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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overseas residence experience of Korean consumers influences the rela-

tionship of global fashion brand knowledge and brand choice confidence. We contrast two kinds of consu-

mer brand knowledge, using the concepts of Alba and Hutchinson's expertise and familiarity. Considering

the effect of positive affect on intuitive information processing,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positive affect in consumer brand knowledge and brand choice confidence link. The proposed model was

tested with structural-equat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expertise and familiarity effect the positive

affect. Positive affect, in turn, influences brand choice confidenc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cesses

underlying global fashion brand knowledge and brand choice confidence link are different between the

consumers with overseas residence experience for more than a year and the consumers without it. The route

from expertise to positive affec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sumers with overseas residence experi-

ence but not on the consumers without it; however, the route from familiarity to positive affect and the path

from positive affect to brand choice confidence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consumers without overseas

residence experience than the consumers with it. We find that the consumers with overseas residence ex-

perience favor expertise in the process underlying global fashion brand knowledge and brand choice con-

fidence link, whereas the consumers without it favor familiarity and affect based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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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지식,

기술,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힌다. 이 학습은 일상적 생활

세계 속에서 서서히 그리고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

어지는 현상학적인 학습이다(Cho, 2011). 신체와 사물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특정한 관계를 맺는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는 천천히 체험을 통한 배움의 과정을 거친다. 그 결

과 ‘지각의 장(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소비의 상황

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소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비 체

험의 조건에 따라 특정 소비 환경에 노출되며, 소비 환경

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고유한 경험과 지식도 다르게 축

적되고 형성된다. 한 소비자에게 있어 거주 공간이 바뀌

게 될 경우 삶의 장이 달라지면서 접하게 되는 소비 체험

또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내재된 소비 태

도 또한 변화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소비 대상에 대한 태

도는 특정한 체험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최근 해외 유학과 연수 또는 직장 주재원 체류 등 여

러 기회를 통해 해외 거주 경험 후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들은 해외에서 축적한 소비 체험을

통해 나름대로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지식을 구축

하고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란 “여

러 나라의 소비자가 동일한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동질적이고 조직화된 마케팅 전략을 가

진”(Steenkamp et al., 2003, p. 53) 패션 브랜드를 말한다.

물론,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거주 경험과 상

관없이 이미 글로벌 패션 브랜드 환경에 충분히 노출되

어 있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익숙하게 소비하고 있으

며, 따라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브랜드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해외 거

주 경험을 통한 소비 체험은 국내 환경에서 형성할 수

있는 지식과는 또 다른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의 거주 경험이 글로벌 패

션 브랜드 지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험이 자국의 소

비 상황에서 형성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선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소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소비를 합리적

경제 활동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 문화적 활동으로

보는 폭넓은 관점으로 시각을 확대하고 있다(Arnould &

Thompson, 2005; Lee, 1999). 더불어, 소비자 선택과 관

련한 태도 연구에서도, 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집중되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직관과 이

성의 동시 복합적인 사용을 강조하는 이중 처리 과정

(dual-process)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직관과 이성을 포괄

하는 연구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Dro-

let et al., 2009; Kahneman & Frederick, 2002; Rotten-

streich et al., 2007; Strack & Deutsch, 2004). 이와 같은

지식관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개인의 체화된 지

식의 바탕이 되는 체험의 문화적 조건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장(場)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식은 스스로의 경험과

그 공간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의 반영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고 논의되어 왔다(Nonaka & Konno, 1998;

Polanyi, 1958/2001). “모든 개인적 인지 작용은 스스로

에게 정립된 기준에 따라 알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것”

이라고 한 Polanyi(1958/2001, p. 108)의 주장처럼, 스스

로의 경험을 통해 획득한 개인적 지식은 결국 개인의 의

사 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기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

이 본 연구의 핵심적 논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모든

의사 결정은 어떠한 형태로든 감정을 반드시 포함한다

고 한 Zajonc(1980)의 주장과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은

과거 경험을 통해서 조건화된다고 한 Mowrer(1960)의 연

구 등은 기억에 근거한 소비자의 의사 결정 상황에서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가 지니는 태도를 분석함에 있어

