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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nies have recently become interested in the importance of long-term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because business-based marketing ideas of the past have evolved into long-term relationship-based market-

ing.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customers to a company is not a simple method to form a market of

consumers and provider; it is now understood as an important factor directly connected to the survival of a

company. This study is to help Korean fashion brands in China build an efficient strategy for sales promo-

tion and loyal customer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familiarity with Korean fashion brands on sa-

tisfaction and brand loyalty in a rapidly growing Chinese fashion market. An online questionnaire covering

Korean fashion brands in China was completed by 377 Chinese male and female customers aged 20 to 39

years old from March 20 to March 27, 2014. Data analysis was performed b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

lysis using SPSS 20.0 and AMOS. Both direct experiences and indirect experiences influenced brand fam-

iliarity. It showed that brand familiarity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and an indirect effect through satis-

faction on brand loyalty.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present Chinese fashion market requires that loy-

alty builds and that brand loyalty increases by creating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customers when fam-

iliarity about the brand is induced.

Key words: Brand familiarity, Satisfaction, Brand loyalty, Indirect experiences, Direct experiences; 브랜

드 친숙성, 만족, 브랜드 충성도, 간접 체험, 직접 체험

I. 서 론

중국은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급

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소비자들은

글로벌 경제와 세계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생활과 취

향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2001년에 중국이 WTO

에 가입한 후부터 중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방되기 시

작하였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해 세계

박람회 등이 개최되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중국은 세계 1위 인구와 소득 증가에 따른 구매

력 증가 등에 힘입어 세계의 소비대국으로 부상했으며,

2015년 기준 중국의 소비재 시장규모는 10조 5,000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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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로 세계 2위이며, 향후 1인당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2020년 14조 4,000억 달러 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이다(Lee, 2016). 또한 14억이 넘는 인구로 거대한 내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선진국의 대기업들이 진출을 가

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1992년 한 ·중 수교 이래 중국과의 교류를 활

발히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더욱이 한류 열풍은 중국인에게 많은 문

화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한국 상품이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Oh & Lee, 2010).

2000년대 들어서 많은 한국 패션브랜드들이 중국 시장

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는데, 한국의 무형문화에 대한

선호가 한국 패션상품의 선호로 이어지고 있으며(Yang,

2010), 최근 제2의 한류 전성기를 맞이하여 국가적인 측

면에서도 한국 문화와 한국 패션브랜드의 진출을 적극

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패션의류에 대한 젊은 층의 소비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 이후 20대 젊은 층

들은 자국브랜드보다는 글로벌 브랜드를 더욱 선호하

고 있으며 의류,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등의 최신 패션

을 모방하기를 좋아하고 예술과 문화 등에서도 개방적

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젊은 층들은 전 세계적

으로 TV 및 인터넷을 통해서 패션과 브랜드에 익숙한

소비자로 패션시장의 중요한 목표소비자로 간주되고 있

다(Hong & Liu, 2009). 더욱이 중국의 소비자들은 한국

의 드라마를 비롯한 대중문화와 오락을 통해서 간접적

으로 한국의 패션상품에 노출되고, 한국 관광을 다녀가

거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패션브랜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한국 패션브랜드에 대한 친숙성이 높아지고

있다.

Alba and Hutchinson(1987)은 브랜드 친숙성을 소비자

의 제품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 수준을 반영

하는 연속적인 변인이라고 하였는데, Baker et al.(1986)

에 의하면,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친숙성은 브랜드의 선

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패션브

랜드의 중국 시장진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패션브랜드에

대한 친숙성 분석이 필수적일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객과의 관계형성에서 친숙

성은 관계강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Gre-

mler et al.(2001)은 친숙성이 관계마케팅에서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친숙성은 고객이 대상 기

업에 갖는 신뢰에 긍정적 강화요인이며, 이는 다시 소

비자 행동 중 하나인 구전(word-of-mouth)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Park and Stoel(2005)은 의류구매

