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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명절이 소비자들의 제품 교체주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휴대폰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

로 명절 시기별 구매간격 차이검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명절시점과 평상시점 간에 제품 구매간격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명절시점이 평상시점보다 제품 교체주기가 짧은 것으로 나타나 명절효과가 있음을 증명하

였다. 한편, 춘절, 노동절, 국경절 등 명절유형 간 제품 구매간격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업이 명절시점을 활용하여 

교체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를 선별적으로 공략한다면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적으로 

볼 때 기업으로 하여금 교체확률이 높은 시기에 마케팅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학술적으로는 제품 구매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시점 효과 중 명절효과를 온라인상의 고관여 제품에 적용하여 탐구했다는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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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주기(replacement time), 구매간격(interpurchas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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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제수 용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명절이라는 

심리적 자극으로 인해 구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매시점효과는 특정시점이 되면 구매자들이 심리적 영향 등에 

의해 행태적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1]. 따라서 명절시기에 매출액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이는 구매시점효과 중 명절효과(holiday effect)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명절로 인해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탐구하는데 있다.

또한 다양한 명절이 제품 구매 간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

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서 기대하듯, 명절 간에 제품 교체주기 

간격의 차이가 있다면 실무적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교체확률이 

높은 시기에 마케팅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학술적으로

는 제품 구매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시점 효과 중 명절효과를 

온라인상의 고관여 제품에 적용하여 탐구했다는 공헌점이 있다.

II. Related Works

명절효과(holiday effect)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로, 

명절시점에는 생산과 소비 등의 경제 활동이 비명절월과 달리 나타나

는 현상이다[2]. 중국의 경우는 한국과 유사하게 설명절과 추석명절처

럼 주기적인 휴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3].

특정 제품에 대한 구매와 구매 사이의 간격(interpurchase time)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마케팅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4],[5],[6]. 제품 구매간격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Erlang-2 model을 통한 첫 구매와 다음 구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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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day N Mean STD Min Max

New year day 693 251.8 139.8 36 813

Labor day 397 257.3 129.4 42 610

National celebration day 362 268.1 154.3 36 653

Usual day 3,680 297.4 189.2 44 964

Total 5,132 286.1 177.8 36 964

Table 1. Inter Purchase Time by National Holiday

간격 예측, Gamma함수를 활용한 동일 제품 카테고리 내 구매 간격 

예측 등 다양한 통계적 접근이 시도되었다[7],[8]. 시계열적 접근인 

ARIMA모델 등을 기반으로 구매패턴을 이용한 제품 구매간격 간의 

가격을 추정하는 연구도 시도되었다[9].

III. Research Design

본 연구에서는 명절시점이 제품의 구매간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B2C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핸드폰 제품의 

판매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중국 국내외 

핸드폰 브랜드를 폭넓게 취급하는 중국 최대 대리상 B2C 사이트의 

개인별 판매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데이터 기간은 특정일로부터 

2017년 2월까지의 개인별 구매 자료이다.

IV. Results

표본에 포함된 관찰치 중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제품을 새로 구매한 

간격은 36일이며, 가장 오랜 기간 내에 핸드폰을 교체한 사례는 

964일만이었다. 평균적으로 중국에서 개인들은 286일마다 핸드폰을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을 보면, 명절시기에 제품을 구매한 사람 중 춘절에 핸드폰을 

교체한 사람들의 제품교체간격이 252일 정도로 가장 짧았고, 명절이 

아닌 평상시에 구매한 사람의 교체주기가 297일로 상대적으로 길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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