서 감정이 지니는 역할의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에 주

목하게 한다. 특히, 긍정적 분위기는 휴리스틱과 고정

관념 같이 이미 존재하는 지식 구조의 사용을 촉진시킨

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억에 근거한 소비자의 의사 결

정 또한 직관적 처리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Drolet et al., 2009; Forgas, 1998; Herr et al.,

2012). 기존 여러 선행연구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

에서는 소비자 브랜드 지식과 긍정적 감정을 브랜드에

대한 직관적인 의사 결정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브랜드 선택 확신이라는 변수 역시

브랜드 휴리스틱의 사용 수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Park & Lessig, 1981). 또한, 소비자의

의사 결정 과정이 이중 처리 과정에 기반한다고 보는 시

각에서 체험의 문화적 조건으로서 해외에서의 거주 경

험의 유무가 브랜드 태도 형성 과정에서 직관적 처리의

수준을 조절하는지도 확인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비자 브랜드 지식

소비자 브랜드 지식(consumer brand knowledge)은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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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의 인지적 재현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Peter &

Olson, 2010), Keller(2003)는 소비자 브랜드 지식을 “소

비자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브랜드에 관한 개인적 의미”

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브랜드에 관련된 설

명적이거나 평가적인 정보가 소비자 브랜드 지식이다.

지식의 유형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접근은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구분하는

것인데, 암묵지란 “주관적 통찰, 직관, 예감과 같이 매

우 개인화된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자나 숫자

등으로 기호화가 가능하고 문서 형태로 전달이 가능한

지식”을 의미하는 형식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No-

naka & Konno, 1998).

소비자 연구에서 소비자 브랜드 지식을 이해하기 위

한 시도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복합적이

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Ratchford, 2001).

Brucks(1986)는 Anderson(1976)이 제시한 선언적 지식

(declarative knowledge)과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

wledge)의 이분법적 분류가 소비자 지식의 유형화에도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선언적 지식이란 “개념, 대상,

사건에 관한 지식”을 일컫는데 반해, 절차적 지식이란

“행동을 취하는 법칙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Brucks,

1986).

한편, Alba and Hutchinson(1987)은 Brucks(1986)와

Park and Lessig(1981) 등 여러 소비자 지식 연구자들의

연구를 발전시켜 소비자 지식이 친숙함(familiarity)과 전

문성(expertise)의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들은 친숙함을 “소비자에게 축적된

상품 관련 경험의 수”라고 정의하고, 전문성을 “상품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면서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에 소비자 지식이 미치는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lba

and Hutchinson(1987)이 제시한 지식의 포괄적인 차원

인 전문성과 친숙함 두 가지로 글로벌 패션 브랜드 지

식을 구성하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반

응과 관련된 개념들을 연결시킬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지

식을 객관적 지식이 아닌 자기 평가적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지식으로 측정하고자 하는데, Park et al.(1994)

에 따르면 객관적 지식이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라면, 주관적 지식은 “소

비자 자신이 제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의 자기 보고 형식을 취하는 주

관적 지식은 기억에 근거한 설문지 기법을 활용함에 있

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Park et al.(1994)은 주

관적 지식이 객관적 지식에 비하여 제품 관련 경험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하였고, Park and Lessig(1981)는

주관적 지식이 지식에 대한 확신 정도를 내포하고 있

어 의사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체화된 경험과 브랜드에 대한 태도

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비자 지식을 주관적

지식 차원에서 측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브랜드 선택에 따른 확신

1) 이중 처리 과정 이론

오랫동안 인지적 처리는 전통적으로 직관과 이성이

라고 불리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왔지만, 오늘날

이 두 인지적 처리 방식은 이중 처리 과정 이론이라는 포

괄적인 이론 아래 통합되고 있다(Kahneman & Frederick,

2002). 이중 처리 과정 이론은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여

러 형태로 소개되었는데, 이들 모두는 빠른 연상에 의

거한 인지 과정(직관적)을 느리고 법칙에 준거한 인지

과정(반성적)과 대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

다(Chaiken et al., 1989; Petty & Cacioppo, 1984; Slo-

man, 2002; Slovic et al., 2007; Strack & Deutsch, 2004).

