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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imensions of brand experience and brand commitment within mass cosmetic brand

stores that target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analyzes the effect of multi-dimension brand experience and

brand commitment on brand loyalty. A model linking brand experience to brand commitment and loyalty was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A total of 175 female high school students completed the

online questionnaire. The current study extended the understandings of the construct of brand commitment by

adopting a broadened five-component consumer commitment. The results confirmed that developing brand

experience in domestic mass cosmetics brand stores influences consumer loyalty through various types of brand

commitment. This study can be beneficial for brand managers by providing guidelines on how to establish

consumer loyalty affected by brand experience through brand commitment. Especially, brand managers should

consider the negative impacts of forced commitment on consumer loyalty despite brand experience within the

stores not influencing teenage consumers' forced commitment toward mass cosmetic brands. The importance of

habitual commi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rand experience and loyalty was also revealed. The results

can provide a realistic blueprint for consumer brand experience and commitment strategy.

Key words: Brand experience, Brand commitment, Loyalty,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ass cosmet-

ics brand; 브랜드체험, 브랜드몰입, 충성도, 여자 고등학생,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I.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제품과 점포의 물질적 특성에 중점

을 두었던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

의 체험과 브랜드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마케팅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Iglesias et al., 2011). 소비자와 브랜

드의 긍정적인 관계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

와 연결되기 때문에 브랜드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브랜드체험(brand experience)이 브랜드몰

입(brand commitment)을 통해 충성도(loyalty)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은 그 동안 여러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어

†
Corresponding author

 E-mail: minsun1107@gmail.com

ⓒ 2019,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ISSN 1225-1151 (Print) o
ISSN 2234-0793 (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3, No. 2 (2019) p.167~183

https://doi.org/10.5850/JKSCT.2019.43.2.167

〔연구논문〕



한국의류학회지 Vol. 43 No. 2, 2019

– 168 –

왔다(Hong et al., 2016; Shim, 2012). 즉, 기업이 제공하

는 다양한 브랜드체험을 통해 형성된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는 쉽게 충성도로 이어지게 된다

는 것이다(Ramaseshan & Stein, 2014). 브랜드체험은 여

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Schmitt(1999)는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의 5가지 체험유형을 제안하였고,

Pine II and Gilmore(1998)는 수동적-능동적, 몰입-흡수

의 두 차원에 따라 체험을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브랜

드몰입은 단일 차원의 변수로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지

만(Hwang & Lee, 2011), 최근 브랜드몰입 또한 다차원

적 개념의 변수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 이를 위해 Keiningham et al.(2015)은 그들의 최근 연

구에서 감성적, 규범적, 경제적, 강제적, 습관적 몰입의

다섯 가지 하위 차원을 포함하는 브랜드몰입의 구성개

념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브랜드몰입과 브랜드체험, 충

성도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감성적 몰

입만을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른 하위

차원의 몰입에 대한 연구의 진척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

정이다.

화장품은 소비자들의 기호와 감성이 매우 중요한 제품

이며 또한 직접적인 상품의 테스팅이 브랜드태도와 실

제 구매행동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

서 화장품 브랜드의 체험마케팅은 고객과 브랜드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

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Hwang & Lee, 2011). 국

내 중저가 화장품은 2002년 ‘미샤’가 처음 브랜드 점포

를 오픈한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중저가 화장

품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고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나 수입 화장품과는 달리, 각 브랜드의 개별 점

포가 주요 유통채널이다. 중저가 화장품이 성장함에 따

라 화장품 브랜드 점포는 로드샵(road shop)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등에도 진출하면서 브랜드 점포

는 국내 화장품 시장을 이끄는 주력 유통채널로 자리

잡았다. 중저가 화장품이 각 브랜드만을 취급하는 브랜

드 점포를 통해 유통됨에 따라, 각 점포는 브랜드 아이

덴티티와 차별화의 핵심요소가 되었고, 각 브랜드에서

는 점포의 인테리어, 다양한 이벤트나 서비스 등 점포

안에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소비자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점포에서 제

품을 구매하면서 다양한 브랜드체험을 접하게 된다. 각

각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점포에서는 하나의 브랜드

제품만을 판매하며 제품, 서비스 및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마케팅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

서 보면 점포 내에서의 체험을 통해 소비자-브랜드 점

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중저가 화장

품 브랜드의 경쟁적인 체험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의

브랜드충성 및 전환(switch)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저가 화장품의 주요 고객은 10대와 20대의 젊은 여

성들이다. 성인 여성 중 화장품 구입 비중이 가장 높은

20대의 중저가 화장품 제품 구매가 가장 두드러지기는

하지만(Lee, 2016), 최근에는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10대들도 중저가 화장품 매출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고객으로 주목받고 있다(Hyeon & Im, 2018).

