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3 –

20대 이란 여성 소비자의 한류 상품 구매의사결정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뷰티 제품과 패션 제품을 중심으로-

신은정
†
·이소영·김은경·고애란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An Exploratory Study on Hallyu Product Purchase Decision Making Process

of Iranian Women in their 20s

-Based on Beauty Products and Fashion Products-

Eun Jung Shin
†

· So Yeong Lee · Eun Kyung Kim · Ae-Ran Koh

Dept. of Clothing & Textiles, Yonsei University

Received August 9, 2018; Revised December 3, 2018; Accepted January 5, 2019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Iranian women in their twenties who purchased

Hallyu beauty and fashion products. We conducted ten in-depth interviews of Hallyu enthusiasts who prev-

iously purchased Hallyu products. Interviewees were recruited using a snowball sampling technique based

on nonprobability sampling.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the 1:1 in-depth interview format for one hour of

each interview from April 11, 2017, to May 14, 2017,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recorded

with consent. Our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ption behaviors of the women used seven steps

of the purchase decision-making process. This study used interviews to analyze the following questions.

Research Question 1. What is the decision process for Iranian women's consumer products purchase? Res-

earch Question 2.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each stage of Iranian women's consumer de-

cision-making process? Data collection in this study was limited to participants in their twenties; however,

this research will be helpful for future Hallyu and Iranian consumer analysis. A follow-up study should exa-

mine the purchasing decisions of women in additional age groups in order to generalize the results.

Key words: Hallyu, Iran, Product purchase decision-making process; 한류, 이란, 구매의사결정과정

I. 서 론

최근 한류의 주역인 한국의 유명 아이돌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음악 잡지인『롤링스톤』의 ‘꼭 알아야 할 10명

의 아티스트’ 명단에 올랐고(Suh, 2017), 한국 가수 최초

로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전문가들

은 그들의 경제적 가치가 1조 원을 넘는다고 분석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외교적 영향력까지 따져본다

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무형의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였다(Sohn, 2018).

소비 자본주의 시대의 문화는 고부가가치, 정보화, 지

식 생산, 그리고 취향의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망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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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을 한다(Kim, 2010). 이런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매체이다(Kim, 2014). 따라서 한류는 이제 단

순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인기라고만 할 수 없다. 드라

마나 K-POP의 문화적 트렌드뿐만이 아닌,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의 복합체이며 문화 콘텐츠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이다(O. Park, 2017). 그러므로 한류

는 대한민국의 문화이자 주요 산업의 일부분이 되었다.

특히 요즘의 한류는 문화뿐 아니라 상품과도 접목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Espinoza(2017)에 의하면 한류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은

‘한국 상품’ 구매로 이어져 한국 제품 소비가 유행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한류 콘텐츠의 수출 증가와 함께 한류의

영향으로 화장품, 의류, 전자 제품 등 한국 상품의 수출

도 증가하였다. 특히, 화장품과 의류 제품은 드라마 출연

자나 가수들의 모습을 보고 구매하고자 하는 한류 팬들

이 증가하면서 큰 수출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한류 콘

텐츠를 통해 접한 한국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직

접 방문하는 방문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류를 통

한 한국 의류와 화장품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고, 의류와

화장품을 같이 판매하는 ‘스타일 난다’의 화장품 라인을

프랑스 대표적 화장품 브랜드인 로레알 그룹이 500억대

에 매입하기로 하였다(Park, 2018). 이처럼 한류는 문화

산업 발전과 연관 산업 수출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

중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보복과 미국 트럼프의 폐쇄

정권으로 인해 한류의 상승세가 주춤하였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한류의 근원지로 중동이 있다. 중동의

본격적인 한류는 2007년 <주몽>, <커피프린스 1호점>,

<겨울연가> 등 한국 드라마가 아랍 국가의 안방을 점령

하면서 시작되었다(Espinoza, 2017). 2008년에는 <대장

금>이 방영되어 중동 국가에서 큰 이슈를 일으켰고, 이

를 계기로 드라마 한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무엇보다 우

리와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은 이슬람권 국가인 이란에

서 <대장금> 시청률이 약 90%라는 것은 이란 현지 방

송국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매우 인상 깊은

사건으로 전해졌다. <대장금>이란 한 편의 드라마로 아

시아의 한류가 중동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 K-POP 중심의 한류를 음식, 패션, 한글

등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Koo, 2014).

이러한 이란의 한류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면, 한국 사

극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이란의 문화 심리적 정서와 유

사하고, 이러한 유사점에 공감하여 이란에서의 한국의

드라마와 K-POP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졌다. 또 이를 통

해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고, 한국어를 배

우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며 학술적 교류에 관한 관심

도 높아지고 있다(Seo, 2014). 특히 한국 드라마는 사회

적 제약이 많은 이란의 젊은 세대에게 미지의 세상과 소

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 드

라마의 높은 인기로 인해 현지 내 한국 드라마 번역과

수용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J. D. Kim, 2016).

이란은 한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이지만, 이란

에서의 한류에 대한 연구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한류 초기 단계에 해당하였던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란의 전통과 종

교, 통용되는 미(美)의 기준, 색감 등의 문화적 가치가 기

존의 한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타 지역과 다른 점을 이

해하고, 그들의 소비 기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한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며, 이란에서의 한류

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

동안 진행되어왔던 ‘중동 한류’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주로 관광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의 관광 이미지나 국가 이미지 및 국가 호감도, 방

문 의도 같은 변수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Cheon, 2017;

Kang, 2012; Lee et al., 2016; O. Park, 2017; Yoon et al.,

2017).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전무한 실

정이므로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한류 상품’ 구

매가 소비자의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하여 한류 상품

에 대한 구매의사결정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심층적 연

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개인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되는데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 등이 영

향을 미치게 된다(Mowen & Minor, 1997). 따라서 본 연

구는 이란 한류 연구분야의 확장을 위한 기초 연구로,

심층 면접을 통하여 초기 한류 단계에 해당하는 이란의

20대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류 상품 구매의사결

정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여 이란 소비자의

구매 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란

소비자의 한류 상품 구매의사결정과정 경험을 총체적으

로 살펴봄으로 소비자의 니즈(needs) 및 행동을 파악하

고, 의복 쇼핑 전, 당시, 후 시점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측

면과 심리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류 상품 소비

자의 구매 행동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

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동 언론에 대해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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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 온 기존 한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학문적 측

면, 마케팅 측면에서 다각도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류

‘한류’라는 용어는 1999년 중국의『북경청년보』에서

“한국의 유행이 밀려온다”는 뜻으로 처음 언급되어 널

리 사용되고 있다(Kang, 2012).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

류는 방송 드라마와 음악에서 아이돌 가수들의 K-POP,

영화에서의 주인공들이 현지 영화 제작에 출연하는 등

한류 열풍이 해외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기 시작하며

최근에는 싸이의 인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절정에 치

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류의 현상은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가깝게는 일본부터 시작하여 중국,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되어 넓게는 유럽, 남미, 미주 지역까지 확