에 있어 브랜드 친숙성과 브랜드 체험, 브랜드의 정보

에 대한 연구에서 소비자의 의류구매를 강화시키는 요

인으로 브랜드 친숙성과 체험, 정보가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

되는 현실에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패션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친숙성에 대한 연구가 더

욱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대부분의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산업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전략이 신규고객 창출 중

심에서 기존의 충성고객을 유지하는 중심으로 변화하

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을 위하여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현상이 아닌

기존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

와의 관계향상이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성과유지에 매

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브랜

드에 대한 체험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Hwang & Choi,

2010), 브랜드 체험은 브랜드 만족을 매개하여 브랜드 충

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Lee et

al., 2012).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패션브랜드는 중국에서의 새

로운 시장개척과 함께 기존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친숙성과 만족,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는 한국 패션업

체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와 같은 변수들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브랜드 친숙성을 조사하고 브랜드

친숙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 간접적인 체험과 브랜드 친

숙성, 만족, 브랜드 충성도 등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

는지를 밝혀 한국 패션기업의 충성고객 확보와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브랜드 친숙성

Alba and Hutchinson(1987)은 브랜드 친숙성을 개인이

특정 상표에 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친밀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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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경험이 얼마나 있는지의 여부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경험이란 선택이나 구매, 또는 제품사용 등의 상황에서

광고에 대한 노출이나, 정보탐색 정도, 판매원과의 접촉

정도 등을 의미한다. 즉, 경험과 지식의 누적 정도가 많

을수록 소비자는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선택한 브

랜드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믿음과 호의를 가지는 것이다.

Park and Lessig(1981)은 상품친숙성을 측정하는 두

가지 접근, 즉 개인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객관적 친숙성과 개인이 특정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나타내는 주관적

친숙성을 통해서 측정법을 제시하였고, 실험결과 주관

적 친숙성이 더 유용하다고 결론 내렸다.

Park and Stoel(2005)도 브랜드 친숙성을 소비자에 의

해 생기는 브랜드와 관련된 직 ·간접적 경험의 수라고

정의하였다. 즉,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미디어 광고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브랜드 경험과 점포에서의 브랜드

에 대한 노출, 그리고 브랜드의 사용 또는 구매를 통한

브랜드 친숙성이 중요한 내적 정보로서 브랜드의 친숙

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온

라인에서 의복을 쇼핑할 때 브랜드 친숙성이 높은 경우

브랜드 친숙성이 낮은 소비자보다 위험지각이 낮았고

구매의도가 높은 편임을 밝혔다. Park and Lee(2009)도

친숙성이 인터넷 쇼핑몰 자체 의류상표 구매의도 및 구

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전문몰

과 종합몰 모두에서 친숙성은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표의 지속적인 노출을

통하여 친숙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Yoon(1996)은 의복브랜드의 친숙성에 대한 개념은 브

랜드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과 브랜드에 대한 간접 및

직접 경험으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인 구조임을 제시하고

친숙한 브랜드에 대해 선호도가 높고 구매 시 자신감이

높다고 하였다. Seo and Hwang(2009)도 공익마케팅을

전개하는 패션브랜드에 관한 정보나 광고 등을 접할 기

회가 많을수록, 또는 매장을 둘러볼 기회가 많을수록 소

비자는 그 기업에 대해 신뢰를 하고 구매의도와 추천의

도가 높아짐을 밝히고 있어 상표친숙성이 신뢰와 구매

및 추천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wang et al.(2003)은 기존 의류상표에 대한 태도가 확

장된 의류상표에 대한 태도에 상표친숙성이 조정변수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상표친숙성이 높을 때

확장된 상표에 대한 태도에 기존상표에 대한 태도의 영

향이 크므로 상표확장을 위해서는 상표친숙성을 강화하

는 전략을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친숙성은 상품이나

상표에 관한 직 ·간접 경험을 통한 지식과 관계가 있음

이 밝혀졌으며, 구조는 다차원과 단차원이 제기되었으

나 전반적으로 단차원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

고와 매장, 구매와 사용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브랜드 친

숙성은 상표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낮추고 선호도와 구

매의도, 구전의도 및 상표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중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2. 브랜드 체험과 친숙성

