하기 쉽지 않으며 여러 요인에 의해 이주정착하게 된 경

우에는 이동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난 해결이라는 근본

적 원인 이외에 중산층확대와 가처분 소득의 증대 등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원하는 정서적 측면

이 많이 작용한다. 또한 주택이미지나 지역이미지에 따라 거

주자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변수이외에 심리적 변수인 

가치소비는 소비자 동기나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쓰인

다고 한다(Ha, 2007). 주거지를 선택할 때 특정주거지에 대한 

주거선택기준에 따라 주거지의 이미지를 형성하여 그 이미지

가 자기 이미지와 일치하고 호의적일수록 그 주거지에 대한 

구매가능성과 애호도가 높아진다(Park, et. al., 2006). 소비자 

역시 거주하는 지역의 쾌적한 이미지와 환경 등 주거수준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주거선택의 기준이 되어가는 추세

라고 한다(Lee & Ha, 2007). 

2.1 주거용부동산

Ha & Jin(2010)은 주택이란 인간을 자연적 피해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물을 말하며 이와 동시에 인간

의 생리적 욕구인 식사·배설·수면 등을 해결하고, 재창조를 

위한 휴식과 문화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주

거용부동산은 모든 이에게 추억과 향수를 일으키는 소중한 

공간이며 가장 중요한 휴식처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단순히 

거주하며 생활하던 주거공간이 최근 다양한 업무의 재택처리

가 가능해지면서 사회적·심리적·기능적 요인에 의한 효율적 

업무공간과 편안한 휴식처로 탈바꿈되면서 복합생활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2.2 거주유형특성

거주유형특성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 상가주택, 기타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한다. 거주형태

에서 자가는 공부상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이면서 점

유자이고, 차가는 현재 거주하는 점유자로서 국토연구원의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라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무상

으로 구분한다. 거주기간은 현재 생활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현 거주자의 설문답변에 의한 주관적인 가격이며, 
거주주택규모는 33, 45, 60, 85, 102, 120㎡ 미만, 120㎡ 이상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현황을 세분한다. 
주거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조사의 목적, 시대적 

상황, 국가 혹은 지역의 전통 등에 따라 다양한 분류와 정의

가 가능하다고 하였다(Choi, Park, & Kang, 2011). 또한 30∼40
대에서 아파트위주의 자가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주거의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과시성향이 가장 높다고 

한다(Park, 2011). 이러한 결과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나 주

택의 수준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최근의 소비문화와 연관이 

있으며 주택을 재산적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

다고 한다. 소득은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며(Choi, Park 
& Kang, 2011), 가구특성, 주거입지, 주택선호유형과의 관계연

구에서 주거입지나 주거유형 결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가

구주의 소득과 교육수준이라고 하였다(Choi & Lim, 2001). 

2.3 체면민감성

체면이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었으며 체면민감성이란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분, 
지위, 인격 혹은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타인의 승인이나 인정

에 대한 개인의 민감한 정도를 의미한다(Zhao, 2015). 체면은 

대인관계에서 겉치레적인 행동을 하면서 타인에게 자신의 실

제 모습보다 과대 포장하거나 잘 보이려는 목적을 지닌 형식 

지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Choi & Kim, 2000). 
사회적 자존감은 한국인의 체면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국인들은 대인 관계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자

존감을 방어하기 위해 체면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되며, 이러

1) 베블런효과는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런이 저서<유한계급론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1899>에서 언급함. 베블런효과는 비합리적인 성향의 소비행동의 한 
유형으로 단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과시 지향적 소비가 이에 해당하며, 가격이 비쌀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비싼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타인에게 과시함
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는 성향을 말한다. 따라서 과시효과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오히려 증대한다(Naver encyclopedi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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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욕구는 개인에게 민감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체면 

민감성이라고 하였다(Cha & Kim, 2004).