산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확산되고 지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

미지 관리 및 시장 현황에 따른 한류 관리를 유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KOFICE(2009)는 한류

의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Table 1). 1기(1997~

2000년대 초)는 드라마, 음악을 중심으로 중국, 대만, 베

트남에서 한류가 생겨났으며, 한류 콘텐츠가 해외 소비

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시기다. 2기(2000년

대 초~2000년대 중반)는 한류 심화기로, 드라마 전성기

이면서도 한류 분야가 영화, 온라인 게임 등으로 확산되

어 디지털 한류가 탄생했다. 한류 지역도 중국, 일본, 대

만, 동남아시아로 확대되었다. 3기(2000년대 중반 이후)

에는 중국, 일본 등에서 혐한류와 반한류 분위기가 나타

났으나, 중앙아시아 등에서는 한류가 붐을 일으켜 도입

기,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초기에는 한류보다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인기를 끌며, 호기심에서 시작되었고, 일정

시기가 경과되면서 한류라는 용어와 문화가 새롭게 태

어나게 되어 한류 심화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이란 한류 및 이란 뷰티, 패션 시장 특성

이란에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한류가 유

입되었으며, 현재 한국 콘텐츠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드라마 <주몽>은 80%, <대장금>은 90%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KOFICE, 2016). 한국의 사

극들이 이란의 국민 드라마가 된 이유는 권선징악, 영웅

주의 등과 같은 한국의 유교사상들이 이란의 문화 심리

적 정서와 유사하고, 전통성이 이슬람 이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Koo, 2014). 또한 한국 사극에서 여자들이 외

출 시 쓰는 얼굴 가리개의 형태가 이란에서의 히잡과 비

슷하고 남존여비 사상에서 동질감을 많이 느낌으로써

큰 흥행을 일으킨 것(Kim, 2014)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드라마를 기점으로 이란에서는 한국의 드라마와 K-POP

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졌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 브

랜드 이미지가 개선되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증

가하였으며 학술적 교류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Seo, 2014).

이렇듯 이란 국영 TV 내 한국 사극 드라마 인기 요인

은 온 가족이 모여 시청하기에 부담 없는 줄거리와 다양

한 볼거리로 분석되고 있다(Kim, 2014; Koo, 2014). 이슬

람 국가인 이란은 술과 도박이 금지되어 있고 유흥 문화

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사막 지역의 특성상 사람들이 외

부 활동보다는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며, 집안에서 가족

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특히

한국 드라마는 사회적 제약이 많은 이란의 젊은 세대에

게 미지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높은 인기로 인해 현지 내

한국 드라마 번역과 수용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Table 1. Development process of Hallyu

Category The first Hallyu The second Hallyu The third Hallyu

Keyword Hallyu creation Hallyu strengthen Hallyu diversification

Period 1997-early 2000s Early 2000s-mid 2000s Late 2000s

Main area Drama, music Drama, music, movie, game
Drama, music, movie, game, animation,

character, food, korean alphabet (Hangeul)

Main country China, Taiwan, Vietnam China, Japan, Taiwan, ASEAN
China, Japan, Taiwan, ASEAN,

Middle East, Africa, USA

From KOFICE (2009).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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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D. Kim, 2016). 최근 이란과 한국의 다양한 사업과 분

야에 대한 정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양국의 기업

간에도 진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한 수

익은 약 5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다(Seo, 2016).

그동안 이란의 한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관광 측면에

서 분석한 연구와 한류 현상과 중동 언론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Kang(2012)은 중동 한류 관심층

의 방한 유치 증대를 위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방한객

이 급증한 것은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과

의 경제협력 확대와 한국 드라마와 K-POP 관심층이 확

대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한

류 마니아층의 유치 증대를 위해서는 한류 이벤트 참가

와 연계한 중동 여성 전용 한류 방한 상품 개발 판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Lee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이란에 대한 현황 및 지리적, 종교적, 역사적 상황에 대

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여행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한국 방

문의 주요 요인, 무슬림 우호(종교) 시설의 중요성, 종교

활동 및 한류 태도를 검증을 통해 이란인 관광객의 한

국 유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동에서의 한류 현상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에

서는 한류 요인이 관광객 유치 및 확대, 관광 상품 소비,

국가 이미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공

통적이다. 따라서 한류 드라마 이후 한국에 대한 선호도

와 관심도가 높아지며 관광, 유학, 상품 구매 증가로 이

어지고 있다고 하였다(Kim, 2014; Koo, 2014; O. Park,

2017).

중동 언론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서는 중동의 문화적

근접성과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5개국 언론에서 성공 원

인으로 평가되었다(Oh, 2014; Seo, 2014). 따라서 뉴 미디

어와 스마트 환경을 활용한 한류 관광 정보 및 한국 문화

관광 매력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한류 동호회나 한국

클럽 결성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 주재 공

관 및 한국 관련 기관이나 기업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Oh, 2014; Seo, 2014).

이란 뷰티, 패션 시장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이

란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중동 국가 중 2위이며 2020년

에는 시장 규모가 약 4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J. Y. Park, 2017).

로이터(Reuters) 통신(as cited in Moon, 2017)에 따르

면 이란은 한여름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사

막 지역이므로 땀과 햇빛에 의한 손상을 줄이기 위한 화

장품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한다. 특히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하얗고 매끈한 피부를 선호하므로 미백과 수

분 공급 등 기능성 피부 관리 제품에 많은 소비를 한다.

2017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이란 화장품

시장 동향 자료(as cited in J. Y. Park, 2017)에 따르면 특

히 최근 이란의 여성들의 경우 색조 메이크업 제품 시장

이 가파르게 성장 중이며, 노화 방지 등 특정 기능을 강

화한 기능성 제품을 중심으로 화장품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히잡을 해야 하

지만, 얼굴은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란의 패션 시장은 히잡, 아바야 등 보수적인 이슬람

전통 복식에 대한 선입견으로 작고 제한적이었다(KO-

CCA, 2017).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과 개방화 운동으로

인해 이란의 패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2017년 Euro-

monitor International(as cited in O. Park, 2017)에 따르

면 이란의 패션 시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46%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구매력이 높

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이란에

진출하며, 최근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통한 구매율

이 성장하고 있어,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류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류 매체에 등장하는

화장법과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J. Y. Park,

2017).

3. 한류 상품 구매의사결정과정

소비자가 구매와 소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

러 유형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이는 개인의 내적 욕

구나 동기를 충족하기 위하여 상황적 제약과 마케팅 활

동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해결안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

문에 의사결정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Blackwell et al.(2001)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의 모델은

욕구 인식, 탐색, 구매 전 대안 평가, 구매, 소비, 구매 후

평가, 구매 후 행동의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Engel-

Blackwell-Miniard(EBM) 모델은 소비자 행동을 분리된

행동이 아닌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정보가 투

입되고 투입된 정보에 대해 소비자가 정보를 거쳐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

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으로 나누어 설명한다(Lee et al., 2010).

