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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greater importance of lifestyle shops and experience marketing, research is 
needed for the effective experience marketing of lifestyle shops by fashion product 
type. This study establishes effective and differentiated experience marketing 
strategies for fashion lifestyle shops by examining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marketing satisfaction with lifestyle shops on purchase intention and loyalty. This 
study categorizes lifestyle shops by fashion product types into a suit-oriented lifestyle 
shop, a casual/leisure/sportswear-oriented lifestyle shop and a home fashion lifestyle 
shop, Then a survey was conducted on participants who had visited lifestyle shop. 
As an analysis method,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experience marketing factors of 
fashion lifestyle shops. This study found that the satisfaction from experience 
marketing factors of fashion lifestyle shops by fashion product types affected purchase 
intention and loyalty differently.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ill be able 
to increase not only purchase intention and loyalty but also brand sustainability by 
establishing, applying, and executing a differentiated strategy considering the detailed 
factors of experience marketing for each fashion product type when planning and 
operating a fashion lifestyle shop. Through this study, effective marketing of fashion 
lifestyle shops by fashion product type will be implemented.

Keywords: fashion lifestyle shop(패션 라이프스타일 숍), experience marketing(체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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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소비자의 의식과 소비 형태의 변화와 함께 패션 산업의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

서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점보다 쇼핑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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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을 제품뿐만 아니라 전체 쇼핑 경험으로부터 

찾으려는 감성적 소비와 체험적 소비를 즐기고 싶어 

한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을 매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유통 형

태인 라이프스타일 숍을 전개하였으며, 여기에 여러 

쇼핑 콘텐츠를 활용하고 융합하는 체험형 매장을 강

화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숍은 2000년대 이후 국내

에 도입되었으며, 2015년 이후 14조 5천억원을 넘어 

그 시장 규모는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Song, 
2015).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시장 규모의 급성장은 패

션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제품 유형이 패션화

되면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소비

자들에게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제품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이나 갤러리와 같

은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Kim, Lee, & Lee, 
2015). Koh and Choi(2009)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상품을 체험해보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험요소의 구축이 필

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Hwang, Kim, and 
Koo(2014)는 표적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

과적인 체험마케팅 전략을 세움으로써 자사 매장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정립할 수 있으며, 쇼핑에 대

한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이나 추천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

업들은 소비자들이 쇼핑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성

적이고 능동적인 고객의 체험에 중점을 둔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동안 라이프스타일 숍에 대한 일부 연구들이 진

행되어왔다. 라이프스타일 숍을 유통 수단으로 유형

화하였거나(Park, 2018; Shim, 2018),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 마케팅유형 및 제공 수단을 사례 분석한 연

구(Yu & Kim, 2016),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매장의 

VMD 표현 요소에 관한 연구(Ahn & Gwak, 2017), 사
회 및 소비형태 변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상점 유형 

연구(Shim, 2018),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 요인과 재

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Hwang et al., 2014), 의류 브

랜드의 체험 경험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Hwang & Park, 2013) 등이 이루어졌으며, 패션라

이프스타일 숍을 패션 제품 유형별로 유형화하여 패

션제품 유형별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 마케팅 전략

과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

로, 유통업계의 주요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패션라

이프스타일 숍을 패션제품 유형별로 구분하여 체험 

마케팅 만족도를 알아보는 본 연구는 그 의의가 있다

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제품 유형별 라이프스타일 숍

의 체험 마케팅 만족도가 구매 의도와 충성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패션라이프스타일 숍

을 보다 세분화하여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체험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Fashion life-style shop

라이프스타일이란 용어는 19세기 베블렌(Thorstein 
Veblen)의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the Leisured 
Class)’과 베버(Max Weber)의 신분관련 연구에서 언

급된 이후 아들러(Alfred Adler)에 의해 넓게 전파되

었다. 아들러와 기타 여러 학자에 의하면, 개인은 그

들만의 독특하고 흉내 낼 수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지

니고 있으며,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가치뿐만 아니

라 문화적인 면과 함께 소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

였다. Saviolo and Marazza(2013)는 라이프스타일은 

체계적인 개념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

인의 신분, 태도 및 선호 그리고 행동의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생활 방식

으로 개인의 활동, 관심, 의견을 반영하며, 사람들의 

관계, 행동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요인으로 인지되면

서, 많은 회사들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Saviolo & Marazza, 2013).
라이프스타일 숍은 Ben Thompson이 1953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 설립한 Design Research라는 소매점

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토탈 상품인 의류, 액세서리, 가구, 생활용품, 선물 등