2.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인식하며 자아

존중감은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결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Lee & Kim, 2013;  
Brown & Mankowski, 1993). 자아존중감(Self-Esteem)2)이란 자

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

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즉 자아

존중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주관적인 느

낌이다. 간단히 자존감이라고도 부르며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

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대에 처음 사용하였다(Wikipedia 
encyclopedia, 2014).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체면소비 행동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고양시킴으로써 사회적 품위를 유지하고, 
자존심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5 과시소비성향

과시소비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인식된 것은 베블런 이

후라고 볼 수 있다. 베블런은 소유물, 즉 재산의 효용은 소비

하는 데 있지 않고 과시하는 데 있으며, 돈은 과시를 상징하

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유한계급론에서 “부를 소유하

면 명예를 얻는다. 부는 세인들의 선망과 부러움을 사는 명예

의 표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Veblen, 1899). 
과시소비는 근본적으로 축적된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시효과는 지위를 

나타내는 고가격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

들에게 과시하려는 욕망에 의해 행해지는 소비(Lee & Kim, 
2013; Mason, 1984)를 지칭하는 용어로 과시소비성향은 개인

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

아 야기되는 것이다(Park & Ku, 2014). 과시소비성향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형식이나 격식을 중요시 할수록 개성보

다는 고가 고품질 추구의 소비행동을 하며(Lee & Kim, 2013), 
특히 2,30대의 젊은 소비자들은 강한 명품소유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Koh, 2015), 제품의 유형적인 가치보다는 제품속성이 

제공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선택하고 경험하며, 제품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Lim & Koh, 2015).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시소비 성향과 자

아존중적 소비성향은 사회적, 기능적 소비가치에 영향을 주고 

과시소비성향과 유명브랜드 추구성향이 개성적 가치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Hwang, 2008). 구매자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제품 구매 시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고, 경제적이고 

철학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할수록 타인을 의

식하여 가격이 비싸고 명성이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Kim, 2013; Labarbera, 1988). 
한국은 세계 명품시장의 점유율에서 7~8위, 중국은 2~3위를 

차지하지만 한국인의 패션명품선호가 매우 높아 한국시장은 

출시된 신제품의 승패를 가늠하는 시험시장으로 인식된다고 

한다(Zhao, 2015). 이는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의 시선을 민감

하게 의식하는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잘 표현하는 현상이기

도 하다. 고가의 패션 명품, 억대의 수입차, 몇 천 만원을 호

가하는 모피제품 등이 불티나게 팔리는 일련의 현상들은 준

거집단에 합류하여 부유층으로 인정받고 싶은 심리적 욕구의 

표출이라고 여겨진다. 과시효과는 구별짓기에 대한 욕구에 근

거하여 지위나 서열을 위한 차별화된 상품을 선택하기 위하

여 소비자는 끊임없이 소비대상을 찾는다고 하였다(Park & 
Ku, 2014).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목적은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것

이며, 그 심리적 만족은 효용(Uti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

자는 효용이 커지는 방향으로 소비행위를 하지만 (Lim & 
Koh, 2015; Kim, 2012), 과시소비성향의 소비자는 타인과 차별

화된 자기이미지를 표현하려고 소비한다. 고가의 상품 의류 

등을 소비하는 행위로 개인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

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소

비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표출하고자 

한다(Zhao, 2015). 즉 과시소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이

므로 제품의 지위상징성, 타인이 인정하는 제품 및 유명상품

을 선호하며 가급적 타인에 비해 고가품 구입 등을 구매함으

로써 자신의 과시소비가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준거

집단에 속한다는 우월함과 고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통

해 부를 전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Park, 2012). 
그래서 부유층 준거집단에 속한다는 우월함과 고가를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임을 타인에게 과시하며 자신의 사

회경제적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과시적 소비를 한다고 한다

(Park, 2012). 최근 한국에서도 해외명품이 특정계층을 넘어서 

일반으로 확장되어 가는 현상이 눈에 띈다. 하층계급은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대신, 계층상승을 위한 경쟁적인 모방 속에

서 사회적 지위상승을 추구한다는 베블런의 이론이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과시효과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유한계급이나 부유

층의 사치나 과소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소득이 

높고 부유할수록, 과소비성향이 강할수록, 체면민감성이 높을

수록 과시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패션이나 신변 악세사

리, 수입차 등, 주로 고가 소비재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

으로 연구되었으며 주거용부동산의 실증분석에 의한 베블런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

남 3구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주택유형, 거주형태, 거주기간, 
거주면적에 따라 체면민감성과 자아존중감, 과시소비성향간의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2) 자존감이라는 개념은 자존심과 혼동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을 뜻하고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의 긍정'을 뜻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wikipedia encyclopedi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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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서론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부유층 주거지에 특정 목적에 의