한류 상품 구매의사결정에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 한류 상품 구매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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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된 부분은 한류에 대한 선호와 인지가 한류 상품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Lee, 2006; Lee & Bai, 2009; Wu

& Yu, 2015; Yang, 2010)이 대부분이며, 구체적인 구매

의사결정과정과 각 과정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Lee and Bai(2009)의『일본 팬의 관광 이미지에 대한

한류의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K-POP 스타

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한국 방문과 인식 변화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영화, 드라마, 음악에 나타나는

유명인의 영향이 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나타낸다. 그리고 기억과 감정 또한 관광 의사결정과

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대중문화가 정서적

표현을 제공함에 따라 대중문화에 의해 형성된 관광지

의 표상과 이미지는 사람들의 여행 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Park and Fei(2012)의『20대 중국 여성들의 패션 라이

프스타일에 따른 의복 구매 행동과 한류 및 한류 패션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

에 따라 개성 추구, 심미성 추구, 브랜드 추구 및 경제

성 추구 4개 집단으로 나누었고, 심미/브랜드 추구 집단

은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가 높았고, 경제/개성 추구

집단은 기혼의 사무직과 판매 서비스 종사자로 구성되

어 있는 집단으로 한국과 한류,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

및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 모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하며 가격에 민

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6)는『중국에서의 한류가 한국의 국가이미지

와 재구매 의사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결과로 한류 접

촉 후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었고, 구매 의사

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한류가 한국의 국

가 이미지와 제품 평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나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

는 불완전한 원산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 원인

은 중국 소비자들이 제품을 평가하는 대안으로 원산지

외의 외적 단서에 더 의존하거나 애국주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Yu et al.(2014)의 연구에서 한국 문화나 정서를 담

고 있는 콘텐츠의 소비자는 일반 한국 상품 구매에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애니메이션이나 만

화, 게임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한 콘텐츠의 소비자

는 한류 콘텐츠의 소비와 일반 한국 상품 구매와의 상

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and Ahn(2012)의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가 한

류 콘텐츠 종류에 따라 한국 화장품과 의류의 구매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화장품 구매 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한류 콘텐츠는 드라마, K-POP, 영화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에서 드라마 선호가 미친 영향력이 가

장 높았으며 K-POP, 영화 순으로 분석되었다. 의류 구매

의도에 있어서는 드라마와 K-POP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드라마가 K-POP보다 다소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장품과 의류

수출과 더불어 미용 ·성형 관광에 있어서도 드라마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드라마를 통해 한국

배우의 아름다운 외모와 멋진 스타일을 닮고자 하는 것

이 한류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소비에 있어서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기존의 이란 소비자에 관한 연구는 관광 위주로 이루

어져 왔다. 그리고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류 초기

부흥 국가인 이란인 소비자의 한류 상품 구매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란인 소비자에 관한 연

구는 거의 전무하므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정량적 조사보다는 이란인 소비자에 대해 깊이 있게 조

사하는 정성 조사가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리라 판

단하였다. 탐색적 연구의 특징은 탐구현상의 본질에 관

한 의미와 구조를 심층적으로 밝혀낼 수 있고, 탐구현상

에 관한 귀납적, 맥락 중심적, 과정 중심적, 총체적 접근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연구성과는 현상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실무의 문제 해결이나 전략 개발에 일조할 수 있다(Kim,

2017).

본 연구는 이란인 한류 상품 소비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구매의사결정을 하고, 구매의사결정과정의 주된

경험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경험의 양상이 달

라지는지를 알아보고 이란인 한류 상품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과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정의하는 한류란 한국 의류, 음식, 화장품, 관광

상품 등 한국 문화 콘텐츠 상품에 의해 한국과 관련하여

파생된 일련의 소비재 전반을 포괄한다고 정의하였고

(O. Park, 2017), 한류 상품은 한류를 통해 파생되는 문

화 상품 즉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무형의



한국의류학회지 Vol. 43 No. 1, 2019

– 38 –

재화와 서비스의 복합체(Seo, 2014)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류 상품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7단계에 대한 하위차원에 대하여 밝혀내기 위해서, 탐색

적 연구방법(exploratory research method)의 하나인 심층

면접(depth interview)법을 이용하여 정성적 연구를 진행

하였다.

심층 면접법은 정성적(qualitative) 조사방법의 하나로,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면접자가 묻고 피면접자는 질문

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 의견, 사실 등을 이야

기하는 방법이다. 탐구대상을 연구참여자로 인식하고 그

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연구하는 내부자적 관점을 가

지며(Creswell, 1998), 개인적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 등을 포함하는 일상

적 맥락 속에서 탐구대상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

용하는가를 밝혀낼 수 있다(Mason, 2002).

이러한 방법은 전반적인 구성이 설문지법 등에 비해

비교적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심층 면접의 진행에

앞서 수집될 정보에 대한 주제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면접의 순서와 내용을 담은 면접 지침이 작성되지만,

면접 상황에 따라 질문의 내용과 순서, 표현 등을 자유

롭게 변화시키면서 면접을 진행한다. 심층 면접법은 응

답자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겉으로 드러

나는 행동의 원인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탐색적 조사로서 가치 있는 정보를 얻

을 수 있다(Rhee & Chung, 2010).

따라서 이 연구방법은 발견지향(discovery oriented)의

목적을 가지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Hill

et al., 1997), 20대 이란 여성 소비자가 경험하는 한류 상

품 구매 기제와 구매 상황 전반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

을 탐색적으로 파악해내고, 그 결과로서의 구매 행동과

구매 후 행동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이란 여성 소비자의 한류 상품 구매의사

결정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이란 여성 소비자의 한류 상품 구매의사

결정과정의 각 단계별 특성과 의미는 어

떠한가?

2. 연구참여자

심층 면접의 연구참여자는 본인의 구매의사결정과정

에 대해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 이상 한류 상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고, 10개

이상의 한류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한국 유학 중

이거나 이란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인을 대상으로 한정

하였다. 또한 한류 제품의 주요 소비층인 20대로 연령

대를 한정하여 수집하였다. 한류 상품이란 한국 브랜드

상품과 한류 관련 굿즈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한류 상품의 범위는 KOFICE(2017)가 한류 콘텐츠 만족

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소비자의 약 59.7%가 한국

의 뷰티와 패션 제품에 관심이 있다고 한 것을 토대로 패

션 제품과 뷰티 제품으로 한정하였다. 심층 면접 참여자

는 연구자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후, 스노우볼 샘

플링(snowball sampling)을 통해 수집하였다. 최종적으

로 총 10명의 연구참여자가 선정되었으며 연구참여자

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3. 자료의 수집

심층 면접은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반 구조화된 질

문지를 바탕으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유학 중인 이란 유학생은 한국어로 진

행되었고, 필요할 경우 영어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이란

에 거주 중인 이란인의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인터뷰 대

상자도 있어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하여 스카이프(skype)

를 이용해 영상통화를 하며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영어

답변은 전사 후 번역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반 구조화

된 면접은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일련의 구조화되고 조

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게 면접 대상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면접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12). 면접의