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써, 소비자가 원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해 주면서 소비자와의 커뮤

니케이션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원
스탑 쇼핑’형 매장을 말한다(Ahn & Gwak, 2017; Choi, 
2005; Fashion Specialty Materials Completion Committee, 
1997; Kim et al., 2015; “Lifestyle Store”, n.d.; Saviolo 
& Marazza, 2013). 국내에 라이프스타일 숍이 소개되

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으로, 해외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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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숍이 플래그십 스토어 형태로 도입되었다가 

곧 편집숍, 온라인 빈티지 라이프스타일 숍, 대기업 

라이프스타일 숍, SPA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숍 등으

로 세분화되고 있으며(Park, 2018; Shim, 2018), 패션

제품 유형별로 패션 라이프스타일 숍을 정장중심 라

이프스타일 숍, 캐주얼과 스포츠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 그리고 홈패션 중심 라이프 스타일 숍으로 특정 

패션제품을 강화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Yu & Kim, 
2016). 패션제품 유형별로 분류한 국내 패션 라이프스

타일 숍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Suit-oriented lifestyle shop

정장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을 살펴보면, 루이까또

즈에서 가로수길에 오픈한 남성 전문 라이프스타일 

숍인 루이스클럽(Louis Club, n.d.) 라이프스타일 숍이 

있다. 이 매장에서는 새롭게 디자인된 루이까또즈 제

품과 유럽 디자이너 의류 및 소품, 스킨케어, 헤어스

타일링 제품, 액세서리 등 폭 넓은 제품을 판매할 뿐

만 아니라, 디제잉 파티, 스타일링 제안, 페이크 타투 

행사, 럭키드로우, 바버샵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특히, 루이스클럽은 낮에는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만 밤에는 남성미 넘치

는 인테리어와 유러피안 스타일의 정통 바(Bar)로 탈

바꿈하는 가변적인 구조가 특징이다. 오프라인 매장

과 온라인 직영몰을 운영하며, 다양한 채널을 연관 운

영하는 체험형 옴니채널 라이프스타일 숍이라 볼 수 

있다.

2) Casual and sports·outdoor-oriented lifestyle shop

전형적인 캐주얼형 라이프스타일 숍으로는 에이랜

드(ALAND, n.d.) 라이프스타일 숍이 있다. 에이랜드

는 주로 의류, 가방, 신발, 악세서리 등 캐주얼한 패션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 숍이라 할 수 있

다. 각 지점별 공간을 특색 있게 구성한 신진 디자이

너 공간에서는 의류, 슈즈, 악세서리, 리빙, 문구 등 이

색적인 국내외 캐주얼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다양

한 이벤트와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정보 제

공으로 소비자의 인지 제고 및 지속적인 커뮤니케이

션을 통한 관계 유지 등 다양한 체험 마케팅을 전개하

고 있다.

스포츠웨어형 라이프스타일 숍의 대표적인 예로는 

나이키(Nike, n.d.) 라이프스타일 숍을 들 수 있다. 나
이키 매장은 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다양

한 의식과 인식의 과정 및 경험과 기억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즉, 테니스, 
골프, 러닝, 농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가 테마별로 

전시되어 있으며, 골프 코너는 골프화에서 골프웨어

까지, 러닝 코너는 운동화와 기구 등이 갖춰져 있는 

등 모든 코너가 토털화되어 클러스터를 이루며 소비

자로 하여금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스포츠를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

어를 중심으로 흥미로운 공간을 구성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 공유와 동일 그룹 소속이라는 동질감

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매장의 디스플레이는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과학 코너의 기구처럼 방문객이 만지

면 조명이 켜지거나 음악이 나오는 등의 체험을 제공

하고 있다. 나이키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전개하

는 옴니 채널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아웃도어형 라이프스타일 숍으로는 웨스트우드

(Westwood, n.d.) 라이프스타일 숍을 들 수 있다. 웨스

트우드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아웃도어 라

이프를 위한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장 구성을 

보면, 1층은 토틀 아웃도어웨어, 2층 용품 및 아울렛 

스토어, 3층은 커뮤니티 존으로, 매장의 인테리어도 

아웃도어라이프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연친

화적인 인테리어와 함께 카페테리아, 스터디룸, 무료 

인터넷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 지역 고객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오프라인 숍 

이외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 정보와 광고 등을 

수행하는 옴니채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3) Home fashion/ interior product-oriented lifestyle 

shop

홈패션/인테리어제품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으로, 
자주(JAJU, n.d.) 라이프스타일 숍은 심플하고 실용적