한 중·저소득층이 진입, 준거집단에 합류하며 과시효과를 누

리고 싶어 한다. 이 현상으로서 주거용부동산에 대해 유한계

급이 아닌 일반 중하계층 소비자들의 과시효과에 대한 욕구

를 유추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주거이미지에 따라서 주거

용부동산을 선택하고, 소득이 낮으면 월세형태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한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한다. 선행연구들의 연구결

과들을 토대로 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1. 심리적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성향은 어떠한가?
  1-1. 거주자의 체면민감성은 과시소비성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2. 거주자의 자아존중감은 과시소비성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3. 거주자의 체면민감성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거주자의 거주유형 및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성향은 

어떠한가?
  2-1. 거주형태에 따라 자가 거주자 보다 차가거주자의 과

시소비성향이 높을 것이다.
  2-2. 거주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따라 과시소비성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거주기간에 따라 과시소비성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거주면적에 따라 과시효과성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5. 주택가격에 따라 과시효과성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인구사회학적특성(소득, 연령, 직업)에 따른 과시소비

성향은 어떠한가?
  3-1. 거주자의 소득은 과시소비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거주자의 연령은 과시소비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거주자의 직업은 과시소비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설문지 조사방법

으로 계획된 실증적 연구로서 베블런효과를 종속변수로, 독립

변수는 주거유형 및 주거특성, 체면민감성, 자아존중감 및 인

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정의하고자 한다.

3.2.1 주거용부동산

주거용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상의 명칭에 상

관없이 실제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3.2.2 거주유형특성

독립변수 중 주거유형 특성은 거주지역, 거주기간, 이사 오

게 된 주요동기와 주택 점유형태, 주택유형, 거주면적, 주택가

격, 소득에 대한 거주비용 등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2.3 체면민감성

체면민감성이란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분, 지위, 인격 

혹은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타인의 승인이나 인정에 대한 개

인의 민감한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체면민감성이란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분, 지위, 인격 혹은 도덕성과 능

력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대한 개인의 민감도를 의미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Zhao(2015), Park & 
Ku(2014), Lee & Kim(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

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타인의식성 4개 문항, 사회의식성 5
개 문항, 창피의식성 6개 문항, 총 15문항을 5점 척도((1=매우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2.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가치와 재능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평

가(Baumeister & Tice, 1994)로서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

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Lee & Lee(2012), 
Jon(1974)이 번안하여 사용한 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 척도를 

사용하여 표준화, 타당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

중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

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주관

적인 마음이라고 정의 한다. Lee & Lee(2012), Cha & 
Kim(2004)의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을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6개의 문항으로 모두 리커트 

5점 척도(1=매우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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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과시소비성향

본 연구에서는 베블런효과, 과시효과, 과시소비성향을 동일

한 개념으로 문맥에 따라 혼용사용하기로 한다. 과시소비성향

(Cnspicuous Cnsumption)은 지위의 획득이나 유지, 신분상승을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자 소득에 비

해 높은 수준의 주택을 점유·사용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Zhao(2015), Park & Ku(2014), Lee & Kim, 
(2013), Park(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주거가치관 5문항, 주거자신감 4문항, 성취자신

감 4문항 등 총 14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매우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그 밖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개인소득과 직업, 성별과 연

령, 가구소득, 학력과 거주인원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베

블런효과 및 체면민감성과 자아존중감은 등간척도로 측정하

였으며, 주거유형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명목척도로 측정하

였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은 서울시 서초구의 자가 및 차가(임대)
거주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등에서 주거하는 20세 이상의 서초구민을 조사대상으로 2015
년 4월12일부터 4월20일까지 1차 예비조사용 설문을 총 30부 

배포하여 19부 회수한 후 문항 수정을 거쳐 2015년 5월 1일
부터 6월 5일까지 300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회수된 설문지

의 유효표본수가 적어 강남구 및 송파구를 추가하여 총 192
부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임의추출에 기반 한 직접 방문

조사로서 조사자가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

고, 응답 후 회수하는 자기기입설문조사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ed Equation 

modeling) 중 하나인 PLS 경로모형(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을 사용하였다. PLS 경로모형은 공분산(Covariance)
을 이용하는 LISREL과는 달리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에 

기반한 2세대 구조방정식 모형이다(Chin, 1998). 이는 공통요

인(Common Factor)을 기반으로 한 LISREL과는 달리 표본의 

크기와 변수 및 잔차의 정규분포에 대한 제약이 비교적 엄격

하지 않으며, 이론적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와 측정모형에 대

한 평가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Fornell and Cha, 1994). PLS 
경로모형의 분포 무관 성질은 경영정보시스템 연구자들을 비

롯하여 많은 심리연구에서 전통적 구조방정식 모형을 대체해 

오고 있다(Chin et al., 2003). 이러한 성질 덕택에 이론개발의 

초기단계에 있고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연구에서 PLS 경로

모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Teo & Benbassat, 2003).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시소비성

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기에, PLS경로모형은 본 연구에 가

장 적합한 분석기법이라 평가된다. 분석은 R 3.2.0에서 Plspm 
패키지를 이용하였다(Sanchez, et. al. 2015). 