Chaiken et al.(1989)는 초기 연구들에서 휴리스틱 처

리와 체계적 처리 각각이 강하게 작동하는 조건 또는

상황적 맥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체계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의사 결정자의 인지적

능력과 강한 동기를 지적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에 주목했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그간의 많은 경험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이성적 혹은 비이성적, 합리적 혹

은 감정적이라는 이분법적 정보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

지면서도 어떤 조건하에서는 다소 불균형적으로 치우

쳐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조절 효과를 확인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Drolet et al., 2009; Rottenstreich

et al., 2007). 본 연구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소비와 관

련된 소비자의 지식과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해외 거

주 경험의 조절 효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체

화된 경험에 근거하여 이미 형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직관적 의사 결정을 기반으로 한 개념들인 선택 확

신, 감정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브랜드 선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 브랜드 선택에 따른 확신

확신이란 일반적으로 ‘굳게 믿는 것’을 의미한다.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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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ssig(1981)는 브랜드를 단서로 한 휴리스틱 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선택에 따른 확신(choice confi-

denc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브랜드라는 정보를 얼

마나 확신을 가지고 활용하는지는 의사 결정자가 그 브

랜드와 얼마나 친숙한 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

다. 이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머리 속에 쉽게 떠오르는 적절한 예시에 의존한다는

Tversky and Kahneman(1974)의 ‘가용성 휴리스틱(avail-

ability heuristic)’과 일맥상통한다(Park & Lessig, 1981).

본 연구에서는 Park and Lessig(1981)의 연구를 바탕

으로 소비자의 구매와 관련된 선택에 있어서 브랜드

단서를 바탕으로 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강한 믿음

인 ‘브랜드 선택 확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데, 이 개념은 브랜드 지식과 감정, 해외 거주 경험의 관

계를 살피는 데 있어서 직관적 처리의 수준을 확인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감정

많은 연구자들은 휴리스틱 처리 과정에서 감정이 하

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Kahneman & Frede-

rick, 2002; Sloman, 2002; Slovic et al., 2007; Zajonc,

1980). Slovic et al.(2007)은 휴리스틱 의사 결정 과정

이 감정을 기본으로 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특징을 부각시켜 감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s)

개념을 내세웠다. 그들의 주장은 Zajonc(1980)의 연구

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데, 그는 감정적 반응이 종종 자

극에 대한 직접적인 첫 번째 반응이 되곤 하며, 자동적

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정보

처리와 판단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모

든 의사 결정이 어떠한 형태로든 감정을 포함하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감정적 반응은 인지적

부호화 과정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인지적 판단

보다도 더 강한 확신을 가져온다(Zajonc, 1980).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Kahneman and Frederick(2002) 역시

직관적 의사 결정 과정의 처리 내용이 감정적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체계적 의사 결정 과정의

처리 내용이 중립적인 것과 대별된다.

소비자의 과거 구매 경험은 소비자 지식을 구성하기

도 하지만, 동시에 구매 대상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을 조건화하기도 한다(Alba & Hutchinson, 1987;

Mowrer, 1960). Zajonc(2001)의 ‘단순 노출 효과’의 논

리를 본 연구의 맥락에 적용해보면 한 개인의 경험에

브랜드와 관련하여 특별히 혐오스러운 사건만 존재하

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브랜드 구매 경험 즉 친숙함은

그 자체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형성할 수 있

다. 한편, Bengtsson et al.(2010)과 Lee et al.(2011)의 연

구에 따르면  브랜드에 대한 전문성이 유도하는 소비

자 자신감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로 하

여금 편안함, 자부심, 자긍심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경

험하게 한다. 다시 말해, 전문성과 친숙함과 같은 브랜

드 지식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이끄는데, 한

편으로 긍정적 감정은 휴리스틱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소비자의 지식 구조의 사용을 촉진하기도 한다(Forgas,

1998).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긍정적 감정이 휴리스틱

의사 결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For-

gas, 1998; Herr et al., 2012).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정이 브랜드 지식과 휴

리스틱 의사 결정과 관련된 변수인 브랜드 선택 확신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연구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 소비자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전문

성이 뛰어날수록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

해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1-2. 소비자가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친숙할수

록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1-3. 소비자가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해 긍정

적일수록 브랜드에 근거한 구매 결정에 따

른 확신의 강도가 높을 것이다.