2000년대 초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10대 화장품 시장은

매년 20% 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그 시

장규모가 약 3,000억 원에 이르렀다(S. R. Kim, 2018). 화

장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20대 여성들은 화장을 줄이는 반면에 10대들의

화장빈도와 관심은 크게 높아지고 있고(M. S. Kim, 2018),

유튜브(YouTube)를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매체에서는 10대를 타겟으로 하는 뷰티 프로그램이 증

가하고 있다. 10대와 20대 여성 화장품 소비자를 비교

한 Yu and Lee(2018)의 최근 연구에서는 10대 소비자는

20대에 비하여 종업원의 친절, 쾌적한 점포분위기, 제품

시연 및 테스팅, 메이크업 서비스 등의 점포 내에서의

체험과 관련된 속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이가

나타났다. 브랜드체험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몰입과의 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

혀져 왔으며(Keiningham et al., 2017; Lemon & Verhoef,

2016),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브랜드충성도에 영

향을 미친다(Brakus et al., 2009). 따라서 점포 안에서

의 브랜드체험은 10대 소비자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에 대한 충성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장품 소비행동을 다

룬 선행연구는 대부분 20대 이상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

로 하였고, 1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

한적이다. 최근 시장점유율이 커지고 있는 10대 소비자

시장은 고유의 소비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

한 마케팅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브랜드의 개별 점

포 내에서의 체험과 몰입의 종류를 확인하고 궁극적으

로 10대 소비자의 브랜드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하는 연구는 그 시의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점

포 내 체험, 브랜드몰입, 충성도를 조사하고자 하였으

며, 브랜드체험과 브랜드몰입을 다차원으로 다루어, 브

랜드체험과 브랜드몰입에 대한 각각의 하위 차원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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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

구의 목적은 (1)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점포에서의 브

랜드체험과 브랜드몰입의 다차원적 하위 개념을 확인

하고, (2) 중저가 화장품 점포 내에서의 브랜드체험이

브랜드애착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있

다. 브랜드체험은 Brakus et al.(2009)의 제안을 바탕으

로 감각적, 감성적, 행동적, 지적 경험을 포함하였으며,

브랜드몰입은 Keiningham et al.(2015)이 제안한 소비자

몰입의 다섯 요소(감성적, 규범적, 경제적, 강제적, 습관

적 몰입)를 활용하였다. 또한 10대 소비자들 중에서도

68.9%가 기초화장품은 물론 색조화장품도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된(Hyeon & Im, 2018), 여자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1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에 대

한 체험과 몰입의 측정도구에 대한 구성요인을 밝힌 선

행연구의 부재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다차원적 하

위 개념을 확인하는 것을 첫 번째의 목적으로 하였다.

더불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주요 유통채널이 개별

점포인 점과 각 점포에서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관

련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체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특성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점포 내에서의 브랜드체험

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브랜드몰입 및 충성도에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브랜드체험, 브랜드몰입, 충성도의

관계에 있어 다차원적 개념의 체험과 몰입유형을 동시

에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각각의 브랜드몰입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브랜

드체험 유형을 파악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개발을 위한 실무적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주요

소비자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10대 여고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체험마케팅의 전략 수립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10대 여고생의 화장품 소비성향

성인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화장이나 화장품 소비가

20대 젊은 여성을 넘어 10대로 확산된 것은 오래 전은

아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화장품이 1980년대 말부

터 등장한(Cha, 2006) 이후, 최근에는 화장하는 연령대

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로 빠르

게 확대되고 있다. 녹색건강연대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

생 24.2%, 중학생 52.1%, 고등학생은 68.9%가 색조화

장 경험이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용 화장

품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이는 10대 화장품 시장의

높은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Hyeon & Im, 2018). 이와

같이 뷰티 시장에서 10대는 구매력이 있는 주요 고객으

로 부상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10대 전용화장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유통업계 중 편의점은 접근성과 가

성비를 앞세워 10대 전용화장품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

고 있다(Lee, 2018). 10대의 화장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에, 20~30대 여성들은 ‘탈코르셋’ 운동을 전개하며 색

조 등의 화장을 대폭 간소화하고 천연성분의 화장품,

자연스러운 화장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M. S. Kim, 2018). 10대 여성이 화장품 시장의 주요

소비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의 화장품 소비 및 관련

행동이 성인 여성들과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

직까지 10대를 대상으로 한 화장 관련 연구는 매우 부

족하다.