현시대의 고객들은 기능적 특징과 편익, 제품의 품질,

그리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당연시하며 그 이상

의 것을 기대한다. 그들은 자신의 감각에 호소하고 가

슴에 와 닿으며, 자신의 정신을 자극하는 제품, 커뮤니케

이션과 마케팅을 원한다. 또한 고객은 관련성을 느낄 수

있고,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제품 및 커뮤니케이션과 캠

페인을 원한다(Schmitt, 1999/2002). 그리하여 기업은 더

이상 소비자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만이 아닌 감

성적 소비자로 간주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총체적인

체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Lee(2003)는 마케팅에서 경험

은 체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며, 경험은 어

떤 대상을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관찰, 참여, 접촉하는

것으로 이때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 혹은 그 습득과정, 관

련되는 대상과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

태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브랜드에 대한 접촉방법에

따라 직접적 접촉과 미디어나 구전에 의한 간접적 접촉

으로 분류하였으며, 접촉시점에 따라 경험의 유형을 구

매 이전과 구매 이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Park and Sto-

el(2005)도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미디어 광고에 노출되

는 것과 같은 브랜드 체험과 점포에서의 브랜드에 대한

노출, 그리고 브랜드의 사용 또는 구매를 통하여 브랜드

친숙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

여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친숙성에 관련된 브랜드 체험

을 경로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통한 간접 체험과 매장에

서의 구매와 사용에 관련된 직접 체험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광고는 명시된 광고주가 특정 타깃시장이나 청중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

득하고자 하는 유료의 비인적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Ko et al., 2012).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여

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대체로 광고에 대한 관

점은 마케팅적 관점과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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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현재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하여 통합 마

케팅 커뮤니케이션(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

nication)이라 하며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Sch-

mitt(1999/2002)는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길

은 바람직한 고객체험을 제공하여 브랜드 충성도를 얻

는 데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기술, 커뮤니케이

션, 그리고 오락적 요소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Baker et al.(1986)은 브랜드 친숙성은 브랜드 식별을

증가시키고, 환기상표군에 포함될 가능성을 증가시키

며, 또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유발시키며, 구

매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광

고를 통한 브랜드명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확대시켜 상표친숙성도 증

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체험 외에도 개인의 브랜드

친숙성 즉, 어떤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지식은 그것을

매장에서 체험하거나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 봄으로써

습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Jeong and Yu(2014)의 연

구에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대한 직접적이며 다차원

적 체험이 브랜드 친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간접적인 체험으로서 음악을 이용한 광

고메시지 전달은 소비자에게 브랜드 친숙성을 높이고

제품정보에 대한 회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Lee et al., 2015).

Huh and Park(2010)는 매장에서의 감각적 체험에 대

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긍정적 감정반응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장과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호의

적인 태도로 연결되므로 구매의도도 증가한다고 하였

다. Ko and Rhee(2008)은 의류브랜드 체험을 관계적 체

험과 개별적 체험으로 구분하고 이들은 상호의존, 사랑

과 열정, 파트너의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통하여 브랜

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

브랜드 친숙성은 자극단서의 기억 회상과는 상관없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친숙한 브랜드의 반복 구매

한 체험을 통하여 형성된 브랜드 충성도는 정보가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 브랜드를 평가하기 위한 단순한 상품

특성에 대한 지식을 벗어나 강한 브랜드 선호와 반복 구

매특성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Kent & Allen, 1994). 친

숙성이 증가하게 되면 제품에 대한 정보처리활동을 감

소시키는 반면에 제품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향

상시키고 의사결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한다(Per-

kins & Reyna, 1990). 그러므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은 브랜드 친숙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구매의도와 브랜드 충성도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3. 만족

소비자 만족은 선택된 제품뿐만 아니라 구매경험 그

자체, 판매원, 혹은 소매점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

는 것으로 제품의 반복 구매,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호

의적 구전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비

자 만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기대불일치

모형과 공평성 이론을 들 수 있다.