4. 해외 거주 경험

Tusting et al.(2002)은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본인이 체류했던 국가의 젠

더와 문화를 그들이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추

적하였다. 연구자들은 어떤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체류

했던 국가의 현상과 자국의 현상을 비교할 때, 일반적

으로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의 개인적 경

험으로부터 얻어진 증거에 뒷받침하여 자신의 판단의

타당성을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의 직접적 경험이 자신

의 판단에 대한 결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Slovic(1995)은 소비자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자신이

취한 프레임과 당시에 처한 상황적 맥락 또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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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따라 의사 결정 대

상에 대한 특정한 측면이 부각되며, 이 때문에 의사 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 사항 또한 달라진다고 주장하

였다. 해외 거주 경험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소

비자의 의사 결정에서 일종의 프레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해외에서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

한 직접적 경험은 소비자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귀국

후 자국에서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판단의 결정

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소

비자의 경우,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글로벌

패션 브랜드 소비는 귀국 후 자국에서 접하게 되는 글

로벌 패션 브랜드 소비의 비교 기준이 된다. 체류했던

국가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글로벌 패션 브랜드 소비를

바탕으로 자국에서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 소비를 비교

의 맥락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

우, 즉 자국에서의 소비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소

비 경험을 비교하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Bengtsson

et al., 2010).

한편, 해외 거주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이러한 직접적

경험은 실천적 지식, 기술, 성향과 같은 체화된 문화 자

본을 형성하게 되는데(Bourdieu, 1979/1995; Holt, 1998),

최근 해외 거주 경험을 통해 구성된 문화 자본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 주

목 받고 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국 학위라는 제

도화된 문화 자본에 대한 연구나 해외 거주 경험자를 대

상으로 한 영어와 같은 체화된 언어 자본에 대한 연구가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Choi, 2003; Kim, 2008), 이

는 글로벌 영역으로 부르디외의 문화 자본 이론을 확

장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olt(1998)는 이러한 문화

자본에 대한 논의가 음식, 인테리어 장식, 의복, 대중

문화, 취미, 스포츠 등의 소비의 장(場)에서도 실현된

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브랜드 지식과 긍정적 감정, 긍

정적 감정과 브랜드 선택 확신 사이에 해외 거주 경험

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즉 각각의 경로의

영향력에서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해외 거

주 경험이 없는 소비자 사이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가설 2-1. 소비자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전문

성이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해외

거주 경험이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2. 소비자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친숙

함이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해외

거주 경험이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3. 긍정적 감정이 브랜드 선택 확신에 미치는

영향에서 해외 거주 경험이 조절 효과를 나

타낼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소비 체험을

통해 축적된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관련된 소비자 지

식과 긍정적 감정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 선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도출된 가설을 바탕으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브랜드 지식이 긍정적

감정과 브랜드 선택 확신이라는 태도 변수로 연결되는

경로에서 해외 거주 경험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과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집단 간의 구조모형 비교를 진행하였다.

2. 변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채택한 변수들의 측정도구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인된 척도를 중심으로

연구 맥락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브랜드 지식

중 전문성에 관련된 척도는 Chae(2006)의 브랜드 관계

본질 관련 문항 중 지식 관련 문항에서 일부 선택하고 일

부는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또한 친숙함의 척도는 Park

and Lessig(1981)의 실증연구에서 발췌한 한 문항, Chae

(2006), Moon(2007)의 브랜드 관계 본질에 관한 문항

중 친숙함 관련 3문항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감정 문항

은 Watson et al.(1988)에 의해 개발된 PANAS 척도 중

긍정적 감정을 측정하는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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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친숙함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

다’까지 7점 척도, 긍정적 감정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

다. Park and Lessig(1981)의 척도를 바탕으로 한 브랜

드 선택 확신 문항은 단일 문항으로 개발하였는데, “나

는 한국에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구매를 결정할 때,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이름만으로도 구매 결과에 만족

할 것을 확신한다”는 문항에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

였다. 나머지 변수에 관련된 측정문항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3. 표본 및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설문 조사를 통하여 진행되었는데,