Ⅳ. 연구결과분석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1>은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 준다. 성별은 

여성이 57.8%로 남성 42.2%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40대 

15.6%, 50대 53.1%, 60대 23.4%,로 5·60대가 76.5%로 장년층

이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 57.1%, 대학원 이상 24.1%로 나타

나 고학력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직업은 자영업 41.4%, 
전문직 종사자가 15.2%로 전문자영업 종사자가 과반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세대별 월소득은 700만원 미만 17.4%, 1천
만원 미만 22.3%, 1천만원이상 34.8%로 비교적 고소득 세대

가 많았다. 

<표 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 81 42.2

여 111 57.8

거주형태
1인 가구 11 5.9

다인 가구 177 94.1

연령

30세 미만 5 2.6

30~39 10 5.2

40~49 30 15.6

50~59 102 53.1

60세 이상 45 23.4

학력

고졸 이하 21 10.9

전문대졸 15 13.8

대졸 109 57.1

대학원 이상 46 24.1

직업

회사원 25 13.1

자영업 79 41.4

공무원 9 4.7

주부 27 14.1

전문직 29 15.2

기타 22 11.5

가구 소득
(월)

200만원 미만 5 2.7

300만원 미만 9 4.9

400만원 미만 16 8.7

500만원 미만 17 9.2

700만원 미만 32 17.4

1천만원 미만 41 22.3

1천만원 이상 64 34.8

4.2 거주유형별 특성

표본의 거주유형 및 특성은 <표 2>와 같다. 거주기간이 10
년 넘은 세대가 44.8%, 7년 이상16.7%로서 표본의 절반이상

이 장기 거주자이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다인세대가 94.1%
로 많았으며, 거주형태는 자가거주자 70.8%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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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가거주자이다.  거주유형은 아파트 66.7%, 연립 및 다세

대 16.1% 로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관

찰되었다. 거주면적은 전용면적 85㎡ 25.5%, 114㎡ 18.7%,  
170㎡(구형 51평)이상도 16.7%로 나타났으며  주택가격은 자

가주택 평균값 10억원, 전세가격 평균값 5억원, 월세보증금은 

평균값 8.5억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에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들의 강남3구 선택 순위

는 ①교통 및 입지 ②직장이 가까움 ③자녀학군 그리고 쾌적

한 주변환경 순서이다. 자가거주자의 선택요인은 ①교통 및 

입지 ② 자녀학군  ③쾌적한 주변환경 순서이고, 차가거주자

의 선택요인은 ①교통 및 입지 ②직장이 가까움  ③쾌적한 

주변환경 순서였다. 

