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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경제(Experience Economy) 패러다임

◈ 경험경제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가치 있는 체험을 얻는 것을 의미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 10,282(’99) → 20,795(’06) → 33,433(’18)
□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도래 전후, 경험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
ㅇ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방식에 많은 변화가 나타남
-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와 달리, 개인은 제품 자체를 구매하기보다
좋은 경험과 만족감을 사는 경향이 두드러짐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 경제 패러다임의 진화 >

구분
주거래 대상
품목 특징
주요 속성
소비 동기

농업경제
농산품
대체 가능
자연물질
모양, 성질

산업경제
재화
유형성
표준화
기능

자료 : Joseph Pine and James Gilmore (’98)

서비스경제 경험경제
서비스
경험
무형성
감동적 기억
수요자 맞춤형
개인
편익
감정, 느낌

□ 경험경제 시대의 소비 특징은 ①고급화, ②다양화, ③개성화
① (고급화) 개인은 양적 풍요를 넘어 질적 향상을 추구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화·고급화된 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② (다양화) 개성이 적극적으로 표출되며 다양한 경험을 찾는 소비자 증가

③ (개성화) 판매가격보다 가심비, 나심비*를 고려하여 경험을 구매

* 가심비 :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 나심비 : 자기만족형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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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경제 시대의 도래와 여가시간 확대로 산업계도 변화 中
< 산업계에 나타난 수요 변화 >

구분
주요 내용
제 조 업 가정 내 체류시간이 늘면서 프리미엄 홈퍼니싱, 가전, 식품 소비 증가
홈퍼니싱 가구를 포함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활발, 13→20조원(’18→’25) 전망
가전제품 의류관리기, QLED TV, 안마의자 등 하이엔드 제품 매출 증가
서비스업 고가상품의 체험형
소비 증가, SNS·플랫폼을 통해 개인 경험 공유
*
유 통 펀핑·몰링문화 ⇒오프라인매장은 경험을 위한 공간, 실구매는 e커머스 집중
여 가 승마·요트·크루즈여행 수요 확산, 특급호텔 ‘호캉스’ 프로모션 인기
* 펀핑은 재미(Fun)와 쇼핑(Shopping)의 합성어이며, 몰링(Malling)은 복합쇼핑몰에서
쇼핑 외에도 휴식, 외식, 문화생활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문화를 의미
<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규모 전망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단위 : 조원

< 말산업규모와 승마인구 추이 >

자료 : 말산업정보포털, 단위 : 억원, 명

□ 기업은 생산방식의 전환과 신사업 진출 통한 추가 성장경로를 모색
ㅇ 틈새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창업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
- 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방식 유리

※ 범위의 경제를 감안하여 제조업체 간 공동생산목적 네트워크 강화
- 개성화 중시성향을 고려한 선주문·커스터마이징사업* 성장 기대

※ 고객 요구에 따라 맞춤제작방식. ex 주문 시 가죽, 문양, 밴드 등 선택 가능한
수제화 업체, 고객 취향에 따라 600가지 이상 음료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
ㅇ 단, 과거에 비해 국민소득은 늘어났으나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만큼
저가형 합리적 소비와 고급제품 소비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
- 고가 및 저가 전략을 반영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이 효과적
작성자

(

:

산업연구팀 과장 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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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jje@ibk.co.kr /

☎

02-729-7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