설문에 앞서 응답자들에게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후 설문지의 각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

였다. 제시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설명은 “여러 나라

의 소비자가 동일한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

계적으로 유사한 마케팅 전략으로 운영되는 브랜드”였

으며, Zara, H&M, Gap 등의 캐주얼 브랜드와 Louis

Vuitton, Gucci, Martin Margiela 등 소위 명품 브랜드들

을 함께 예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거주 후 귀국한 학생들의 재적응

에 관한 Tamura and Furnham(199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과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해외 거주 경험의 기준으로 일

년을 설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0, 30대를 주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목적에 맞

추어 일년 이상의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해외

거주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을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 표집하였다. 총 215명의 응답자의 응답 중

결측치 포함 사례를 제외한 207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5월 19일부터 6월

1일이다.

4.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일년 이상의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응

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2%(107명)였고 해외 거주 경험

이 없는 응답자는 48%(100명)였다. 전체 응답자의 나

이는 20세에서 40세로, 평균 나이는 27.7세였으며, 전

체 응답자 중 여성 응답자의 비중은 69%였다. 교육수

준은 대학원 수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응답자가 전

체의 29%였고, 대학교 수학 혹은 졸업은 69%, 전문대

학 졸업 이하는 2%였다.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7명의 해외 거주 기간은 1년이 30.8%, 2년에서 5년이

34.6%, 6년에서 9년이 14.0%, 10년 이상이 20.6%였다.

거주 지역은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 대도시가 74.8%,

지방 중소 도시가 23.4%, 농어촌 지역이 1.9%였다.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s                                        (N=207)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loading (λ)

Cronbach's

alpha
AVE CR

Expertise

I know much of logos and campaigns of global fashion brands. .817***

.895 .744 .839

I know something of global fashion brands' features that are

unknown to others.
.818***

I know much of the price ranges of global fashion brands. .906***

I know much of design features of global fashion brands. .904***

Familiarity

I am familiar to which features of global fashion brands would

be important in making a choice (for example, design features,

items, and price ranges).

.817***

.900 .736 .823I feel at ease with global fashion brands. .829***

I feel I have known global fashion brands for a long time. .857***

I feel I well understand global fashion brands. .924***

Positive Affect

I generally feel excited about global fashion brands. .917***

.903 .772 .904I generally feel enthusiastic about global fashion brands. .919***

I generally feel active in global fashion brands. .794***

***p<.001

χ
2
= 61.413 (df = 41, p = .021), Normed χ

2
= 1.498, GFI = .946,  AGFI = .914, CFI = .990, RMR = .054, RMSEA =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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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해보면,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overseas Residence Experience Group:

REG)의 경우 평균 나이는 29.8세였고, 해외 거주 경험

이 없는 응답자 집단(Non overseas Residence Experience

Group: NREG)의 경우는 25.5세였다. SPSS 15.0을 활용

한 t검정 결과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이 해외 거주

경험을 가지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나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 = −5.614, p<.001). 한편, 집단별 성별 구성

비에 대한 카이 제곱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성별 구성비

에도 차이가 있었는데(REG 집단의 경우 여성 85명, 남

성 22명; NREG 집단의 경우 여성 58명, 남성 42명; χ
2

(1) = 11.124, p<.001),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

하여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 수준과 결혼 여부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해외 유학이나 직장에서의 해외 발령

으로 인한 해외 거주 경험의 기회는 실제로 나이가 어릴

때보다는 연륜이 쌓여가면서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외

적 타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표본에서 나

타나는 두 집단 간 연령 차이는 현실적인 개연성이 있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두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

별 구성비의 차이는 남녀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의복 구

매 관련 성향의 차이와 연관하여 이후 분석 결과의 해석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투입된 글로벌 패션 브랜드 지

식의 하위 차원인 전문성과 친숙함, 그리고 긍정적 감

정의 11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AMOS 7.0을 활용하였

고, 그 결과 주요 적합도 지수는 GFI = 0.946, AGFI =

0.914, CFI = 0.990, RMR = 0.054, RMSEA = 0.049, χ
2
=

61.413(df = 41, p = .021), Normed χ
2
= 1.498로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Hair et al., 2010).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

riance extracted), CR(composite reliability)과 요인적재

량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모두 0.895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을 만족시켰다. 또한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