Oliver(1980)에 의해 제기된 기대불일치 모형은 만족/

불만족을 설명하는 데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형으로 구매 전 제품성과에 대한 기대와 지각된 제품

성과 간의 차이에 대한 평가로 만족과 불만족을 설명하

는 모델이다. 공평성 이론은 개인은 자신의 투입에 비한

결과와 비교 대상의 투입에 비한 결과를 비교하여 자신

의 비율이 비교 대상의 비율보다 클수록 만족하게 된다

는 것이다(Lee et al., 2015).

Oliver(1980)는 기대와 불일치 그리고 만족과 태도 및

재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객만족이 구매 후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태도는 계속해서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고객의 만족 정도가 재구매의도를 증가

시킨다는 것으로 고객만족이 재구매의도나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구매 후 만족감을 경험하면 반복 구매를 가져와 고객

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Fornell(1992)은 고객만족은 충성

도를 반영하고 가격탄력성을 줄인다고 하였다. 현재 소

비자들을 경쟁사로부터 고립시키고 미래의 거래비용(tr-

ansaction-cost)을 줄이며 실패비용과 신규고객을 유인하

는 비용을 줄여 기업에게 더 증가된 명성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러나 Bitner(1990)는 만족한 고객도 빈번히 브

랜드나 점포에 대한 전환행위를 하며 만족하지 않은 고

객도 반복 구매행동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주장하였다. 실

제 고객만족이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

하는 실증연구가 있는 반면 고객만족이 반드시 고객애

호도(충성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의복과 관련하여 Swan and Combs(1976)의 연구는 의

류제품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이중구조차원의 연구로

의류제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만족 ·불만족은 서

로 다른 차원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의류상품을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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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과와 표현적 성과의 측면에서 만족도를 측정한 결

과 만족과 불만족이 서로 다른 차원임을 밝혔는데, 이때

도구적 성과는 의복불만족과 관련되었고 표현적 성과

는 의복만족과 관련되었다. 만족 ·불만족은 하나의 차원

에서 좋지 않은 성과가 다른 차원에서의 좋은 성과에

의해 중재되는 상호보완적 형태와는 관련 없다고 밝히

면서 이중구조론을 지지하였다(Cho, 2003; Lee, 2003).

Hwang and Choi(2010)의 연구에서 브랜드에 대한 감각,

감성, 인지, 행동적 경험들이 브랜드 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류제품에 있어서 브랜

드 경험은 브랜드 만족을 매개로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et al., 2012).

또한 Kang and Park(2003)의 연구에서 의류점포의 서

비스 품질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브랜드 충성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브랜드 충성도를 통한 고객유지 및 향상 전략이다.

브랜드 충성도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는 Jacoby and Kyner

(1973)에 의해서 제시되었는데, 그들은 ‘여러 상표대안들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편향된 구매행동’으로서 브랜드 충성도를 정의하였다.

Mowen(1995)은 브랜드 충성도를 브랜드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와 그것에 대한 집착, 미래의 지속적인 구매

의도를 가지는 정도로서 정의를 내렸다. Jones and Earl

Sasser(1995)는 브랜드 충성도란 소비자가 특성브랜드

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앞으로도 반복적인 구매

를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하였다. 그는 고객의 브랜드 충

성도를 장기적 충성도와 단기적 충성도로 나누어 설명

하였는데 장기적 충성도는 고객의 장기적 구매로서 그

들의 선택을 쉽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며, 이에 비하여

단기적 충성도는 보다 나은 선택대안이 있을 때 마음을

빨리 바꾸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또한 Assael(2004)

은 브랜드 충성도란 제품의 사용 후 결과가 만족스러울

때 강화되어 특정 브랜드에 개입되는 것으로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반복 구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Chaudhuri and Holbrook(2001)은 브랜드 충성도란

독특한 가치를 지닌 브랜드에 대해 몰입하고 이 브랜드

를 반복 구매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태도적 충성

도와 행위적 충성도 개념을 결합하여 다차원적으로 충

성도를 이해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브랜드 충성도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태