진행 상황과 맥락에 따라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조정하

여 연구참여자가 편안한 상황에서 면접에 응할 수 있도

록 했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면접의 내용과 진행 방식, 면접 내용의 활용,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면접의 내용은 코딩(coding)과 분류

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대

화의 내용을 녹음하였고, 면접은 2017년 4월 11일부터

2017년 5월 14일까지 실시되었고, 면접 진행 시간은 60

~8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심층 면접

본 연구의 구체적인 심층 면접의 질문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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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 활

동의 유무, 월평균 패션 제품 구입비, 월평균 패션 제품

구매 횟수, 월평균 쇼핑 시간 등을 질문지에 직접 기재

하도록 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라이프스타일과 패

션 및 트렌드에 대한 관심도, 패션 정보 탐색 빈도, 패션

정보 탐색 방법 및 매체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셋째,

한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한류 상품 구매 장소,

시기, 빈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한

류 상품 구매 시 일련의 과정과 연구대상자의 생각 및

의견 등을 질문하여 연구대상자의 한류 상품 구매 행동

에 대해 파악하였다. 특히 구매행동과정에서 느끼는 감

정이나 자신만의 특별한 행동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

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개별적인 쇼핑 경험에 대해 최

대한 자세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내용이 부

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하여 세부적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 어려

움을 겪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거나 타 연구대상

자의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기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왔다. 심층 면접의 내용분석을 위하여 녹취한 면접 내

용을 반복적으로 청취하여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

인 전사작업(transcription)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신뢰성

을 위하여 연구자 스스로 전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반

복 청취 중 추가적인 내용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구대상

자에게 내용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수정, 보완하는 과정

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대

상자의 공통되는 특성을 분류 및 비교하고 범주화(cate-

gorization)하였으며, 범주화의 단위는 문단(paragraph)으

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연

구참여자의 중요한 기술 내용과 현장의 상황에 대한 연

구자의 해석을 포함한 현장 메모를 작성하여 분석에 활

용하였다.

5.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

utrality) 등 Lincoln and Guba(1985)가 제시한 질적 연구

를 평가하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는 연

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재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에 초

점을 둔다.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면접 중 참여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적인 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수집

하고자 하였으며, 전사한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

한 경우에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Table 2.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se Age
Marital

status
Residence Education level Occupation

Monthly

perchasing rate
Favorite brand

A 29 Single Seoul Master's degree Student 10-20%
Innisfree, Nature Republic,

Mixxo, SPAO

B 27 Single Seoul Master's degree Student 30-40%
Innisfree, Nature Republic,

Park Land, Gentle Monster

C 28 Single Seoul Master's degree Student 10-20%
Nature Republic, Skin Food,

SPAO, TOP 10, Mixxo

D 29 Single Tehran Bachelor's degree Marketing manager 40-50%
Etude House, Innisfree,

Nature Republic, KYE

E 27 Single Tehran Bachelor's degree Translator 20-30%
Etude House, Missha,

Gentle Monster

F 22 Single Tehran Bachelor's degree Student 10-20%

Missha, Innisfree, Faceshop,

Nature Republic, Idol goods,

Korean traditional product

G 26 Single Seoul Bachelor's degree Student 10-20% Innisfree, Missha, Mixxo

H 24 Single Seoul Bachelor's degree Student 20-30%

Laneige, Innisfree, Mamonde,

Torimori, Stylenanda Shopen,

8Seconds, Giordano, Mixxo

I 23 Single Seoul Bachelor's degree Student 10-20% Nature Republic, Innisfree, PeriPera

J 23 Single Seoul Bachelor's degree Student 40-50% Skin Food, Arit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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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점검(member check)’(Merriam, 1998) 과정을 거

쳤다. 둘째, 양적 연구의 신뢰도와 유사한 개념인 일관성

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의류학 석/박사 과정생 3인

과 함께 분석결과와 수집된 자료를 비교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수차례 분석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는 ‘동료 검증(peer debriefin-

ing)’(Kim, 2012)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은 양

적 연구의 객관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과정과 결과에

편견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incoln and

Guba(1985)는 진실성, 적합성, 일관성이 확보될 때 중립

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참여자 점검, 일관성 검증, 동료 검증 절

차를 통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구매의사결정과정

한류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이란 여성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을 EBM 모델(Blackwell et al., 2001)에 따

라 7단계로 구분하여 수집된 면접 내용을 분석하였다.

면접을 위해 사용한 질문은 연구대상자의 개별적인 쇼

핑 경험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한류 상품 구매 시 일련의 과정

과 EBM 모델(Blackwell et al., 2001)의 각 단계를 행하

고 있는지 단계별로 질문하였고, 각 단계별 연구대상자

의 생각 및 의견 등을 질문하여 연구대상자의 한류 상

품 구매 행동에 대해 파악하였다. 또한 각 단계별 특징

과 느끼는 감정, 특별한 행동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

였다.

1) 문제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미디어의 영향’, ‘한류 스타에 대한

관심’, ‘한국인 스타일에 대한 동경’,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와 같은 동기로 인해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인식함

으로써 최종적인 구매 행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미디어의 영향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한류

드라마를 통한 관심, 한국 스타를 통한 관심, 한국 문화

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고, 그로 인해 한류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구

매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미

디어는 대부분 TV였고, 유튜브(YouTube)와 같은 동영

상 미디어나 영화 등에서도 유명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

품이나 특정 상황에서 사용된 한류 상품을 구매한 경험

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일반 소비 상품이 아닌 한류 상

품의 특성상 한류 콘텐츠에 대한 노출과 경험, 한류 노

출 매체 또는 한류 상품 노출 경로에의 접근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와 문화적으로 차

이가 많은 이슬람권 국가인 이란에서 한류를 통해 문화

심리적 정서의 유사함을 경험한 후, 한류 수용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이 흥미로웠다. Kim and Ahn

(2012)의 연구에서는 한류 상품 구매 의도에 있어 드라

마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드라마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서는 드라마 외의 동영상 미디어와 영화의 영향력도 드

라마와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디어의 종류보다는 유명인이 착용하고 있

는 모습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옛날에 ‘여인의 향기’라는 드라마 보면서 삼성 갤럭시 S2가

나왔어요. 그거 보면서 그 핸드폰이 엄청 갖고 싶어서 열심히 돈

을 모아서 결국 샀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핸드폰 벨

소리까지 똑같이 다운받아서 썼어요.” (A)

“포스터를 이란에서 많이 샀어요. 제가 송일국 팬이어서, 송일

국! 그때 주몽이 나와서 그래서 그때 포스터를 엄청 많이 사고 제

일 많이 사는 게 사실 포스터예요. 쉽게 살 수 있어요. 포스터를

엄청 많이 샀고, 그리고 앨범을 하나 사서 다양한 사진을 뽑아서

넣었어요. 그래서 사진이 제일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G)

“요즘에 한국 드라마 보고 많이 사잖아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

는 상품들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

고, 제품을 보면 나도 착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그때 ‘닥터스’에서 박신혜가 썼던 립스틱을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한국 제품 립스틱 색깔을 많이 검색해 보는 것 같