인 인테리어 소품과 침구, 주방용품, 욕실용품, 장난

감 그리고 실용성과 편안함이 강조된 패션용품과 뷰

티 제품을 판매하는 홈패션형 라이프스타일 숍이다. 
고객의 취향과 구매 이력 등을 종합해서 로그인 시 개

인별로 맞춤형 메인 페이지를 보여 주는 개인화 서비

스 제공으로 최근 성장세가 높은 라이프스타일 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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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주는 소비자의 관심사에 맞는 프로모션, 추천 

상품, 추천 콘텐츠 등을 제공하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토어에서 품절

된 제품에 대해서 매장 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온

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등 옴니채널 마케팅

을 통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2. Experiential marketing

Pine and Gilmore(1998)는 체험경제라는 용어로 체

험마케팅을 소개하였으며, 체험 그 자체를 차세대 상

품으로 정의하고, 체험은 제품이나 서비스와는 다른 

개별적인 개념으로 어느 누구도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체험 마케팅은 소비되는 분

위기와 이미지 또는 브랜드를 통해 고객의 감각을 자

극하여 체험을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춘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체험은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유도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의 능동적인 체험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Kotler, 
2003; Lee & Lim, 2011). 매장 내에서의 체험 마케팅

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연상과 기억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인식을 제공하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인

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Kim & Kim, 2011).
체험 마케팅 연구는 Pine and Gilmore(1998)에 의

해 소개된, 교육적인 체험을 통해 브랜드를 이해하는 

교육 체험, 이벤트에 참여 또는 브랜드를 방문하면서 

직접적으로 행동해 보는 현실도피 체험, 브랜드의 감

성을 알고 브랜드를 느끼는 엔터테인먼트 체험 그리

고 미적 체험을 통해 브랜드와의 관계성을 맺는 미적 

체험 등으로, 이 들 네 가지 체험이 통합될 때 소비자

에게 체험의 역할이 전달된다고 주장한 연구를 시작

으로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Schmitt(1999)는 체험의 중요성을 마케팅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러 접점을 집합한 체

험도구(ExPros)와 소비자가 취하는 여러 반응인 전략

적 체험모듈(SEMs)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소비자들

에게 브랜드를 소개하면서 브랜드를 체험하게 하는데

는 다섯 가지 체험모듈(감각적 체험, 감성적 체험, 인
지적 체험, 행동적 체험, 관계적 체험)이 효과적이라 

하였다. 이 중 행동적 체험을 활용한 마케팅은 고객의 

행동적인 체험과 라이프 스타일, 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체험 행동을 하는 데 다양

한 선택권을 알려주어 육체와 감각에 자극되는 느낌

들을 극대화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능동적 행동을 취

하도록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체험마케팅과 유사개

념이라 볼 수 있다.
체험마케팅이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양한 유통채널에서의 체험 요소를 다루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Jang and Seo(2014)는 쇼핑 체

험 요소와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를 증명하였으며, 
Lee, Park, and Lee(2015)는 체험이 재방문과 추천의

도를 포함하는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패션과 체험 마케팅 관련 연구로는, 의류브랜드의 

체험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포

함하는 브랜드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Shin & Kim, 2010)가 있다. Yu and Kim(2016)의 

연구에서는 체험 마케팅 유형으로 감각 마케팅, 감성 

마케팅, 인지마케팅, 행동마케팅, 관계마케팅 그리고 

여러 채널을 활용하여 체험을 창출하는 옴니채널 마

케팅 등으로 유형화한 반면, Woo and Hwang(2016)
은 라이프스타일 숍에서의 체험 요소를 엔터테인먼트 

체험, 교육적 체험, 현실도피 체험, 미적 체험으로 구

분하고, 스토어 아이덴티티, 쇼핑 만족 및 행동의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패션제품 유형별 

라이프스타일 숍에 대한 체험마케팅 요인에 따른 소

비자 만족, 구매 의도, 충성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

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이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며, 최근 국내에

서 운영 중인 라이프스타일 숍을 패션 제품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장 중심, 캐주얼/레져/스포츠웨어 중심, 
홈패션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3. Satisfaction and purchase intention

만족이란 제품/서비스 관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

는 주요 요인으로, 소비자의 기대와 성과에서 오는 감

정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대보다 높은 성과를 

얻을 경우 만족도는 높아진다(Lemon, White, & Winer, 
2002; Oliver, 1980; Tse & Wilton, 1988).