도와 행동으로 나뉘어 정의되었다가 두 차원을 같이 고

려한 복합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태도적 정의는 상표에

대해 선호하는 태도만으로 정의를 한 것이고, 행동적 정

의는 실제 구매행동에서 특정 상표의 구매비율, 구매의

연속성, 구매기간, 구매빈도 등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

러한 태도적 정의와 행동적 정의는 각각 소비자의 내재

적인 성향만을 중시하거나 표출된 행동만을 다루는 문

제점이 있어서 태도와 행동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Aaker(1991)는 브랜드 자산화 과정에서의 충성도의 역

할을 논의하였고 특히 브랜드 충성도가 마케팅 비용의 감

소, 많은 고객의 확보, 보다 큰 거래우위(trade leverage) 등

과 같은 특정한 마케팅의 이점을 이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덧붙여 Dick and Basu(1994)는 우호적인 구전, 경

쟁자의 전략에 대한 충성스런 고객의 저항과 같은 여타

다른 마케팅 관련 이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브랜드는 높은 수준의 반복 구매를 갖는

경향이 있으며(Ehrenberg et al., 1990), 브랜드 충성도는

시장점유율과 상대가격과 같은 브랜드 자산의 측면에 각

각 영향을 미친다(Chaudhuri & Holbrook, 2001).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Park and Lee(2008)

의 연구에 의하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경우보다 브랜

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 높은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충성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중요 요인임을 밝혔다. Lee et al.(2012)

은 SPA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제품이 품질, 가격, 판매원

의 태도에 대한 인지적 경험과 브랜드의 공간적 환경,

인적 요소, 판촉, 시각적 ·언어적 아이덴티티를 경험하면

서 느끼는 감성적 경험이 브랜드 만족을 매개로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인지적/감성적

경험은 브랜드 충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

혔다. 또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 경험을 통한 브랜드 동일

시는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Jeong & Yu, 2014) 신규고객 창출과 기존고객 유

지를 위해 브랜드 구매경험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가설과 연구모형

중국 소비자의 한국 패션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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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브랜드 친숙성이 만족, 브

랜드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

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실증적 연구를 위한 가설과 연

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브랜드 체험은 브랜드 친숙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브랜드 친숙성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 브랜드 친숙성은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브랜드 친숙성은 만족을 매개하여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체험을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

으로 분류하여 브랜드 친숙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 브랜드 친숙성이 만족과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

향과, 브랜드 친숙성이 만족을 매개하여 브랜드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Fig. 1>과 같이 연구모형

을 설정하였다.

2. 측정도구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사용

된 설문을 참고하여 브랜드 체험, 브랜드 친숙성, 만족,

브랜드 충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구

통계변수와 기타 친숙한 한국 의류브랜드의 개수와 구

매기간, 구매한 벌수를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지

는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연구자가 중국어로 번역

하였으며, 중국어 번역본을 두 언어에 능통한 다른 사

람에게 의뢰하여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결과를 원

문과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패션브

랜드 중에서 인지도가 높은 10개의 한국 패션브랜드를

제시하고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를 선

택한 후 그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브랜드 친

숙성은 Alba and Hutchinson(198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선정하여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

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패션브랜드에 대한 친숙성이 어

떤 경로로 형성되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Yoon(1996)

의 연구를 참고하여 광고를 통한 간접 체험과 구매와 사

용을 통한 직접 체험의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만족과 브

랜드 충성도는 Yi and La(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기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예비조사는 2014년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대전에 있

는 중국 유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설문지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

고 일부 문항을 교체하여 최종문항을 확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중국에 거주

하고 있는 459명의 20, 30대 남 ·여를 대상으로 인터넷

상에서 진행되었다. 총 459부의 배부된 설문지 중 설문

응답이 부실하거나 회수되지 못한 82부를 제외한 377부

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

자가 33.4%, 여자는 66.6%로서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는 20~29세가 54.6%, 31~39세가 45.4%로