아요.“ (G)

“제가 유튜브에서 한별, 헤이즈 그리고 또 신디, 포니 같은 유

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영상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화

장 같이 준비해요’ 같은 영상들 있잖아요. 영상들을 보면서 그렇

게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I)

(2) 한류 스타에 대한 관심

한류 스타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한류 스타 굿즈 모으

기, 한류 관련 동호회 가입, 한국어 배우기 동호회 가입,

대학 전공을 한국어 선택,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

등의 다양한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

리고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한류에 대한 관심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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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스타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한류 상품에 대한 관심

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한류에 대한 관

심으로 한류 상품에 대한 호감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Han et al., 2011; Lee, 2006; Lee & Bai, 2009;

Wu & Yu, 2015; Yang et al., 2010). 따라서 연구참여자

들은 한류 스타에 대한 관심을 통해 관련 제품을 구매하

기도 하고, 한류 스타를 통해 알게 된 한국 제품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한류 스타를 통해 알게 된 제품

을 구매하거나 착용했을 때, 다양한 감정 경험을 하고 있

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 스타의 제품을 소유

했다는 점과 선호하는 한류 스타와 같은 제품을 착용/사

용한다는 점에서 만족감과 한류 스타와의 동질감 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란 남자들은 수염도 있고 완전 남성스러운데, 갑자기 그 드

라마에서 장근석이 예쁘고 옷도 그렇게 입어서 신기해서 빠졌어

요. 피부도 여자보다 더 좋아 보여서 신기했어요.” (A)

“모자? 자기가 좋아하는 밴드 모자. 왜냐하면 여자들이 히잡을

쓰잖아요. 요즘 이란에서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래서 거의 다

하나씩은 있는 거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 엑소 팬이 엄청 많은데,

친구들이 거의 다 한 명씩 엑소 모자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밴드

마다 아이템이 다를 것 같아요.” (G)

“화장품 광고에서 어떤 좋아하는 가수나 아이돌이 나오면 그

거를 따라 하고 사고...” (H)

(3) 한국인 스타일에 대한 동경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들의 외모와 스타일에 대한 특

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인

들은 패션에 있어 앞서가며 스타일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피부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의 화장법과 화장품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

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한국인의 화

장법을 따라 했을 때 한국인들처럼 좋은 피부를 가지거

나 세련된 화장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

다.

“이란에서 한국 요즘 정말 유명해요. 한국 제품 정말 인기 있

고 한국 제품에 관심도 많고, 한국 사람들 좋은 피부 비밀이 뭔지,

한국 화장품 쓰면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고 한국 사람처럼

피부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E)

“조금 간단하고 귀여워 보이는 옷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옷들

이 완전 예뻐요. 한 번 이런 옷들 입어 보고 싶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G)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TV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옷차림에 신

경 쓰고, 패셔니스타처럼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H)

(4)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제품이란 이유, ‘Made in Korea’

란 이유 그 자체만으로 해당 제품의 포장이나 스타일이

예쁘고, 세련되었으며 품질이 좋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

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제품을 신뢰하여 구매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때 ‘Made in Korea’란 신뢰가 구

매로 이어지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원산지 효과

라고 볼 수 있다. 원산지 효과란 특정 국가의 제품 및 사

람들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beliefs)

및 태도(attitudes)라고 정의한다(Kotler, 1994). 최근 원

산지 효과와 한류와의 관계 연구를 통한 선행연구에 의

해 다양한 나라에서 원산지 효과와 한류와의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는데(Cho et al., 2017; Oh, 2016), 본 연구

의 대상자인 이란 한류 소비자에게도 유의미한 변인으

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제품은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그래서 사람들

이 막 사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E)

“한류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 스타일, 한국 제품이기 때

문이죠. 특히 이란의 10대들은 단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마구 사요. 한국 뷰티 제품이랑 화장품은 특히 제품 품질이 너무

좋아서...” (F)

“전체적으로 이란 사람들이 한국 스타일 예쁘다고 생각해요.”

(K)

2) 정보 탐색

이란 한류는 한류 초기 도입 단계인 시기적 특성으로

제한된 노출 경로를 갖는 한류 상품 즉 패션, 뷰티 제품

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정보 탐색 행동이 수반되

고 있었다. 이란은 모바일 사용률이 78%이며 또한 사막

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사람들이 주로 실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뉴 미디어와 스마트 환경을 활

용한 SNS 활동이 활발하다고 하였는데(KOCCA, 2017),

본 연구참여자들도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포함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 유튜브 및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활발한 외

적 탐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탐색 및 활용에

있어 능숙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구

매하기 전, ‘정보 탐색’ 단계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제품 관련 정보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

들의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SNS에 대한 친숙성

이 높을수록 정보 탐색을 활발하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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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소비자의 정보 탐색 과정은 구매에 대한 불확

실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

다. 정보원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 욕구를 만족시키

기 위해 탐색하는 것으로 정보원의 역할은 정보를 전달

하고 확신시키는 데 있다(Marton, 1979). 연구참여자가

활용하는 정보원은 크게 매체 정보원과 경험 정보원, 인

적 정보원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서울과 테헤란에 거주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모두 매체 정보원을 많이 활용하

고 있었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다양한 한류 상품을

접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경험 정보원을 많이 활

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테헤란에 거주하고 있어 한

류 상품을 쉽게 접하는 것이 어려울수록 인적 정보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매체 정보원 활용

매체 정보원은 패션 기업의 상품 기획 시에 활용하는

정보원인 인쇄 매체, 정보 통신 매체 등과, 소비자가 의사

결정 시에 활용하는 정보원인 마케터 주도적 정보원, 인

적 정보원, 중립적 정보원 등으로 분류한다(Kim & Choi,

2009). 연구참여자들은 SNS 정보원 활용도가 특히 높았

다.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Telegram),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KakaoStory) 등 다양한 SNS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대한 선호도

가 아주 높았고, 이들은 회사 및 브랜드의 SNS 계정과

좋아하는 연예인의 SNS 계정 등을 활용해 한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한국 패션에 대해 알려주는 예스 스타일 페이지 팔로우해요.”