행동의도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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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소를 경험한 후 구매/재구매 또는 추천 의사 

여부를 말하며,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구매 또는 재구매 의도와 충성도는 소비자의 만족과 

관련성이 있는 변수이자 기업의 이윤창출 및 고객 유

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쇼핑과정을 통해 얻은 쇼핑 

만족도는 구매 의도나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Kuo, Wu, & Deng, 2009; Park, Park, 
& Cha, 2007; Reynolds & Beatty, 1999; Yang & Choi, 
2014; Yi & Kim, 1998)이 입증되었다. 또한, Arnold, 
Reynolds, Ponder, and Lueg(2005)와 Mitchell, Davies, 
Moutinho, and Vassos(1999) 등은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과정에서 느끼는 만족도에 따라 행동의도는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대로 할 때, 패션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마케팅 역시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국에는 충성도

로 이어질 것이 예측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인 패션제

품 유형별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마케팅의 만족과 

구매 의도 그리고 충성도 간의 관련성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4. Loyalty

충성도란 본인이 체험한 제품/서비스를 반복으로 

구매하고, 그 제공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 성향을 

갖고, 제품/서비스가 필요할 때 오직 그 제공자만을 

이용하며, 다른 고객에게 추천하고 계속적으로 애고

하는 것(Fornell, 1992; Hennig-Thurau, Gwinner, & 
Gremler, 2002)으로, 구매, 태도, 인지와 관련 있는 개

념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고객충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행

동차원 대신 재 구매의도와 추천의도와 같은 태도 차원

인 행동의도를 평가하기도 한다(Choi, 2012; MacStravic, 
1994; Zeithaml, Berry, & Parasuraman, 1996).

브랜드 충성도는 마케팅의 중심개념으로 고객이 

가지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애착의 정도를 의미하며,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구매하거나 단골고객

이 되려는 브랜드에 대한 깊은 몰입상태이며, 경쟁기

업에서 고객의 상표전환을 목표로 제공하는 마케팅 

수단에도 동일 브랜드 제품을 재구매하려는 경향이라

고 할 수 있다(Aaker, 199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

마케팅 만족도가 구매의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고자 한다.

Ⅲ. Methods

1. Research questions

본 연구는 패션제품 유형별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

험마케팅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구매 의도 및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패션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마케팅 요

인을 구분한다.

연구문제 2. 체험마케팅 만족도가 패션제품 유형별 

라이프스타일 숍에 대한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체험마케팅 만족도가 패션제품 유형별 

라이프스타일 숍에 대한 충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본 연구는 패션제품 유형별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

험 마케팅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구매 의도 및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목적에 적합한 설문 문항

을 개발하고자, 선행 연구의 문항을 참고로 수정․보

완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7년 

2월 한 달 동안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패션

제품 유형별 라이프스타일 숍을, 정장중심 라이프스

타일 숍, 캐주얼/레져/스포츠웨어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 그리고 홈패션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으로 분류한 

후 각 제품 유형별 라이프스타일 숍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각각 100명 이상씩 표집한 후 부적절

한 자료를 제거한 후, 총 300부의 설문 자료만이 분석

에 사용되었다.

분석 방법으로,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

초통계분석과 패션 라이프스타일 체험 마케팅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그리고 만족도

가 구매의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

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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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and Discussion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1) Experience marketing factors of lifestyle shops

패션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마케팅 요인을 구분

하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을 위해 요인 분

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패션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 마케팅에 대한 만족

도의 경우 5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전체 누적

설명력은 84.2%로 나타났다. 먼저 요인1은 체험제공

수단이 나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이를 ‘인지 마케팅’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라이프스타일과 행동 관련한 문항으로 이를 ‘행
동 마케팅’이라 하고, 요인3은 지각적 흥미와 감각 자

극과 관련되어 ‘감각 마케팅’으로, 요인 4는 다른 사

람과의 관련 및 관계로 ‘관계 마케팅’, 요인 5는 감성 

및 특정 기분과 관련된 문항으로 이를 ‘감성 마케팅’
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응답의 내적 일관성인 신뢰도계수는 모두 .70 이상으

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Validation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of purchase 

intention

구매 의도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

겐값은 1.709, 설명력은 85.437로 나타났다. 신뢰도계

수는 .829로 나타나 적합하였다.

3)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loyalty

충성도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

겐값은 1.674, 설명력은 83.714, 신뢰도계수는 .805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 Category Frequency (person) Ratio(%)

Gender
Male 120 40.0

Female 180 60.0

Age

20’s  44 14.7

30’s 103 34.3

40’s 153 51.0

Occupation

Student   8  2.7

Office worker 178 59.3

Public official   9  3.0

Individual business  11  3.7

Professional  35 11.7

Housewife  48 16.0

Others  11  3.7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16  5.3

Less than 2~4 million won 104 34.7

Less than 4~6 million won  91 30.3

Less than 6~8 million won  49 16.3

Over 8 million won  4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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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적합하였다.