나타났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0.8%, 대학 재학 3.2%,

대학교 졸업 84.1%, 석사 10.9%, 박사 1.1%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를 보면 기타는 한명만 나오고 기혼은 31.8%

였으며, 미혼은 67.9%의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

직이 67.4%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24.4%, 학생 2.9%,

생산직 3.4%, 판매서비스직 0.5%, 기타 1.3%로 나타났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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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월소득 정도는 3,000위안 미만이 5.8%이고, 3,000

~6,000위안 미만 39.0%, 6,000~9,000위안 미만 33.7%,

9,000~12,000위안 미만 11.9%, 12,000~15,000위안 미만

7.4%, 15,000위안 이상은 2.1%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북경 19.9%, 상해 44.8%, 정주 7.7%, 성도 13.3%, 기타

44.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 의복구입비는 200위

안 미만 1.6%, 200~400위안 미만 10.9%, 400~600위안

미만 23.9%, 600~800위안 미만 27.1%, 800~1,000위안

미만이 21.8%, 1,000위안 이상 14.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은 SPSS/Win(20.0)과 AMOS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친숙성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고 브랜드 친숙성이 만족과 브랜드 충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AMOS로 경로분

석을 실시하였다. 중국 20, 30대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과 패션브랜드 친숙성 각 항목에 대하여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중국 20, 30대들에게 한국 패션브랜드의 인지도를 알

아보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10개의 한국 패션브랜드를

제시하고 가장 잘 아는 브랜드 1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E-land는 전체 응답자 중 160명(42.4%)이 응답하여 인

지도가 가장 높은 한국 패션브랜드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Tennie Weenie(27.9%), The Basic House(13.3%),

Thursday lsland(4.2%), BEAN POLE(3.7%), EXR(3.2%),

FILA(2.9%), Besti Belli(0.8%), On&On(0.8%), K2(0.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친숙한 한국 패션브랜드 개수는 2개 133명(35.3%),

3개 98명(26.0%), 4개 이상 82명(21.8%), 1개 61명(15.9%),

전혀 없다 3명(0.8%) 순으로 나타났다. 2~4개 이상이 전

체의 83.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소

비자들은 하나의 상표에 대하여 친숙한 것이 아니라 여

러 개의 브랜드에 대하여 친숙성을 가지고 있었다. 친숙

한 브랜드를 올해 몇 벌 구매했는가의 질문에 전혀 없다

2명(0.5%), 1~2벌 77명(20.4%), 3~4벌 139명(36.9%), 5~

6벌 88명(23.3%), 7벌 이상 71명(18.8%)으로 나타났으며,

3~6벌의 구매가 총 60.2%를 차지했다.

경로분석에 앞서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하여 SPSS 20을 사용하여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브랜드

체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브랜드 체험은 매체의 광고

를 통한 간접 체험과 구매와 사용을 통한 직접 체험 2개

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접 체험은 총분산의 37.18%, 직

접 체험은 20.96%를 설명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여 검

증하였다. 신뢰도 측정결과 Cronbach's α값은 간접 체험

이 .568, 직접 체험이 .676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문

항수가 적은 점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에 앞서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 브랜드 친숙성, 만족, 그리고 브

랜드 충성도의 측정모형을 살펴보기 위해 AMOS를 사

용하여 각 잠재요인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간접 체험요인에서 판별타당도에 문제가 있다

고 판단되는 한 문항이 제거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χ
2
값이

504.259(d.f=225, p=.000)로 나타났으며, RMR=.028로 나

Table 1.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experiences

Factor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Indirect

experiences

Through TV and radio advertisements .840

2.231
37.178

(37.178)
.676Through newspaper and magazine advertisements .795

Through catalog advertisements .664

Direct

experiences

By buying and wearing the apparel of the brand .803

1.258
20.961

(58.131)
.568

By seeing the apparel of the brand worn by family, friends, and

acquaintances or by hearing about the brand
.705

By seeing the apparel of the brand displayed in a department

store or other retail space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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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지만, GFI는 .888로 다