(E)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나 패션 브랜드 팔로우해서 정보를

받고, 할인 정보나 쿠폰도 받아서 사용해요.” (G)

(2) 경험 정보원 활용

경험 정보원은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상품 의존을 요

구하거나 구매 전에 상품을 시험해보는 것과 같은 것이

다(Andreasen, 1968). 연구참여자들은 동일 브랜드의 과

거 구매 경험 또는 다른 한류 상품을 구매한 과거 경험

을 참고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저것 다 테스트해보고 사용해봤더니 좋아하는 브랜드가

생겼고 나한테 맞는 걸 찾을 수 있었어요.” (B)

(3) 인적 정보원 활용

인적 정보원은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이라고도 하며

소비자 주변의 가족, 친구와 같은 준거 및 소속 집단 등

이 있다(Ahn et al., 2010).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구매하

기 전, 한류 상품 판매자나 유튜버, 블로거, 친구, 직장

동료, 자신이 아는 한국인 심지어는 처음 만난 한국인

으로부터 얻은 제품과 관련된 조언이 구매 단계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아주머니가 인스타그램에 연예인이 썼던 안경이나 액세

사리 같은 걸 많이 올려요. 연예인이 착용한 사진이랑 같이. 화장

품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요. 이란 가격이랑 색깔이랑 다 적혀있어

요. 그러면 아줌마한테 연락해서 구해달라고 하면 구해줘요.” (A)

“연예인이 입은 뷰티 제품, 패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제품을 봤을 때 관심이 가고 사고 싶어요.” (D)

“친구나 직장동료들이랑 관련 제품 정보를 서로 많이 공유해

요.” (E)

“사실 한국 사람들을 이란에서 보면 사람들이 피부가 왜 이렇

게 좋아요? 제일 처음 먼저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제품들도 아! 이걸 쓰

면 피부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해요.” (G)

3) 대안 평가

연구참여자와의 심층 면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이 생각하는 대안 평가의 기준은 ‘심미성’, ‘품질’, ‘이란

인 신체적 특성 고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1) 심미성

연구참여자들은 심미성과 관련된 제품 속성을 고려하

였는데 패션 제품의 경우, 디자인, 색상, 소재, 전체적인

스타일을 고려하였다. 뷰티 제품의 경우는 제품 포장이

나 용기의 심미성을 고려하여 대안을 평가하고, 그 중에

서 자신에게 최고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을

결정하였다.

“한국은 옷 예쁜 거 너무 많아요. 가격도 다양하고 싸고 예쁜

것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원피스는 이란 체형 고려해도 편하

게 입을 수 있어서 많이 사요. 아니면 오버사이즈 옷은 상관없으

니까.” (C)

“이란에서는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 에뛰드하우스

용기가 너무 귀여워요. 친구들이 다 좋아해요. 이란에서는 구하기

도 힘들고 세 배는 비싸서 한국에서 살 수 있을 때 여러 개 사요.

친구 거까지. 너무 귀여워요 진짜.” (F)

(2) 품질

연구참여자들은 제품의 품질을 고려하여 대안들 중 최

선의 것을 선택한다고 답변했다. 그들은 한국 제품의 품

질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해외 브랜드의 제품

을 쓰고 있었거나 사용해본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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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본 후, 그에 대신하여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

았다. 또 처음 사용해보는 경우에도, 품질이 좋다는 인식

이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오니까 사람들이 피부가 다 엄청 좋고 관리를 많이 하더

라구요. 그래서 저도 처음 사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니스프리 크

림 정말 좋아해요. 저번에 이란 갈 때 엄마한테 홍삼으로 만든 한

국 크림 사다 줬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실제로 엄마랑 저랑 다 피

부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A)

“이란에서는 유럽 브랜드를 많이 썼었어요. 가끔 미국 브랜드

나 한국 제품이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품질이 좋다고 생각해서

써본 이후로는 이니스프리, 스킨푸드 이런 것만 써요.” (B)

“한국 제품은 품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용기도 귀엽고 여

자들이 좋아할 수 있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더욱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D)

(3) 이란인 신체적 특성 고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보다 서구적인 이란인의 체형

을 고려하여 패션 제품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뷰티

제품 선택 시에도 한국 제품이 이란 제품이 아니기 때문

에 품질이 좋고 유명한 제품인 것을 알고 있더라도 자신

들과 잘 맞을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테스트해 볼 때 내가 발랐을 때도 좋을지 가서 테스트를

많이 해봐요.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B)

“화장품은 많이 구매해요. 라네즈, 아리따움 좋아해요. 립스틱

이랑 라네즈 기초 제품들이 저랑 제일 잘 맞아요.” (G)

“예쁜 옷이 너무 많은데 이란 사람이 엉덩이가 더 크고 허리가

잘록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바지가 잘 안 맞아요. 대신 원피스

많이 사요. 원피스는 괜찮으니까.” (I)

4) 구매 행동

(1) 계획적 구매 행동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은 계획적 구매 행동을 통해 한류

상품을 구입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충분한 정보 탐

색과 대안 평가 과정을 통해 원하는 기능이나 스타일에

맞는 제품의 브랜드와 제품명, 구매할 장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계획적으로 구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cIntosh and Schmeichel

(2004)의 수집가의 수집의사결정과정의 특징인 인지적

추구(cognitive pursuit) 과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기 전에 어디서 사는 게 사은품 많이 주는지, 한국은 할인?

이벤트? 이런 거 많이 해서 날짜도 확인해보고 검색해보고 그래

요. 이왕 사는 거 샘플 이런 거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할인도 받

고...” (G)

(2) 다채널 지향적 구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대안 탐색 이후 구매 행동의

단계에서 다양한 채널을 선택하고 구매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테헤란에 거주하고 있어 획득하고 싶은 제

품을 구하기 힘든 경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카카오톡

쇼핑 페이지, 친구를 통해서 적극적 구매 행동을 보였

다. 이는 쇼핑 과정에서 추구하는 편의성과는 상반되는

결과나 적극적 구매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봤던 거나 사고 싶은 거 이란에서는 잘 못 구하니까 친구한

테 구해달라고 할 때도 있고, 인터넷으로 사기도 하고, 오프라인

으로 사기도 하고 그래요.” (F)

“카카오 쇼핑 페이지 팔로우해 놓고 사고 그래요. 알림도 오고

하니까.” (H)

5) 소비 행동

EBM 모델(Blackwell et al., 2001)에 의하면 구매가 이

루어진 후, 제품을 소유하게 되면 소비가 행해진다. 이때

소비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시점을 말한다. 이 소

비는 구매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천천히 일어날 수

도 있다. 소비자가 어떻게 제품을 사용하는가 또한 얼마

나 구매에 대해 만족한 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 주는 효용가치를 기대하며 소비를 한

다. 이 기대는 소비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소비를 중단하

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상품을 이용해 본 후

얻은 효용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소비의 중

단이 일어나게 된다. 즉, 기대와 충족 간 불일치에 따라

소비 행위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Blackwell

et al., 2001). 연구대상자들 또한 구매한 제품을 소비하

면서 자신이 생각한 제품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대체로

기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는 연구대상자들 대부분이 마스크팩을 통

한 피부 개선을 기대하였는데, 이를 통해 J. H. Kim(2016)

의 보고서에서 건조하고 햇빛이 많은 기후로 아랍 여성

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화장품은 ‘마스크팩’, ‘미백 기

능성 제품’, 다크서클을 완화해 줄 ‘아이팩’ 등임을 밝힌

것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오자마자 화장품을 가장 먼저 샀어요. 크림이랑 마스크

팩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써봤더니 진짜 좋아요. 피부가 엄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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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C)

“한국 드라마에서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거 보고 ‘우와 마스크

팩 사용해서 한국인이 저렇게 피부가 좋고 예쁘구나!’ 그런 생각

이 들었어요. 저도 한국인처럼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서 마스크팩

사 와서 사용해봤어요.” (H)