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1), 0.79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구성체타당성 및 수렴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VE값은 0.736~0.772, CR값은 0.823~0.904의

범위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Table 2>와 같이 잠재변

수 쌍별로 각 변수의 AVE값과 두 변수 간 상관관계 제

곱값을 비교하여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확

인한 결과(Fornell & Larcker, 1981), 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 제곱값이 AVE값보다 낮게 나타

나 잠재변수 간 판별타당성이 대체로 만족되었다. 상대

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친숙함과 전문성

이라는 지식 관련 변수가 서로 다른 개념인지를 엄밀하

게 판단하기 위하여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1.0으로 제

약한 제약모형과 비제약모형 간에 카이 제곱 차이 검증

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Bagozzi & Yi, 2012). 결과,

두 모형 간에 χ
2

d= 7.397(χ
2

.05(1) = 3.84, df = 1)로 나타

나 두 변수 간에도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2.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7.0을 사용

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경로모형은 <Fig. 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요 적합도 지수는 GFI = 0.939,

AGFI = 0.907, CFI = 0.987, RMR = 0.063, RMSEA =

0.050, χ
2
= 77.620(df = 51, p = .010), Normed χ

2
= 1.522

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에 제시된 회귀계

수의 통계적 유의성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긍정적 감정에 대한 브랜드 지식의 영향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관련된 지식이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Fig. 2>와 같이 소비자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전문성은 글로벌 패션 브랜

드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γ = 0.366,

t = 2.551, p = .011),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또한, 글로

Table 2. Average variance extracted and the square

of the correlation estimates

Expertise Familiarity
Positive

Affect

Expertise .744
a

Familiarity .745
b

.736

Positive Affect .376 .361 .772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s) for each construct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th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between the two constr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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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친숙함도 긍정적 감정에 유의

한 영향을 주어(γ = 0.289, t = 2.022, p = .043), 가설 1-2

역시 채택되었다.

2) 브랜드 선택 확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영향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관련된 긍정적 감정이 브랜드

선택 확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Fig. 2>와 같

이 소비자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브랜드 선택 확신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가설 1-3은 채

택되었다(β = 0.556, t = 8.775, p<.001). 이상의 결과는 한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긍정적 감정을 일으키

고, 일단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형성되면 패션 상

품 구매 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이름에 근거한 구매 선

택에 대하여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Park and

Lessig(1981), Zajonc(1980)의 전통적인 연구들과 Slovic

et al.(200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해외 거주 경험의 조절 효과

일년 이상의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REG)과 해

외 거주 경험이 없는 집단(NREG)을 대상으로 주요 잠

재변수들의 평균치의 집단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잠

재변수별 측정변수의 측정치를 평균하여 복합점수를

만든 후 두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진행하였는데, 브랜드

지식의 하위 변수인 전문성과 친숙함, 긍정적 감정의

평균은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이 해외 거주 경험

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브랜드

선택 확신은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다시 말해,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경

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더 많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더 친숙

하게 느끼며, 또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하여 더 긍

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브랜드에 근거한 선택에 따른 확

신 수준은 해외 거주 경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

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과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Fig. 2>의 구

조모형에서 각 주요 경로 간 다중 집단 비교를 진행하

였다.

주요 경로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각 집단

별로 측정변수의 수렴타당도를 검사하였다(Yi & La,

2004). 신뢰도 검정 결과,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해외 거

주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모든 잠재변수에서 0.853

이상,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0.915 이상으

로 만족스러운 수치를 보였다. 이후 metric invariance

test를 수행한 결과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완전

제약모형(full metric invariance model)과 비제약모형

(nonrestricted model)간의 카이 제곱값의 차이가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나(χ
2

d(8) = 11.363 < χ
2

.05(8) = 15.51) 각

측정변수가 REG, NREG 두 집단에서 동일한 부분을

측정함이 확인되었다(Yi & La, 2004).

다중 집단 비교를 통해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반

적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GFI = 0.884, AGFI = 0.823,

CFI = 0.964, RMR = 0.091, RMSEA = 0.055, χ
2
= 166.033

Fig. 2. Results of SEM analysis.