<표 2> 표본의 거주유형 특성

구분
주택가격

(중앙값, 억원)
빈도 %

거주
기간

1년 미만 20.0 7 3.6

1년 이상 ~ 3년 
미만

6.0 17 7.3

3년 이상 ~ 5년 
미만 

8 26 13.5

5년 이상 ~ 7년 
미만

10.0 24 12.5

7년 이상 ~
10년미만

10.0 32 16.7

10년 이상 10.0 86 44.8

거주
형태

1인 가구 6.5 11 5.9

다인 가구 10.0 177 94.1

점유
형태

자가 10.0 136 70.8

전세 7.0 40 20.8

보증금 월세 8.5 5 2.6

월세 및 삯월세 8 4.2

무상 11.0 3 1.5

주택
유형

단독 주택 20.0 13 7.0

다가구 주택 7.5 13 7.0

아파트 10.0 128 66.7

연립 및 다세대 5.5 31 16.1

상가주택 10.0 7 3.6

전용
면적

40㎡ 미만 2.0 4 2.1

59㎡ 미만 5.0 6 4.7

74㎡ 미만 4.0 7 8.3

85㎡ 미만 5.0 7 25.5

114㎡미만 10.0 10 18.7

135㎡ 미만 10.0 10 14.6

170㎡ 미만 15.0 12 7.3

170㎡ 이상 15.0 20 16.7

<그림 2> 응답자들의 강남3구 선택 이유 

자/차가 모두 교통 및 입지, 자녀학군이 중요속성으로 드러나 

자녀교육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Heo & Ha(2014)의 연

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자가 거주자는 여러 선택 요인 중 

집값상승 기대감으로 주거지를 선택한 반면에, 차가거주자는 

교통 및 입지 조건과 직장 출퇴근 소요시간은 물론이고 지역

이미지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가거주자에게서 부

유한 주거이미지의 강남3구 준거집단에 속하고 싶어 하는 욕

구를 가늠할 수 있다.

4.3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심리적 특성 변수들에 대한 구성개

념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이 요구된다.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각 

연구 개념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Cronbach's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계수는 0에
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며 보통 0.6 이

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

분분석, 직각회전방식인 베리멕스(varimex) 방식을 적용하였

고, 각 요인은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인 경우와 각 문항

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 0.5 이상을 기준으로 추출하였

다. 구성개념들에 대한 지정된 예측변수가 구성개념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계산하였다. 이는 측정오차분산과 관련하여 

구성개념에 의해 생기는 분산을 측정한 값이다. 

4.3.1 전체변수의 확증적 요인분석

<표 3~5>는 체면민감성, 자아존중감, 과시소비성향의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체면민감성은 타인의식성, 사회의실성, 창

피의식성의 3가지 구성개념에 대해 자아존중감(0.476)을 제외

한 AVE 값은 0.5이상으로 구성개념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

다.   및 평균분산추출(AVE)값이 권장기준인 0.6과 0.5보다 

높게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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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체면민감성의 확증적 요인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치

신뢰도
계수

AVE

타인
의식성

나는 나의 모습이 남에게 어떻게 비칠까 염려한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의식하는 편이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편이다.

0.589
0.880
0.858

0.670 0.554

사회
의식성

나는 남들 앞에서 행동할 때 격식을 차리는 편이다.
나는 사석에서도 교양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남들 앞에서 예절을 중시한다.
나는 대인관계에서 번거롭더라도 어느 정도 격식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말을 실수할까봐 조심하는 편이다.

0.647
0.721
0.883
0.783
0.559

0.832 0.618

창피
의식성

나는 남에게 부탁할 때 거절당할까봐 걱정한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체면 때문에 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분이 상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나는 체면 때문에 부탁하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나는 남들 앞에서 질문에 대답을 잘못해 당황한 적이 자주 있다.

0.717
0.720
0.631
0.786
0.747
0.612

0.827 0.578

<표 4> 자아존중감의 확증적 요인분석

<표 5> 과시소비성향의 확증적 요인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치

신뢰도계수 AVE

주거
가치관

나는 내 생활수준보다 좀 더 부유하게 보이는 집을 선택 한다.
나는 다소 가격이 부담스럽더라도 넓고 쾌적한 집을 선호한다.
내가 사는 집이나 동네는 나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를 돋보이게 한다.
나는 자신이 원하는 집단에 속하려면 그 계층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집과 관련된 비용이 다소 부담되더라도 좋은 집에서 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0.672
0.765
0.606
0.715
0.751

0.778 0.594

주거
자신감

내가 사는 집은 내 소득으로 충분하다.
나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 보인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와 같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싶다.

0.297
0.698
0.822
0.617

0.662 0.535

성취
자신감

나는 동네가 좋다면 주택과 관련된 비용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
나는 나의 집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적이 있다.
나는 넓은 집에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남에게 어떻게 비칠까 염려하는 편이다.

0.611
0.834
0.699
0.501

0.731 0.578

4.4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지를 측정하는 분석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상

관계수의 절대값이 0.2보다 작으면 관계가 없다고 보고, 절대

값이 0.4 이상이면 약한 상관관계, 0.6 이상이면 강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Chaiy, 2005). 
<표 6>은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 값이 없기에 경로모형 분석을 하는데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의 대각선은 

AVE의 제곱근으로, 이 값이 0.707을 초과하고 상관계수 값을 

상회하면 각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Yi 
and Davis, 2003). 자아존중감(0.476)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인