6) 구매 후 평가

구매 후 평가 단계 즉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

에서 기대수준과 실제 제품의 성능을 비교하여 만족 또

는 불만족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본 연구참여자들 모

두 ‘자신에 대한 평가’, ‘구매 후 제품에 대한 평가’, ‘향

후 구매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만족과 애착 형성

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품 관련 속성이 자신의 기

준에 부합하거나 그 제품을 홍보하는 연예인이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일치하는 제품일수록 감정적인 평가

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가

지고 싶은 제품에 대해 감정적인 애착을 부여하였고, 이

를 통해 구매하고 싶은 욕구 또는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존 구매

의사결정과정과 다르게 McIntosh and Schmeichel(2004)

의 수집가의 수집의사결정과정의 특징인 애착 형성 과

정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McIntosh and Schm-

eichel(2004)의 연구에서처럼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

매 계획 수립 이후의 단계에서 애착 형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 이후에 애착이 형성되고 있

었다.

7) 구매 후 행동

구매 후 행동 단계에서 특정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구

매한 한류 상품을 SNS를 통해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하

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인들에게 구전(word-of-mouth;

WOM)을 통해 제품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

거나 구매한 제품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공통적

으로 SNS를 통한 공유 활동이나 구전을 통해 구매 경험

을 공유할 때, 타인의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경우 구매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 감정이 더욱 강화되고 구매한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과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만족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가 향

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른 특징으로는 제품 구

매 후 자신의 외모가 향상됨에 따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만족을 통

해 지속적 구매 의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1) 온/오프라인 구전

이란 소비자들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여 소셜 미디

어를 통해 업로드하고 다수의 온라인 사용자들과 활발

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적극적, 능동적 활동의 형태를 보

였다(Oh & Kim, 2014). 이란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구

매 경험 및 패션과 뷰티에 관한 정보를 재공유, 1인 채널

을 통한 선별적 정보 제공과 홍보 등 불특정 다수와 지

인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얻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자신만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공유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지인 및 친구와 패션 제품

에 경험과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더

나아가 지인 및 친구의 쇼핑 행동과 구매 과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매 경험과 정

보, 본인의 제품 활용도 등에 대하여 구전을 통하여 공

유하고 있었다. 구전은 제품에 대한 과시, 정보 공유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

하였다.

“친구가 안 사본 한국 제품 중에 좋은 거 예쁜 거 내가 먼저 사

면 알려주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같이 드라마에서 저거 예쁘다

저 사람 치마 이쁘다고 했는데 내가 그 제품이 뭔지 검색해서 사

면 좀 자랑스럽고 기분도 좋고 친구가 예쁘다고 하면 더 좋기도

하고 그래요.” (E)

“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란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해요. 음

식, 옷, 문화 예절, 음악, 관광 같은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게시해

요.” (F)

“그때 제일 유행했던 빈티지 안경들 있잖아요. 노란색이라던

지 핑크색. 그리고 긴 원피스, 꽃무늬 원피스들... 그래서 이거를

사려고 여행 가려고 했는데 스타일난다에서 찾아서 갑자기 새로

유행하는 것들을 제가 다 구매하고 (…) 아직 이란에서 사람들이

스타일이 안 들어와서 구매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서 제일 먼

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렇게 택배가 왔다 자랑했고, 그 다음에

여행 가서 바로 사진 찍고 올려서, 아니면 배우가 입었던 옷을 어

디서 보면 구매해서 사진을 올려서 그 배우랑 비슷한 옷을 샀다

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G)

(2) 브랜드 충성도 향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구매 행동 이후 제품의 착

용 또는 사용을 통해 구매한 제품의 브랜드에 대한 긍정

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구전을 통

해 제품에 대한 과시, 정보 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였고, 실제 반응이 긍정적이면 제품에 대하여 더

욱 만족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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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스스로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에 대해 만족한

경우에도 충성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란에 있는 친구들이 사진을 올리면 화장이 예쁘다, 피부가

반짝인다, 액세서리가 예쁘다 등의 말을 해주면서 나도 너처럼 한

국 제품 사용해보고 싶다. 올 때 사다 줄 수 있느냐 등의 말을 들

으면 기분이 좋고, 내가 쓰는 제품이 더 마음에 들어요. 뿌듯하기

도 하고요.” (C)

“한국 마스크팩 너무 좋아요. 이란에서는 잘 사용 안 했었는데,

다들 사용하는 거 보고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주변 사

람들한테 엄청나게 추천해주고 선물해주고 있어요. 계속 쓸 거예

요 진짜.” (E)

(3)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연구참여자들은 한류 상품을 구매하기 전과 후의 비

교를 통해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구매한 한류 상품을 사용함으로

써 이전의 자신의 모습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외

모가 긍정적으로 향상되며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

였다.

“드라마나 예쁜 배우가 입었다고 하는 제품 나도 구해서 입어

봤을 때, 세련되고 예쁜 한국 제품을 입기도 했고, 그들이 생각나

기도 해서 더 예뻐 보이고 만족스러워요.” (A)

“유튜브에서 한국 화장법 찾아보면서 다양한 색조 화장품 등

을 사용해 보게 되었어요. 지금 하는 화장법도 유튜브에서 배운

한국 화장법인데, 특유의 한국인의 자연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마

음에 들어요.” (D)

“이란에서는 로션 정도?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와서 스킨-에센스-아이크림-수분크림 등 다양한 단계의 화

장품에 대한 화장품 가게 직원의 설명도 듣고, 크림도 기능별로 사

용해봤어요. 품질이 좋고 다양한 한국 화장품 계속 사용해보니 피

부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껴요.” (F)

(4) 지속적 구매 가능성

구매한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연구참여자

들은 앞으로도 한류 상품 또는 특정 브랜드 상품을 지속

해서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니스프리 수분크림 너무 좋아요. 벌써 여러 개째 쓰고 있는

데, 계속 사서 쓸 거예요.” (H)

“에뛰드하우스 제품 포장,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품질도 만족

스럽고 종류랑 색깔도 다양해서 좋아요. 마음에 들어서 이란에 있

는 친구들에게도 사서 보내줬어요. 지금 쓰고 있는 색깔 다 쓰면

다른 색깔도 사서 써볼 거에요.” (J)

본 연구참여자의 한류 상품 구매의사결정과 구매의

사결정과정을 다음의 <Fig. 1>에 정리하였다. 이 같은 연

구결과로 일반 뷰티, 패션 제품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 다른 점을 발견하였는데, 특히 구매, 소비 후 평가 단

계와 소비 후 행동 단계에서 다시 문제 인식과 구매 단계

로 돌아가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구매 후에 자신과

제품, 향후 구매 가능성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를 하며 애

착 형성과 만족을 하고 있었고, 구매 후 행동에서는 대여

후 브랜드 충성도 향상, 지속적 구매 가능성을 보이며 온/

오프라인 구전을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구전 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공유를 하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새로운 한류 시장인 이란의 20대 여성 소비