Table 3. Group Comparison of the means of construct variables

Group
Global Fashion Brand Knowledge

Positive Affect
Brand Choice

ConfidenceExpertise Familiarity

Overseas Residence

Experience Group

(N=107)

Mean

(SD)

5.41

( .98)

5.61

(1.02)

3.22

( .88)

4.01

(1.50)

Non-Overseas Residence

Experience Group

(N=100)

Mean

(SD)

4.26

(1.42)

4.30

(1.45)

2.71

( .95)

3.66

(1.70)

t-test t −6.82*** −7.54*** −3.98***
a

−1.57

***p<.001

a: The equality of the variances of the two groups was not significant for the positive affect. T-value for equality of means reported 

that equal variances were not assumed. For expertise, familiarity, and brand choice confidence, equal variances were ass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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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 102, p<.001), Normed χ
2
= 1.628로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Hair et al., 2010). 해외 거주 경험

이 있는 집단의 결과는 <Fig. 3>, 해외 거주 경험이 없

는 집단의 결과는 <Fig. 4>에 제시되었다. 두 집단 모

두에서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전문성과 친숙함에서 긍정적 감정으로 가는 각각의

경로와 긍정적 감정에서 브랜드 선택 확신으로 가는 경

로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확인이 되었다. 전문성에서 긍

정적 감정으로 가는 경로의 경우, 해외 거주 경험이 있

는 집단에서 경로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해

외 거주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해당 경로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REG = 0.896, t = 3.284, p = .001;

NREG = 0.078, t = 0.509, p = .611). 해당 경로의 제약모

형과 비제약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를 통하여 두 집

단 간 영향력 차이가 존재함도 확인하였다(χ
2

d(1) = 9.29

> χ
2

.05(1) = 3.84). 반대로, 친숙함에서 긍정적 감정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오히려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집단에

서 경로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해외 거주 경험

이 있는 집단에서는 그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REG = −0.461, t = −1.782, p = .075; NREG = 0.672,

t = 4.175, p<.001). 해당 경로의 집단 간 차이도 확인되었

다(χ
2

d(1) = 10.47 > χ
2

.05(1) = 3.84). 한편, 긍정적 감정에

서 브랜드 선택 확신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두 집단에서

그 경로의 영향력이 모두 유의했으나, 그 크기는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더 컸으며(REG = 0.422, t =

4.433, p<.001; NREG = 0.665, t = 7.806, p<.001), 해당

경로의 제약모형과 비제약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를

통하여 두 집단 간 영향력 차이가 존재함도 확인하였

다(χ
2

d(1) = 4.775 > χ
2

.05(1) = 3.84).

이상의 결과에서 브랜드 선택과 관련된 소비자의 의

사 결정 과정에서 해외 거주 경험이 조절 효과를 나타

낼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이 검증되었는데(가설 2-1,

2-2, 2-3 채택),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소

비자 브랜드 지식 중 친숙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

며 브랜드에 대한 감정에 근거하여 자신의 선택을 확

신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

대로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브

랜드 지식 중 친숙함에 의지하지 않고 전문성에 근거

해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감정에 대해 의존하

는 경향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 전문성에서 브랜드 선택 확

신으로 가는 직접적 경로와 친숙함에서 브랜드 선택 확

신으로 가는 직접적 경로를 포함한 추가적인 분석을 진

행하였는데, 전문성에서 브랜드 선택 확신으로 가는 경

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REG = 0.021,

t = 0.077, p= .939; NREG = −0.074, t = −0.481, p= .631).

친숙함에서 브랜드 선택 확신으로 가는 경로 역시 두 집

단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REG = 0.182, t = 0.732,

p = .464; NREG = −0.067, t = −0.359, p = .720). 이상의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간명하고 적절한 것으로

Table 4. Metric invariance test

Structure Model Chi-Square (χ
2
) df χ

2
 / df RMSEA NFI CFI

Nonrestricted Model 137.752 82 1.680 .058 .923 .967

Full Metric Invariance 149.115
a

90 1.657 .057 .917 .965

a: Full Metric invariance is supported [χ
2

d(8) = 1.363 < χ
2

.05(8) = 15.51]

Group: overseas residence experience (REG = 107 / NREG = 100)

Fig. 4. Results for the group without overseas resi-

dence experience.