의 AVE값이 상관계수보다 크기에 판별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 편차 타인 의식성 사회 의식성 창피 의식성 자아 존중감 주거 가치관 주거 자신감 성취 자신감

타인의식성 3.284 0.575 0.744*
사회의식성 3.917 0.497 0.310 0.786*
창피의식성 3.239 0.638 0.640 0.318 0.760*
자아존중감 3.833 0.449 0.133 0.465 0.107 0.689*
주거가치관 3.116 0.715 0.260 0.180 0.402 0.109 0.771*
주거자신감 3.480 0.633 0.181 0.316 0.361 0.285 0.634 0.731*
성취자신감 3.013 0.743 0.253 0.176 0.412 0.098 0.838 0.641 0.760*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치

신뢰도계수 AVE

자아
존중감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성공에 대해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주기를 원한다.

0.636
0.724
0.861
0.685
0.448

0.711 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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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PLS경로모형을 이용한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간 유기적인 인과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제적인 PLS 경로모형을 기반으로 종합적 검증방법

을 사용하였다. PLS 경로모형에서는 내부모형(Inner Model)의 

경로계수와 t값을 이용하여 가설의 채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큰 제약 중 하나인 수집된 자료

의 정규분포에 대한 엄격한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석방법

이다. 

4.5.1 심리적요인이 과시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1인 심리적요인이 과

시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안된 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이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 통계량과  

통계량은 0.308 및 0.226으로 엄격한 권장기준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준은 충족하기에 현재 수준

에서 분석을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

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모형(Inner Model)을 보면 

모든 경로의 회귀계수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체면민감성은 

자아존중감에 0.320의 정(+)의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은 

과시소비성향에 0.075의 약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면민감성은 직접적으로 과시소비성향에 

0.385의 정(+)의 영향을 끼친다. 이를 통해, 심리적 특성은 과

시소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특히, 체면민감성이 과시소비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설1의 ‘심리적요인에 따른 과시소비성향은 어떠한가?’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1인 ‘거주자의 체면민감성은 과시소비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

가설1-2인 ‘거주자의 자아존중감은 과시소비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         

가설1-3인 ‘거주자의 체면민감성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 

<그림 3> PLS 경로모형 분석결과

4.5.2 거주유형특성 및 인구사회학적특성이 과시

효과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거주유형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과시소비성향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PLS 경로모형을 통해 계산된 과시

효과성향의 스코어 값을 이용하였다. <표 7>은 가설 2와  거

주유형특성에 따른 과시소비성향과 가설3인 인구사회학적특

성(소득, 성별, 연령, 직업)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이다. 과시소

비성향이 거주형태, 거주규모, 그리고 가구소득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유형의 경

우, 아파트와 단독주택 거주민의 과시소비성향이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아파트 거주민의 과시소비

성향이 단독주택 거주민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거주규

모와 가구소득의 경우, 규모가 선형적으로 커질수록 과시소비

성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거주유형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과시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특성
검정
통계량

유의확률 비고

가설2-1 거주형태(자가, 차가) 0.320 0.573 기각

가설2-2 거주유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3.447 0.035* 채택

가설2-3 거주기간 1.026 0.307 기각

가설2-4 거주면적 2.958 0.004** 채택

가설2-5 주택가격 3.427 0.001** 채택

가설3-1 소득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1.798 0.133 채택

가설3-2 연령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0.895 0.486 기각

가설3-3 직업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3.555 0.00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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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가 및 차가 그룹의 PLS 경로계수 비교

4.5.3 거주유형(자가/차가)이 과시효과성향에 미

치는 영향 분석 결과

거주유형(자가/차가)이 과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랩에 기반한 PLS 경로모형의 그룹비교 검증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4>는 각 그룹(자가/차가)별 내생변수간의 

경로회귀계수를 보여준다. 자가 및 차가 그룹의 내생변수간의 

경로계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자가거주자는 “자아존중감”이 과시소비성향에 영향을 미

치는 회귀계수가 차가거주자 대비 높은 반면 “체면민감성”에 

관련된 경로의 회귀계수에서는 차가거주자의 영향력이 더 크

게 나타났다. 이는 차가거주자의 과시소비성향이 자아존중감

이 아닌 체면민감성에서 옴을 알 수 있다. 