소 낮은 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다른 적합지수인 증분

적합지수(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를 평가

하는 지수)를 살펴보면, 우선 1 이상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CFI값은 .895로 적합도가 만족할만

한 수준이라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형적합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RMSEA

역시 .057로 본 연구의 모형은 수렴가능하다고 할 수 있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모형의 GFI와 AGFI값은 일반적

으로 권장하는 값보다는 약간 낮지만 모형의 구조적 통

합성을 고려할 때 수용가능한 정도라고 판단된다. 또한

각 변인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직접 경

험을 제외하고 .60 이상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판

단되었다. 각 요인의 개념신뢰도(CR)는 모두 .70 이상으

로 내적일관성이 있으며 분산추출지수(AVE)는 직접 경

험요인 .45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이 .50 이상의 기준치

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

2.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브랜드에 대한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이 한국 패션브

랜드 친숙성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 친숙성이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AMOS를 이용

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²=28.087(d.f=4, p=

.000), CFI=.962, GFI=.972, AGFI= .895, RMR=.022, NFI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value Cronbach's α AVE CR

Indirect

experiences

Through TV and radio advertisements .776 -
.700 .53 .70

Through newspaper and magazine advertisements .695 06.419***

Direct

experiences

By buying and wearing the apparel of the brand .635 -

.568 .45 .70

By seeing the apparel of the brand worn by family, friends,

and acquaintances or by hearing about the brand
.523 07.205***

By seeing the apparel of the brand displayed in a depart-

ment store or other retail space
.515 07.128***

Brand

familiarity

I know the brand. .536 -

.862 .53 .90

I know the general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brand. .566 08.476***

I know the general quality of the brand. .607 08.870***

I know the general price range of the apparel of the brand. .598 08.788***

I know that the brand matches my style. .504 07.815***

I know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brand. .596 08.770***

I know the status symbol of the brand. .594 08.748***

I know the fashion characteristics of the brand. .590 08.713***

I know the AS offered by the brand. .543 08.246***

I know which people are customers of the brand. .608 08.882***

I know the image of the brand. .669 09.415***

I know the ads of the brand. .625 09.038***

Satisfaction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brand. .638 -

.641 .67 .86It was a good decision to buy the apparel of the brand. .633 10.110***

It was a satisfying experience to use the brand. .605 09.758***

Brand

loyalty

I intend to repurchase the apparel of this brand. .689 -

.707 .68 .86I will buy the apparel of this brand in the future. .729 12.133***

I would like to recommend this brand to others. .632 10.741***

χ²=504.259 (d.f=225), p=.000, RMR=.028, GFI=.888, AGFI=.862, CFI=.89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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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로 나타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 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친숙성에 미치는 영향

직접 체험으로서의 구매와 사용, 간접 체험으로서의

광고가 브랜드 친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 2>와 같이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이 브랜드 친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으며, 간접 체험(경로계

수: .244)보다는 직접 체험(경로계수: .430)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Kasper(1988)는 컬러 TV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브

랜드에 대한 다양한 미디어 광고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브랜드 경험과 점포에서의 브랜드에 대한 노출, 그리고

브랜드의 사용 또는 구매를 통한 브랜드 친숙성이 중요

한 내적 정보로서 브랜드 친숙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

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Jeong and Yu(2014)의 연구에서 매장인테리어에 대

한 감각, 이벤트 참여,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경험이 브

랜드 친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Park and Stoel(2005)도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미디

어 광고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브랜드 경험과 점포에서

의 브랜드에 대한 노출, 그리고 브랜드의 사용 또는 구

매를 통하여 친숙성이 높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하였다.