2. Effect of the experience marketing satisfaction 

of lifestyle shops by fashion product types on 

purchase intention and loyalty

1) Effect of the experience marketing satisfaction 

of lifestyle shops by fashion product types on 

purchase intention

(1) Effect of suit-oriented lifestyle shop experience 

marketing on purchase intention

정장중심 라이프스타일 숍 체험마케팅 만족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F=48.940, p<.001), 감성 마케팅을 제

외한, 인지, 행동, 감각, 그리고 관계 마케팅 만족도가 

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매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감각 마케

팅(.442)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인
지 > 행동 > 관계 마케팅 만족도 순으로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Effect of experience marketing satisfaction of 

casual/ leisure/ sportswear-oriented lifestyle shops 

on purchase intention

캐주얼/레져/스포츠웨어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의 

<Table 2> Analysis of the experience marketing factors of lifestyle shops and reliability analysis

Content Recognition
marketing

Behavior
marketing

Sense
marketing

Relationship
marketing

Emotion
marketing

The means of providing experience sti-
mulates my interest. .831 .209 .239 .120 .277

The means of providing experience sti-
mulates my curiosity. .829 .256 .311 .094 .123

The means of providing experience makes 
me think of my lifestyle. .234 .782 .261 .092 .225

The means of providing experiences makes 
me think of the action I can take. .237 .777 .144 .229 .249

The means of providing experiences is 
perceptually interesting. .284 .262 .789 .148 .227

The means of providing experience sti-
mulates my sense. .320 .161 .777 .165 .265

Experience marketing can relate me with 
other people. .052 ‒.007 .159 .892 .199

The means of providing experience makes 
me think of relation. .138 .319 .084 .840 ‒.026

The means of providing experience makes 
me react emotionally. .343 .233 .222 .115 .812

The means of providing experience gives 
me a certain feeling. .105 .390 .401 .126 .687

Eigen-value  1.821  1.727  1.711  1.663  1.496

Explanatory power 18.210 17.269 17.114 16.630 14.960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18.210 35.479 52.594 69.224 84.183

Cronbach’s α .859 .760 .814 .761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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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마케팅 만족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F=30.997, p<.001). 인지와 감성 마케팅 
만족도가 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은 인지 마케팅의 영향

력(.241)이 감성 마케팅의 영향력(.216)보다 구매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Effect of the experience marketing satisfaction 

of home fashion/ interior product-oriented lifestyle 

shops on purchasing intention 

홈패션/인테리어제품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

험마케팅 만족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분석결과, 본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F=11.531, p<.001). 인지와 행동 마케

팅 만족도가 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영향력은 인지 마케팅 만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purchase 
intention

Question Purchase 
intention

I will buy the products of this fashion 
lifestyle shop.   .924

I intend to purchase at this fashion lifestyle 
shop.   .924

Eigen-value  1.709
Explanatory power 85.437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85.437
Cronbach’s α   .829

<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loyalty

Question Loyalty
I have an attachment to this fashion 
lifestyle shop.   .915

I will continue to buy at this fashion 
lifestyle shop.   .915

Eigen-value  1.674
Explanatory power 83.714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83.714
Cronbach’s α   .805

<Table 5> Effect of suit-oriented lifestyle shop experience marketing on purchase intention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393 .401 　 ‒.982 .329

Recognition
marketing  .300 .089 .289** 3.366 .001

Behavior
marketing  .182 .084 .170* 2.164 .033

Sense
marketing  .455 .087 .442*** 5.251 .000

Relationship
marketing  .129 .060 .120** 2.149 .034

Emotion
marketing  .029 .093 .030  .310 .757

R2   .722

F 48.940

p     .00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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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the experience marketing satisfaction of casual/ leisure/ sportswear-oriented lifestyle shops on 
purchase intention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589 .355 　 1.658 .101

Recognition
marketing .199 .077 .241* 2.595 .011

Behavior
marketing .210 .110 .206 1.901 .060

Sense
marketing .151 .107 .147 1.418 .160

Relationship
marketing .119 .102 .119 1.168 .246

Emotion
marketing .197 .089 .216* 2.208 .030

R2   .622

F 30.997

p     .000***

* p<.05, *** p<.001

<Table 7> Effect of the experience marketing satisfaction of home fashion/ interior product-oriented lifestyle shops 
on purchasing intention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1.255 .506 　 2.484 .015