4.5.4 주택가격(9억 원 이하/이상)이 과시효과성

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주택 가격 분류 기준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해당되는 9억 원으로 분석하였다.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가주택 기

준인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와 9억 원 이상 주택 
거주자의 과시효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부시 트랩에 기반

을 둔 PLS 경로 모형의 그룹 비교 검증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5>는 각 그룹(9억 원 이하/이상)별 내생변수간의 경로

회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 및 9억 

원 초과 그룹의 내생변수간의 경로계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9억 원 이상 주택 거주

자에 비해 9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의 경로 회귀계수가 모든 

경로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억 원 이하 주택 거

주자의 과시소비성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그룹과 9억 원 이상 
그룹의 PLS 경로계수 비교

4.5.5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주거 부동산의 거주유형 특성과 심리적 요인

에 따른 베블런효과를 확인하고자 심리적 특성, 주거특성, 인

구사회학적 특성이 베블런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PLS 경로 모

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거주자의 

체면민감성은 자아존중감과 과시소비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지됨으로서 Zhao(2015), Park & Ku(2014), 
Lee & Kim(2013), Baumeister & Tice(1994)의 선행연구 결과와

도 일치하였다. 체면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높은 

평가와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타

인의 시선을 높게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주자

의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과시소비성향에 미

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이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

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우며 베블런효과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할수록 

타인을 의식하여 가격이 비싸고 명성이 있는 상품을 구매한

다는(Lee & Kim, 2013; Labarbera, 1988)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둘째, 자아존중감간과 과시소비성향간의 영향력에서 자가거

주자가 차가 거주자에 비해 자아존중감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이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차가거주자의 체면

민감성과 과시소비성향간의 영향력은 자가 거주자에 비해 높

은 것으로 조사되어 차가거주자의 과시소비성향을 엿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자가 거주자는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

기 위한 수단으로, 차가거주자는 체면을 의식하여 과시소비성

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셋째, 거주유형특성에 따른 결과를 보면, 거주형태, 거주규

모, 가구소득이 과시소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유형에서 아파트 거주

자가 단독주택 거주자에 비해 과시소비성향이 크게 나타났고

(p<0.001), 가구소득이 커질수록 과시소비성향은 큰 것으로 나

타나 소득은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Choi, Park & 
Kang(2011), Park(2011), Choi & Lim(2001)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9
억 원 초과 고가주택 거주자에 비해 9억 원 이하 주택거주자

의 과시소비성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하위계층이 부

유층으로 진입하려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즉 베블런효과는 남

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최상류층보다 오히려 체면에 민감

한 중하위층에서 향유하고 싶은 욕구라고 판단된다. 추후 더

욱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표 8>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연구 가설 내용 검증결과

가설1-1 체면민감성이 과시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채택

가설1-2 자아존중감이 과시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채택

가설1-3 체면민감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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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5.1 연구결과 논의 및 시사점

과시효과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소득이 높고 부유할수록, 
과소비 성향이 강할수록, 체면 민감성이 높을수록 과시효과가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의 베블런효

과에 대한 선행연구결과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

지만 116년 전에 쓰여 진 베블런의 이론은 전통적인 소비이

론을 비판하며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Trigg, 
2001). 과시소비는 과거에도 존재하였고 현재도 존재하며 미

래에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114의 리서치센타 

Ham(2015)은 앞으로 고급주거지의 세계적 트렌드는 "도심 주

거지"라고 하면서 사람, 자본, 정보가 집결되고 역사성과 문

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도심이 다시 경제활동의 핵심 거

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향 후 지속적으로 도

심재생을 통해 교육, 구매, 교통, 문화, 교류, 휴양 등 물적 환

경이 집결되는 곳으로 탈바꿈되면서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고 명품 고급주거지와 부촌으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그렇

게 함으로서 소수의 부유층 거주지로 각광받게 되지만 재개

발과 재건축으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

는 다수의 일반계층에서는 비싼 월세라도 지불하면서 차가로 

거주해야 하는 사회적구조이다. 생활의 터전이 도심권 특히 

강남권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차가거주자의 강남서초를 선택한 이유가 직

주근접이라고 조사되었다. 또한 거주형태에 따라 차가거주자

의 과시소비성향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서 베블런효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통적인 제조산업은 해외

로, 도시외곽으로 빠져 나가는 반면에 IT, 금융, 유통을 비롯

한 첨단산업들은 도심에 집결되어 있는 산업구조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며 향 후 도심 집약적인 산업형태로 발전

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리라고 예상된다.
주거용부동산은 관여도가 높은 고가의 재화이고 경우에 따