10대 청소년의 소비특성은 충동구매, 또래집단의 모

방소비적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높은 광고매체의 영

향을 들 수 있으며, 브랜드의 상징적 효과가 크고, 학업

부담감으로 특별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구매행위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낀다(LeeJu, 2017). 청소

년들은 모방과 차별화를 동시에 강하게 추구하는 모순

적 소비지향성으로 인해 또래집단과 TV 등의 매스 미

디어와 연예인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Cha, 2006). 벨기

에 10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TV 시청과 외모관리행동

의 상관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Trekels

& Eggermont, 2017), TV 시청 횟수가 높은 소녀들은 그

후에 외모관리 특히 색조화장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 여고생의 연예인 모방유형과 교복 변

형, 헤어스타일, 화장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에서는(Choi, 2012), 연예인의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는 여고생이 특히 화장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예인과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큰 영향

을 미치는 특성은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가 청

소년에게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외

모비교는 호주 중고등학생의 태양으로부터의 피부보호

행동(Hutchinson et al., 2015), 중국 중고등학생들의 얼

굴에 대한 관심과(Jackson & Chen, 2008)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중에서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기초 및 색조

화장품의 사용빈도와 전문적인 피부관리빈도가 높으며

(Lee, 2012), 화장품 선택 시 여고생이 여중생보다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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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과 품질을 더 중요시하고, 여중생은 여고생들보

다 브랜드이미지와 색상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Cho & Chun, 2000). 여고생과 20대 여성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점포태도와 재방문의도를 비교한 연구에

서(Yu & Lee, 2018), 여고생들은 20대 여성들보다 감성

적, 규범적 점포애착이 높았고, 여고생들의 감성적 점포

애착은 점포태도나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20대에서는 감성적 애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20대에 비해 10대 여고생들의 화장품 구매 관

련 행동에 감성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

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연구가 미흡한 10대 청소년 중

에서 가장 활발한 화장행동을 보이는 여고생들의 화장

품 관련 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브랜드체험과 브랜드몰입

브랜드마케팅에 있어 브랜드-소비자 관계 관리의 중

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다(Berry, 1983; Ja-

ckson, 1985). 특히, 다양한 브랜드 관련 자극물에 노출

되는 현대사회의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브랜드를 선택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브랜드체험을 통한 우

호적인 브랜드-소비자 관계의 정립이 필수적이다(Berry

et al., 2002; Iglesias et al., 2011; Pine II & Gilmore, 1998).

긍정적인 브랜드체험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선호하고 구매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다양한 브랜드

관련 체험을 통해 특정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브랜드체험의 제

공은 여러 기업과 브랜드의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 여겨

지고 있다(Kim & Han, 2009).

Brakus et al.(2009)의 정의에 따르면, 브랜드체험이란

브랜드와 관련한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느낌(sensations),

감정(feelings), 인식(cognitions), 행동적 반응(behavioral

responses)의 총체적 구성이며, 브랜드 관련 자극에는 소

비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특정 브

랜드의 디자인과 정체성(예, 상표명, 로고, 사인), 포장,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예, 광고, 브로셔, 웹사이트) 및 브

랜드의 제품이 광고되고 팔리는 다양한 환경(예, 매장,

이벤트 장소)이 포함된다(Chinomona, 2013). 이에 따라

브랜드체험은 일반적으로 다차원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의류 플래그쉽 매장에서의 소비자 체험유형을 Schmitt

(1999)의 다섯 가지 체험모듈을 적용하여 분석한 Kim

and Han(2009)의 연구에서는 감각, 감성, 인지적 요소와

관련한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체험유형과 행동, 관계적

요소를 포함하는 간접적이며 사회적인 체험유형으로 브

랜드체험을 구분하였다. Hong et al.(2016)은 감각, 감성,

인지, 행동의 네 가지 체험유형을 브랜드 커피전문점에

서의 브랜드체험에 적용한 결과, 감각적 감성(sense-feel)

체험과 인지적(think) 체험의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Lee and Hwang(2010)의 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체험마케팅 유형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는 감각, 관계, 감성, 행동, 인지적 체험의 다섯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Zhang and Rhee(2017)는 중

국 관광객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체험을 감성적 체험과

인지적 체험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요인분석 결

과 단일 차원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즉, 브랜드체험의

요인은 소비자, 브랜드, 제품, 유통채널의 특징에 따라

주요 체험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Hong et al., 2016; Kim

& Han, 2009; Shim & Han, 2014).

다양한 브랜드 관련 자극을 통해 긍정적인 브랜드체

험을 경험한 소비자는 해당브랜드에 대한 우호적인 감

정 및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브랜드에 대한 소

비자의 몰입수준으로 나타난다(Keiningham et al., 2017).

브랜드몰입은 소비자의 브랜드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욕구로 이해될 수 있다(Moorman et al.,

1992).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브랜드-소비자 관계를 브랜

드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애착에 중점

을 두고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Hong et al., 2016; Lee &

Suh, 2012; Lee et al., 2010; Park et al., 2010). 특히, 브랜

드체험과 몰입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는 브랜드체험에 대해서는 다차원의 개념을 적용하였

지만, 브랜드몰입은 감정적 몰입의 단일 차원으로만 분

석하였다(Hong et al., 2016; Hwang & Lee, 2011; Lee &

Suh, 2012; Lee et al., 2010; Lemon & Verhoef, 2016).