2) 브랜드 친숙성이 만족과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브랜드 친숙성

은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경로

계수 값은 .572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브랜드 친숙성이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브

랜드 친숙성은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293으로 .001% 수

준에서 유의하여 브랜드 친숙성이 브랜드 충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가설 3

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Park and

Lee(2008)의 연구결과와 브랜드 중요성 및 브랜드 지각

정도와 브랜드 충성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한

Kim(199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U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CR

Indirect experience → Brand familiarity .244 .115 05.464***

Direct experiences → Brand familiarity .430 .334 09.640***

Brand familiarity → Satisfaction .572 .578 13.534***

Brand familiarity → Brand loyalty .293 .353 07.060***

Satisfaction → Brand loyalty .543 .647 13.077***

χ²=28.470 (d.f=4), p=.000, CFI=.961, GFI=.972, AGFI=.894, RMR=.022, NFI=.956

***p<.001

Fig. 2.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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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 친숙성이 만족을 매개하여 브랜드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친숙성이 만족을 매개하여 충성도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브랜드 친숙성을 독립변수로 하

고 충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Amos 18을 이용하여 연

구모형에 따라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

<Table 4>에 제시되었다. 만족에서 브랜드 충성도에 이

르는 경로는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543으로 .001% 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만족이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4는 지

지되었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브랜드 친숙성은 충성

도에 대하여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293)와 고객

만족을 매개로 하여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

접 효과(.310)로 효과가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간접 효과가 직접 효과보다

약간 높았다. 컬러 TV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족은 브

랜드 충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Kasper, 1988),

Lee et al.(1999)는 호텔에 대한 연구에서 고객만족이 높

을수록 고객의 애호도가 높여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Kuh(1996)는 의료서비스에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을 도입

하여 전반적인 만족도가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침을 밝혀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브랜드친숙성과 충

성도를 강화하는 요인변수로 고객만족을 확인하였는데

패션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PA 브랜드에 대한

인지적 경험과 감성적 경험이 브랜드 만족을 매개로 브

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인지적/감

성적 경험은 브랜드 충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밝힌 Lee et al.(2012)의 연구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국 20, 30대 소비자들의 한국 패션

브랜드 친숙성을 알아보고 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친숙

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브랜드 친숙성이 만

족과 브랜드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였다.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접 체험과 광고를 통

한 간접 체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브랜드 친숙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친숙성은 만

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

드 친숙성은 브랜드 충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와 만족을 매개하여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간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직

접 및 간접 체험으로부터 브랜드 친숙성, 만족, 브랜드

충성도에 이르는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브랜드 체험은 브랜드 친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체험이 광고를 통한 간

접 체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숙

한 브랜드는 소비자가 제품구매 시 친숙하지 않은 브랜

드에 비해 회상을 더 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매출 창출

에 중요한 요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한

국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 패션상품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Yang,

2010)와 본 연구결과를 관련지어 볼 때, TV 드라마와 연

예인을 통한 한국 패션상품의 노출은 브랜드 친숙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패션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므로 한국 패

션기업이 중국 시장을 목표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소비자들에게 간접 체험인 광고뿐만 아니라 매장체험 및

가족, 친구, 동료 등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통합적

커뮤니케이션과 광고와 직접 체험을 연결시킬 수 있도

록 SNS를 연계시키는 마케팅 전략으로 한국 브랜드에 대

한 친숙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

째, 브랜드 친숙성은 만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으로도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의 친숙성 형성 경로에서 밝혀졌듯이 브랜드 친숙성은

직 ·간접적으로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

로 기업에서는 경쟁브랜드보다 소비자의 브랜드 친숙성

을 높이기 위해 간접 경험으로서 광고와 직접 체험으로

서 구매와 사용체험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

략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브랜드 친숙성은 소비자

만족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소

Table 4. Direct and indirect effects

Path Effect

Direct effect Brand familiarity → Brand loyalty .293

Indirect effect Brand familiarity → Satisfaction → Brand loyalty .310 (.5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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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지속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 만족/불만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개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의 20, 30대 소비자 집

단에 한정하여 연구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시장의 확

장을 위하여 또 다른 지역의 20, 30대 소비자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케팅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SNS 등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므

로 통합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요인과 매장의 체험

에 관련된 변수를 투입하여 친숙성과의 관계에 대한 심

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브랜드 친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의 범

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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