라서는 가족의 전재산일수도 있는 특별한 재화이다. 최근 사

회적 상황을 고려하거나, 자녀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형편보다 

과다한 주거지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다. 과거처럼 신분제도가 없어진 현대에서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행동의 일환으로서 과시효과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체면을 위한 소비를 도덕적인 

척도로 재는 것은 단편적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타인에게는 

과시소비로 비칠지라도 본인 자신에게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듯이 차가 거

주자는 체면민감성에서 오는 과시소비성향이 자가 거주자에 

비해 더 높이 나타났다. 이는 깊이 주목할 현상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인 시사점은 베블런효과에 대해 이해와 깊

이를 확장시킴으로서 경제학적,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베블

런효과를 재조명하는 학문적 계기를 마련한 점이다. 이제는 

베블런효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을 연

구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체면 지향적인 과시소비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존의 베블런효과의 부정적인 인

식을 긍정적인 경제현상으로 재조명하고 경제적성과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차가거주자의 과시효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거

주자에 비해 차가거주자의 과시효과가 높은 이유는 준거집단

과의 경쟁의식이라 사료된다. 즉 자가 거주자는 저택의 주인

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 이미 타인에게 부를 드러내어 부유층

이라고 인정받지만, 차가거주자는 자신의 부를 타인에게 과시

할 대상으로 좀 더 부유한 지역에 좀 더 넓은 평수에, 좀 더 

유명브랜드 아파트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

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의 다변화된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

다. 국토연구원의 2014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9%가 

내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직주근접 도심지에서 차가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구조

이다.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늘이되 중산층의 

수준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서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서울 거주자의 월 소득 대비 임

차료 비율(RIR)이 20.3%로 높은 구조이다. 이는 서울평균치이

므로 강남·서초구는 더욱 높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향 후 주

거비용이 더 이상 높아진다면 중산층이 지탱하기 힘들고 중

산층이 무너지면 그 사회적 여파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

미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중산층 수요자의 욕

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월세임대주택의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안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양적으로 적은 유효표본수로 전체 지역으로 확대 해

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후속연구에서는 강·남북을 포함한 

좀 더 많은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강남3구 거주민을 대상으로 수집하다보니 고소득층, 

고령자가 많아 대상표본이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초  

연구의 목적은 베블런효과에 대해 강남3구에 거주하는, 특히 

가설2-1 거주 형태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기각

가설2-2 거주 유형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채택

가설2-3 거주 기간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기각

가설2-4 거주 면적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채택

가설2-5 주택 가격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채택

가설3-1 소득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채택

가설3-2 연령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기각

가설3-3 직업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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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월세를 지불하고 강남서초에 거주하는 차가거주자의 

과시효과성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수차례 방

문 하였으나, 차가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맞벌이 가구라서 대

면조차 쉽지 않아 표본을 확보할 수 없었다. 나라의 동력인 

3,40대 젊은 층의 심리적 특성, 주거특성, 과시소비성향에 대

한 분석을 할 수가 없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주거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차가거주자의 베

블런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세, 보증부월세, 사글

세 등 다양한 형태로 설계된 설문 조사와 달리 자가/차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차가거주자가 실제 전세거주자인지, 월

세거주자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월세

세입자와 전세세입자로 세분화된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주거용부동산

의 베블런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서 차가거주자의 과시소

비성향을 파악했으며 더 이상 과시효과가 유한계급뿐만 아니

라 일반 서민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밝힌 점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가 주택산업체들에

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자(점유자)를 

고려한 부동산 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비부유층지역과 부유층지역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각 계층별로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마케팅 및 광고 전략

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추후 부족한 본 연구를 보완해

줄 폭넓고 실무적인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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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iddle and low social class entered in the upper class for the specific reasons and joined reference group in order to present 
demonstration effect. This phenomenon was assumed the consumer’s desire for housing estate not from the leisure class. The superiority 
which feels belong to reference group, that was able to purchase high price product and the competence which can afford a high price 
goods are effective in housing estate. The study had been researched for Veblen effect according to residence estate. The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was used for Veblen effect affected by various psychological attributes, housing patterns and demographics for 
analysis. As a result, the conspicuous consumption from tenants was higher than residents, the social face sensitivity affected positively 
for self esteem and housing pattern, therefore, it caused conspicuous consumption. Moreover, we found conspicuous consumption had 
been increased followed by more spacious housing and highe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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