자의 한류 상품 소비 행동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란 한

류 상품 소비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에 한류 상품을 구매하는 20대 이란 여성 소비자 10명

에 대해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구매의사결정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그 과정에 내재된 특성과 의미가 무

엇인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매의사결정과정의 단계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욕

구 인식 단계에서는 한류 상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었는데, 크게 한류 스타의 선호로 인한 한류 스타

굿즈 구매와 한류 스타의 외모에 대한 동경, 한국인의

외모에 대한 동경, 한류 상품에 대한 믿음 등이 욕구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한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정보 탐

색을 위해 다양한 매체 정보원과 인적 정보원을 활용하

여 정보 탐색을 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대안 평

가 단계에서는 ‘심미성’, ‘품질’, ‘이란인 신체적 특성 고

려’ 등의 기준을 통해 구매할 상품을 고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미성을 통해 대안 평가를 할 경우에는, 패션

제품의 경우, 디자인, 색상, 소재, 전체적인 스타일을 고

려하였다. 뷰티 제품의 경우는 제품 포장이나 용기의 심

미성을 고려하여 대안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최고의 만족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제품을 결정하였다. 구

매 단계에서는 계획적 구매 행동과 다채널 지향적 구매

행동을 보였는데, 충분한 정보 탐색과 대안 평가 과정을

통해 원하는 기능이나 스타일에 맞는 제품의 브랜드와

제품명, 구매할 장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하여 이에 따라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안 탐색 이후 구매 행동의 단계에서 다양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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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을 선택하고 구매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비자는 상

품이 주는 효용가치를 기대하며 소비를 하게 되는 데 본

연구대상자들 또한 구매한 제품을 소비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제품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대체로 기대감을 느

Fig. 1. Result of Hallyu product decision making process.



20대 이란 여성 소비자의 한류 상품 구매의사결정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뷰티 제품과 패션 제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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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의 기대감은 자신이 기대하

는 외모의 변화나 구매한 제품을 통한 원하는 방향으로

의 변화 등을 의미하였다. 구매 후 평가 단계에서는 한

류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구매 단계에서 품질, 특징, 가격, 사용법 등의 정보와

세일, 이벤트 등 가격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구

매하는 계획적 구매의 결과가 긍정적인 구매 후 평가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상품 관련 속성이 자신의 기준

에 부합하거나 그 제품을 홍보하는 연예인이 자신이 추

구하는 이미지와 일치하는 제품일수록 감정적인 평가

즉 애착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품 구매 후 행동

단계에서는 온/오프라인 구전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매

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에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프라인에서

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제품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공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만족

과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구매한 제품의 브랜드

충성도가 향상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류 상

품 사용을 통한 자신의 외모 변화에 대한 만족감 등을

통해 자신의 외모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

였고, 따라서 향후 지속적 구매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구매 후 행동 단계 이후

다시 문제 인식 단계와 구매 행동 단계로 돌아가 위의

단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이란 여성 소

비자에 대해 탐색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란 여성 소비자

의 구매의사결정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란 여성 소비자의 한류에 대한 관

심이 높을수록, 한류 스타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한류

상품에 대한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류 상품에 대한 일본, 중국 등

한류 상품 소비자들을 연구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유

사한 결과이다(Lee, 2006; Lee & Bai, 2009; Wu & Yu,

2015; Yang et al., 2010).

이란 여성 소비자의 한류 상품 구매의사결정과정 연

구결과, 한류 상품 구매 후 다양한 감정 경험을 하는 것

이 특징적이었다. 이는 Lee and Bai(2009)의 연구에서 대

중문화가 정서적 표현을 제공함에 따라 대중문화에 의

해 형성된 관광지의 표상과 이미지는 사람들의 여행 의

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한류 상품 구매 후의 다양한 감정 경험에 따라

다시 구매와 문제 인식 단계로 이어져 구매에 이르게 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연구대상자 모두 구매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며

구매한 제품에 대해 애착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

에서의 한류가 불완전한 원산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Lee, 2006)에 비해 이란 소비자에게 한류 상품이 강

한 원산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가격이 구매 결정에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가격은 부수

적인 요인일 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변인

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Park and Fei(2012)의 연구

결과 한국 패션 브랜드를 가장 선호하는 집단이 가격의

이유로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하며, 가격에 민감하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중국 소비자가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화장품, 의

류 등 구매 의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Kim and Ahn(2012)

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한류 상

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없었고, 동경하는

한류 스타가 사용하거나 착용한 모습을 통해 구매 의도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란 여

성 소비자의 한류 상품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

로, 이란 여성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의 특징을 고

려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상품

소비자와 다르게 구매 후 한류 상품에 애착을 형성한다

는 것을 고려하여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란의 20대 여성을 목표 고객으로 하

는 한류 뷰티/패션 제품에 다음과 같은 마케팅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구매의사결정과정 욕구 인식 단계에서 한류 상

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로 한류 스타의 선호, 한류 스타의

외모에 대한 동경, 한국인의 외모에 대한 동경, 한류 상

품에 대한 믿음 등이 욕구로 작용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홍보 모델로 한류 스타를 기용하고, 동경하는 한류 스타

의 이미지, 동경하는 한국인의 이미지와 한류 상품에 대

한 신뢰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면 한류 상품 구매에 대

한 욕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안 평가 시 ‘심미성’, ‘품질’, ‘이란인 신체적

특성 고려’ 등의 기준을 활용하므로, 이란 시장을 공략

한 한류 상품 개발 시 패션 제품의 경우, 디자인, 색상, 소

재와 이란인의 체형을 고려하고, 뷰티 제품의 경우는 제

품 포장, 용기의 심미성과 기능성, 이란인의 선호 화장 스

타일과 니즈를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구매 시 계획적 구매 행동과 다채널 지향적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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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즉 편의성과는 상반되지만, 적극적 구매 행동을 보

였으므로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

터,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채널

에서 제품에 대한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다양한

채널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

다.

넷째, 소비 단계에서는 자신이 기대하는 외모의 변화

나 구매한 제품을 통한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등 효용

가치를 기대하며 소비를 한다. 따라서 제품 홍보 시 소

비자의 기대감을 증폭시켜주는 방향으로 홍보가 효과적

일 것이다.

다섯째, 구매 후 평가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평가 즉 애

착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소비자의 애착 형성이 높

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이다.

여섯째, 제품 구매 후 행동 단계에서는 온/오프라인 구

전을 통해 구매 제품을 공유하며 타인의 반응을 통해 브

랜드 충성도가 향상되었다. 따라서 SNS 공유를 유도하

는 방향과 SNS 공유 후 혜택을 줄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이

란 유학생이 다수 포함되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폭넓

은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

서는 이란 소비자의 한류 상품 구매에 있어 관찰되는 의

사결정과정 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양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란 소비자의 한류

상품 구매의사결정과정의 여러 관련 변수들을 찾아내

고,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밝히는 것을 통해 이란 소비

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연구의 폭을 넓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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