Recognition
marketing  .318 .099   .344** 3.216 .002

Behavior
marketing  .212 .097  .227* 2.185 .031

Sense
marketing  .114 .124 .113  .917 .362

Relationship
marketing  .114 .071 .143 1.601 .113

Emotion
marketing  ‒.012 .099 ‒.014 ‒.125 .901

R2   .400
F 12.535
p     .000***

* p<.05, ** p<.01, *** p<.001



38 패션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마케팅 만족도가 구매 의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 118 －

족도(.344)가 행동 마케팅 만족도(.227)보다 구매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Effect of experience marketing satisfaction by 

fashion product types on loyalty

(1) Effect of the experience marketing satisfaction 

of suit-oriented lifestyle shops on loyalty

정장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마케팅 만족도

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본 회귀모형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3.193, p<.001). 즉, 행동, 감각, 
그리고 감성 마케팅 만족도가 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상대적 영

향력은 행동 마케팅 만족도(.311), 감성 마케팅 만족

도(.308) 그리고 감각 마케팅 만족도(.204) 순으로 충

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Effect of the experience marketing satisfaction 

of casual/ leisure/ sportswear-oriented lifestyle shops 

on loyalty

캐주얼/레져/스포츠웨어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마케팅 만족도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분석결과, 본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독립변수인 캐주얼/레져/스포츠웨어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마케팅 만족도가 종속변

수인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Effect of the experience marketing satisfaction 

of home fashion/ interior product-oriented lifestyle 

shops on loyalty

홈패션/인테리어제품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

마케팅 만족도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분석결과,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F=9.431, p<.001). 즉, 감각, 관계 마케팅 

만족도 각각이 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영향력은 감각 마케팅 만

족도(.279)가 관계 마케팅 만족도(.262)보다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Effect of the experience marketing satisfaction of suit-oriented lifestyle shops on loyalty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156 .409 　 ‒.382 .703

Recognition
marketing .119 .091 .116 1.302 .196

Behavior
marketing .327 .086 .311*** 3.815 .000

Sense
marketing .207 .088 .204* 2.335 .022

Relationship
marketing .066 .061 .063 1.082 .282

Emotion
marketing .287 .095 .308** 3.031 .003

R2   .700

F 43.913

p     .00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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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ffect of the experience marketing satisfaction of casual/ leisure/ sportswear–oriented lifestyle shops on 
loyalty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369 .435 　  .847 .399

Recognition
marketing .146 .094 .162 1.551 .124

Behavior
marketing .256 .135 .230 1.894 .061

Sense
marketing .091 .131 .081  .696 .488

Relationship
marketing .179 .125 .163 1.428 .157

Emotion
marketing .212 .110 .213 1.937 .056

R2   .525

F 20.767

p     .000***

*** p<.001

<Table 10> Effect of the experience marketing satisfaction of home fashion/ interior product-oriented lifestyle shops 
on loyalty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958 .578 　 1.655 .101

Recognition
marketing .110 .113 .110  .977 .331

Behavior
marketing .078 .111 .077  .700 .486

Sense
marketing .304 .142  .279* 2.141 .035

Relationship
marketing .227 .081 .262** 2.789 .006

Emotion
marketing .034 .114 .034  .300 .765

R2  .334

F 9.431

p    .00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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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본 연구 결과, 패션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 마케팅 

유형은 인지마케팅, 행동마케팅, 감각마케팅, 관계마

케팅, 감성마케팅 등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션 제품 유형별 체험마케팅 만족도가 구매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정장중심 라이프스타

일 숍, 캐주얼/레져/스포츠웨어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 홈패션/인테리어제품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 유형

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체험마케팅 요인들이 나타

났다.
정장중심 패션라이프스타일 숍의 인지/행동/감각/

관계 마케팅 만족도가 구매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므로, 정장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체험을, 오감을 자극

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브랜드와 소비자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체험을 오

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숍에서 제공함으로써 체험마

케팅의 효과를 높이고 구매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캐주얼/레져/스포츠웨어 중심 패션라이프스타일 숍

의 인지/감성 마케팅 만족도가 구매 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캐주얼/레져/스포츠웨어 브랜드와 상

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긍정적인 감성

을 느낄 수 있도록 매장 환경 조성, 다양한 체험, 판매

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홈패션/인테리어 제품 중심 패션 라이프스타일 숍

의 인지/행동 마케팅 만족도가 구매 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홈패션/인테리어 제품 중심 패션 라이

