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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마케팅학과

제이 앤드류 피터슨(J. Andrew Petersen) 부교수와, 같은 학과 타룬 쿠샤하(Tarun Kushwaha)

부교수, 미국 조지아주립대(Georgia State University) 쿠마르(V. Kumarl) 학생처장의 ‘마케팅

전략과 고객의 재무의사 결정: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Journal of Marketing 2015년 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각 국가별 문화와 마케팅전략, 소비자행동 간의 상관관계 조사

세계 각국은 저마다 다른 역사와 종교, 언어, 경제, 사회제도,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며, 국가별로 광고와 마케팅 기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세계 전체 음료시장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코카콜라의 경우 21개의 각기

다른 광고를 국가별로 제공함으로써, 국가별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Diet’라는 단어가 건강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 국가에서는

Diet 대신 ‘Ligh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섭취량이 적고 건강에 민감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캔의 크기를 작게 만든다. 이와 같이 국가별 고유문화에 영향을

받 는 소 비 자 들 의 재 무 적 의 사 결 정 과 관 련 하 여 미 국

노스캐롤라이나대(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마케팅학과

제이 앤드류 피터슨 (J. Andrew Petersen) 부교수와 , 같은 학과 타룬

쿠샤하(Tarun Kushwaha) 부교수, 미국 조지아주립대(Georgia State University)

쿠마르(V. Kumarl) 학생처장의 ‘마케팅 전략과 고객의 재무의사 결정: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연구한 논문을 마케팅 저널 2015년 1월호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소비자의 민족문화 이질성이 재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고,

민족문화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의 재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했다 . 이 논문에서 소비자의 재무의사 결정은 저축을 할지 , 신용을

활용할지, 소득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할 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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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특성과 이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의 재무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증명

연구진은 세계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장기지향(Long-term Orientation)형,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형, 남성성(Masculinity)형으로 구분했다.

또한 소비자의 재무의사결정은 저축률(Savings Rate), 신용활용(Use of credit),

소비패턴(Spending pattern)으로 구분하여 실험했다. 연구진은 세 가지 문화적

특성이 소비자의 재무의사결정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했다. 즉, 장기지향형 문화에 영향을 받은 소비자는 먼 미래의 소비까지

고려하는 소비자는 저축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 반면에 불확실성 회피형

문화적 환경에 노출된 소비자는 내·외적인 불안감 상존으로 미래의 소비

예측이 힘들다. 따라서 미래에 빚이 될 수 있는 신용활용은 꺼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성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부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표현의 수단으로 부를 내세우는 성향이 강함으로 본인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소비수준의 소비패턴을 유지할 것이다. 연구진은 또한

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조절초점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에 근거한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의 재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컬럼비아대 심리학 교수인 히긴스 (Higgins)의 조절초점이론에 따르면

향상(Promotion)과 예방(Prevention) 구조는 성질상 서로 다른 이상 욕구

상태를 향한 조절을 위해 서로 다른 수단을 사용한다고 한다. 즉 향상에

초점을 둔 개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망-접근 수단을 사용하고, 예방에

초점을 둔 개인은 경계-회피수단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향상은 소비

욕구가 높은(열망이 높은) 소비자에게 효율적이고, 소비 욕구가 낮고 위험을

회피하려 소비자에게는 예방(경계)가 효율적임을 전제했다. 즉, 안락함이

중요하고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장기지향형 민족문화를 가진

소비자에게는 예방초점마케팅(Prevention-focused marketing)이 효율적이고,

소비욕구가 강한 남성성형 민족문화에서는 향상초점마케팅(Promotion-

focused marketing)이 효율적 이라는 것이다. 또한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문화에서 소비자는 향상마케팅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는 소비에 대한

욕구가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은 소비자에 비해 강하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다국적 금융기관 고객의 재무의사결정 분석

문화적 특성이 소비자의 재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고, 조절초점이론에
근거한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의 재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기 위해 연
구진은 독특한 설정을 실시했다. 문화적 특성에 대한 자료는 다양한 민족이 공
존하고, 거시적(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 국
가 내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2010년 기준
노동시장 구성-외국인 90%, 자국민 10%로 구성된 국가)을 대상으로 샘플을
수집했다. 아울러 연구에 필요한 통계 자료인 저축률, 신용활용(신용카드, 모기
지, 대출 등), 소비패턴(특정기간의 지출/특정기간의 소비자 소득)를 획득하기
위해 25년 동안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사업을 영위한 다국적 은행의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 선택한 다국적 은행의 소비자 샘플은 34개국 100개의 민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계자료는 2004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수집된 자료
를 활용했다. 소비자 연령은 25세 이상, 다양한 교육수준의 소비자로 구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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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특성과 마케팅 전략에 따라 소비자는 재무적 의사결정을 달리함

연구결과는, 먼저 장기지향형 문화를 가진 소비자는 단기지향형 민족문화를

가진 소비자에 비해 저축률이 높았다. 또한 장기지향형 문화의 소비자는

예방초점마케팅에서 높은 저축률을 보여, 예방초점마케팅에 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은 문화를 가진 소비자는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소비자에 비해 향상초점마케팅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 이는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소비자의 높은 소비욕구를

향상초점마케팅을 통해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강한 소비자가 신용활용도가 낮고 , 향상초점마케팅보단

예방초점마케팅이 효과적임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남성성이 강한 문화를

가진 소비자는 여성성이 강한 문화를 가진 소비자에 비해 더 많은 소비를 했다.

또한 향상초점마케팅은 남성성이 강한 소비자에게 보다 효율적이었다. 즉

남성성이 강한 소비자는 부의 집착이 강하고 , 소비욕구가 높아 소비를

향상하는 향상초점마케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구진은 연구대상에서 전제한 가설들을 실험을 통해 모두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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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은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중에는 현지화를 통해 성공한 기업이 있는 반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인도 시장에서 성공한 국내의 현대자동차는 열악한 도로여건, 높은 기온,

저가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특성을 면밀히 사전 조사하여

인도시장에 적합한 모델을 양산했다 . 인도의 소비자에게 처음에는

고급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후 저가모델을 도입해 하위 소득계층에게도

파고들었다. 그 결과 1997년 인도시장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2000년 이후

인도시장 내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1994년

인도시장에 진출한 국내 대우자동차는 중형차 중심의 진출 전략을 펼쳤으나

저가와 소형을 선호하는 인도소비자의 수요예측 실패로 본사의 파산과 맞물려

2001년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논문은 다양한

문화적 특성은 다양한 소비성향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목표한 기업은 반드시 해당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하며, 현지화를 목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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