Fig. 3. Results for the group with overseas residenc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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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브랜드 선택 확신에 미치는 브랜드 지식

과 감정의 영향에서 해외 거주 경험의 조절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하여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각 변

수 간 관계에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사이의 집단 비교를 진행하였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패션 브랜드 지식의 하위 차원인 전문

성과 친숙함이 감정과 브랜드 선택에 따른 확신에 미

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는데, 전문성과 친숙함은 긍정

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감정은 이후 브랜드

선택 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지식은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고, 브랜드

지식은 긍정적 감정을 통하여 글로벌 패션 브랜드 선

택에 대한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둘째, 글로벌 패션 브랜드 지식과 감정에서 브랜드

선택 확신에 이르는 경로에서 해외 거주 경험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소비자

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지식의 하위 차원인 전문성과

친숙함 중에서 전문성에만 근거하여 긍정적 감정을 형

성하고, 그에 따라 브랜드 선택에 대해 확신하게 됨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전문성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으며, 단지 글로

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친숙함에 근거하여 긍정적 감

정을 형성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한편, 긍정적 감정

이 브랜드 선택 확신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 거주 경험

이 없는 소비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기억에 근거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외 거주 경험의 유무에 따라 글로벌 패션 브랜

드에 대한 선택 확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사 결정 경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는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선택의 과정에서 감정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인

지적 요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경

우 브랜드에 대한 주관적 친숙함이 브랜드 선택 과정

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또한 의사 결정 과

정에서 감정을 바탕으로 한 휴리스틱에 대한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외에서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관련한 소비 경험 자체가 의사 결정자의 ‘체계적 처리

에 대한 인지적 능력과 강한 동기’(Chaiken et al., 1989)

의 조건이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체계적 처리에 대한 동기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주

목한 바 있다(Chaiken et al., 1989; Drolet et al., 2009;

Stanovich & West, 2002).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지

는 것처럼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국내에

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평가할 때 대체로 자신이 해

외 거주 경험을 통해 획득한 현지 소비 상황에 대한 전

문적 지식이나 국내에서 수집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다. Alba and Hutchinson(1987)은 소비자 전문성이 주

어진 자극 정보의 특징을 파악할 때 기준의 중요성, 적

절성, 사실의 일관성에 있어서의 상대적 차이에 주목

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

동일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

르면,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국내외 불일치 지각

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결과, 해외 거주 경험이 있

는 소비자들은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에 비

하여 국내에서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가격대가 해외

에서보다 비싸고, 한정된 상품 구색만 보여주며, 국내

에서는 원래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 = −3.57, p<.001).

이러한 판단 대상에 대한 경험의 불일치는 소비자

의사 결정의 이중 처리 과정에서 체계적 처리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결과

는 Chaiken et al.(1989)의 체계적 처리 동기에 관한 연

구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실증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

인된 바를 바탕으로 해외 거주 경험이 체계적 의사 결

정의 동기가 되는 배경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기억과 연상에 근거하여 글

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경험과 주관적 지식을 평가

하였는데, 글로벌 패션 브랜드라는 포괄적인 범주에

대한 응답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응답 상황에

서는 응답자의 경험에 대한 기억과 지식의 인출을 위

한 단서로서 개인적으로 접촉 빈도가 많고 자신이 이

상적으로 선호하는 브랜드 범주 혹은 특정 브랜드가

각 설문 문항의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고 보여진다(Alba & Hutchinson, 1987). 즉, 전문성과

친숙함, 브랜드 감정과 관련된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응답 상황에서 연상된 브랜드 단서에

따라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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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해외 거주 경험을 가진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그들이 국내 패션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세

분 시장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을 때, 마케터들이 국내

에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전개할 경우, 해외 거주 경험

이 있는 소비자들이 브랜드 선택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덜 감정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마케팅 플

랫폼을 유지할 것을 주장한 Keller(2008)의 논의처럼

가격대, 상품 구색, 분위기 등 구체적인 구성을 해외의

경우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은 해외 거주 경험

자들이 국내에서 자신의 선택을 더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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