프스타일 숍에서 브랜드, 상품 정보 등을 다양한 방법

으로 제공하고, 홈패션/인테리어 관련 라이프스타일 

정보를 제공하며, 디스플레이, 화보 등을 활용하여 라

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 의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패션 제품 유형별 체험마케팅 만족도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정장중심 라이프스타일 

숍, 홈패션/인테리어제품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 유형

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체험마케팅 요인들이 나타

났다. 정장 중심 패션 라이프스타일 숍의 행동과 감

각, 감성 마케팅 만족도가 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감각적 요소들을 활

용하고, 브랜드에 긍정적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체험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홈패션/인테리어 제품 중심 라이프스타일 숍의 감

각, 관계 마케팅 만족도가 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감각적 요소들을 활

용하고, 소비자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체험 마케팅

을 함으로써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패션 제품 유형별 패션라이프스타일 

숍의 5개 체험마케팅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구매 의

도와 충성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패션 라

이프스타일 숍 기획 및 운영 시 패션 제품 유형별 체

험마케팅의 세부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하며 실행함으로써, 구매 의도와 충성

도를 높일 수 있고, 패션 제품 유형별 라이프스타일 

숍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브랜드의 지속가

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Aaker, D. A. (1991). Managing brand equity: Capital-
izing on the value of a brand name. New York: 
The Free Press.

Ahn, H. S., & Gwak, T. G. (2017). A study on VMD 
expressional element in domestic lifestyle brand 
shop: Focused on Modern House, Butter, Jaju and 
The Life. Journal of Fashion Design, 17(1), 71-88. 
doi:10.18652/2017.17.1.5

ALAND. (n.d). About. Retrieved April 1, 2019, from 
https://www.a-land.co.kr/main/html.php?htmid=co
mpany/intro.html

Arnold, M. J., Reynolds, K. E., Ponder, N., & Lueg, 
J. E. (2005). Customer delight in a retail context: 
Investigating delightful and terrible shopping ex-
perienc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8), 
1132-1145. doi:10.1016/j.jbusres.2004.01.006

Choi, D. C.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quality and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length on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satis-
faction - customer loyalty. Journal of Marketing 



Vol. 27, No. 2 김민경․유지헌 41

－ 121 －

Studies, 20(3), 65-89.
Choi, Y. K. (2005). A study on design strategies by 

establishing brand identity of total interior shop.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Fashion Specialty Materials Completion Committee. 
(1997). Fashion전문 자료사전 [Fashion specialty 
materials dictionary]. Seoul: 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Fornell, C. (1992). A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barometer: The Swedish experience. Journal of 
Marketing, 56(1), 6-21. doi:10.1177/0022242992 
05600103

Hennig-Thurau, T., Gwinner, K. P., & Gremler, D. 
D. (2002). Understanding relationship marketing 
outcomes: An integration of relational benefits 
an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Service Re-
search, 4(3), 230-247. doi:10.1177/10946705020 
04003006

Hwang, J. H., Kim, M., & Koo, J. J. (2014). An 
impact of life-style shop’s internal-external fac-
tors casuing sensory experience on customers’ 
intention to revisit.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5(3), 474-484.

Hwang, J.-I., & Park, J.-O. (2013). Effects of consumer 
experience related to experience providers of 
apparel companies on brand loyalty.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
ation, 15(1), 175-189.

JAJU. (n.d.). Main page. Retrieved April 1, 2019, 
from http://www.sivillage.com/jaju/main/initMain. 
siv

Jang, Y.-Y., & Seo, W.-S. (2014). Examining the 
impact of effects on experience to foreign visitors’ 
satisfaction and affective commitment: Pine & 
Gilmore’s experience economy perspective. Jour-
nal of Tourism Sciences, 38(10), 199-219.

Kim, J. W., & Kim, I. (2011). The effects of VMD 
and in-store experience of brand flagship stores 
on brand attitude and intent of purchase. Journal 
of Fashion Design, 11(4), 25-39.

Kim, S. J., Lee, S. B., & Lee, H. H. (2015). Investi-
gating consumer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to fashion brands’ extended retail format: Focusing 
on lifestyle sho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1(3), 151-168.

Koh, E., & Choi, K. (2009). A study on a VMD of 
lifestyle shop applying experiential marketing: 
VMD case studies on IKEA, MUJI, and Kosney.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0(6), 29-37.

Kotler, P. (2003). Marketing insights from A to Z: 80 
concepts every manager needs to know. Hoboken, 
NJ: John Wiley & Sons.

Kuo, Y.-F., Wu, C.-M., & Deng, W.-J. (2009). The 
relationships among service quality, perceived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post-purchase 
intention in mobile value-added services. Com-
puters in Human Behavior, 25(4), 887-896. doi: 
10.1016/j.chb.2009.03.003

Lee, J.-A., Park, K.-E., & Lee, S.-B. (2015). The 
effects of experiences in foodservice flagship store 
on brand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Ko-
re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KJHT), 
24(1), 1-22.

Lee, K.-B., & Lim, S.-K. (2011). Creative communi-
cation for brand experiential marketing. The Trea-
tise on The Plastic Media, 14(1), 193-198.

Lemon, K. N., White, T. B., & Winer, R. S. (2002). 
Dynam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In-
corporating future considerations into the service 
retention decision. Journal of Marketing, 66(1), 
1-14. doi:10.1509/jmkg.66.1.1.18447

Lifestyle Store. (n.d.). In Wikipedia. Retrieved August 
19, 2018, from https://en.wikipedia.org/wiki/Life
style_store

Louis Club. (n.d.). Introduction. Retrieved April 1, 
2019, from https://www.louisclub.com

MacStravic, S. (1994). Patient loyalty to physicians. 
Journal of Health Care Marketing, 14(4), 53-56.

Mitchell, V.-W., Davies, F., Moutinho, L., & Vassos, 
V. (1999). Using neural networks to understand 
service risk in the holiday product. Journal of 



42 패션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마케팅 만족도가 구매 의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 122 －

Business Research, 46(2), 167-180. doi:10.1016/ 
S0148-2963(98)00020-4

Nike. (n.d.). About Nike. Retrieved April 1, 2019, from 
https://about.nike.com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
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4), 460-469. 
doi:10.1177/002224378001700405

Park, J.-Y. (2018).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VMD in lifestyle shops located in Garosu-gil 
Road: Focusing on cost differentiation. Unpub-
lished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Seoul, 
Korea.

Park, S.-K., Park, J.-H., & Cha, T.-H. (2007). Effects 
of experience on enjoyment,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Pine and Gilmoer’s experience 
economy perspective. Advertising Research, 76, 
55-78.

Pine, B. J., II, & Gilmore, J. H. (1998).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98407, 97-105.

Reynolds, K. E., & Beatty, S. E. (1999). Customer 
benefits and company consequences of customer- 
salesperson relationships in retailing. Journal of 
Retailing, 75(1), 11-32. doi:10.1016/S0022-4359 
(99)80002-5

Saviolo, S., & Marazza, A. (2013). Lifestyle brands: 
A guide to aspirational marketing.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Schmitt, B. H. (1999). Experiential marketing: How to 
get customers to sense, feel, think, act, and relate 
to your company and brands. New York: Free 
Press.

Shim, Y. C. (2018). A study on the lifestyle stores 
based on changes in society and consumption 
patter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
versity, Seoul, Korea.

Shin, S., & Kim, D. H. (2010). A study on the 
experiential marketing effect on brand equity: 

Focus on brand ambassador for public rel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2), 242-251. doi:10.5850/JKSCT.2010. 
34.2.242

Song, Y. (2015, May 15). 커지는 라이프스타일 시장 

[Growing lifestyle market]. Sedaily, Retrieved 
November 10, 2015, from https://www.sedaily.com/ 
NewsView/1HPGGDEX26

Tse, D. K., & Wilton, P. C. (1988). Models of 
consumer satisfaction formation: An extension. 
Journal of Market Research, 25(2), 204-212. doi: 
10.1177/002224378802500209

Westwood. (n.d.). About us. Retrieved April 1, 2019, 
from http://westwoodmall.co.kr

Woo, S. H., & Hwang, J. S. (2016). Effect of experi-
ence elements on store identity, shopping satis-
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in lifestyle shop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0(4), 685-700. doi:10.5850/JKSCT.2016. 
40.4.685

Yang, H., & Choi, E. J. (2014). The effect of shop-
ping value on fashion shopping satisfaction and 
future behavioral intention in fashion social com-
mer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8(3), 293-304. doi:10.5850/JKSCT. 
2014.38.3.293

Yi, Y.-J., & Kim, W.-C. (1998). The influence of 
physical environment on service quality percep-
tion: A comparative study. Korea Marketing Review, 
13(1), 61-86.

Yu, J.-H., & Kim, M.-K. (2016, April). A case study 
on experiential marketing types and providing 
means of lifestyle shop. Proceeding of 2016 
Costume Culture Association Spring Conference, 
Seoul, 118.

Zeithaml, V. A., Berry, L. L., & Parasuraman, A. 
(1996).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Marketing, 60(2), 31-46. doi: 
10.1177/00222429960600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