예를 들어, Hwang and Lee(2011)의 연구에서는 화장품

브랜드숍에서의 인지, 행동, 관계적 체험이 소비자의 감

정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Lee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감성적, 행동적, 지성적 체험이

감성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하

지만, 브랜드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형성되는 브

랜드-소비자의 관계는 감정적 몰입의 단일 차원만으로

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 Keiningham et al.(2015)은 최근

연구에서 감성적, 규범적, 경제적, 강제적, 습관적 몰입

을 포함하는 다섯 가지의 소비자 몰입에 대한 구성개념

을 제안하였다.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에서는 즐거운

경험이나 체험으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 즉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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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평가

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규범적 몰입, 특정 브랜드의 소

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의 인식으로 형성

되는 경제적 몰입, 다른 적절한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특정 브랜드를 소비하게 되는 강제적 몰입, 예전

부터 이용해왔기 때문에 형성된 습관적 몰입도 포함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다섯 가지의 몰입요

소는 다양한 브랜드체험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Kein-

ingham et al., 2017). 점포 내에서 소비자에게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제품 관련 경

제적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경

우에는 감성적 몰입과 경제적 몰입의 형성이 점포 내에

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 등

의 사회책임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비자들에게는 각 브랜드가 행하고 있는 친환

경적 경영 방침이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성향과

일치했을 때 브랜드에 대한 규범적 몰입이 형성될 수 있

을 것이다. 대부분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제품은 저

렴한 가격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방

문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는 점포를 이용하게 되는 경향

을 보이는데 이는 점포에 대한 강제적 몰입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또한, 피부와의 적합성 등이 제품

을 선택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여

성 소비자는 예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

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소비경향인 습관적 몰

입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

행연구들과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특성을 토대로 다

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점포 내에서의 브랜드

체험은 브랜드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브랜드몰입과 충성도

브랜드충성도란 브랜드에 대한 깊은 긍정적 감정 및

높은 선호도를 의미하며,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애착이나 몰입의 정도로 정의되기도 한다(Aaker, 1991).

하지만 브랜드충성도는 다른 대안 브랜드로의 전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브랜드를 재구매하는 행동

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브랜드몰입과는 다르며(Oliver,

1999), 브랜드몰입은 소비자의 충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Evanschitzky & Wunderlic,

2006; Thompson et al., 2005). 특정 브랜드에 대한 만족

스러운 체험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몰입상

태를 형성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브랜드에 대한 충

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Brakus et al., 2009;

Keiningham et al., 2017; Keiningham et al., 2015).

높은 충성도는 소비자의 향후 재구매행동이나 우호적

구전활동으로 이어지며, 경쟁 브랜드 제품의 구매행동

은 낮아지게 한다(Mittal & Kamakura, 2001). 따라서, 소

비자 충성도는 기업의 마케팅 및 운영비용의 절감과 수

익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마케팅과 소

비자 분야의 여러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상정되어져 왔

다. 예를 들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화장품 브

랜드의 점포속성과 브랜드체험이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Zhang and Rhee(2017)의 최근 연구

에서는 긍정적인 브랜드체험은 중국 소비자의 만족수

준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브랜드충성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대상인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의 관계를 고찰한 Hwang and Lee(2011)

의 연구에서는 화장품 브랜드숍에 대한 소비자 애착이

브랜드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외에도, Shim(2012), Sung et al.(2004), Kim and Yoo

(2008)의 연구에서도 브랜드충성도에 미치는 브랜드애

착의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밝혔다. 이렇듯 대부분

의 선행연구에서는 브랜드-소비자 관계에 있어 감성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브랜드에 대한 애착수준과 충

성도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밝혀왔다. 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항상 높은 브랜드충성도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의

마케팅 전략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브랜드체험으로부터

브랜드와의 감성적 관계 이외에도 규범적, 경제적, 강제

적, 습관적 몰입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소비자 관계에서 형성된 다차원적인 브랜드몰입과 충

성도 사이의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Keiningham et al.(2015)은 감성적, 규범적, 경제적,

습관적 몰입은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강제적 몰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더욱이 각각의 브랜드몰입 유형과 소비자 반응의

관계는 제품의 종류와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기 때문에(Keiningham et al., 2017; Keiningham et al.,

2015), 국내의 10대 화장품 소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

징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가설 2.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몰입수준은 충

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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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목적 및 가설 검증 과정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

저가 화장품 점포 내의 브랜드체험이 브랜드몰입의 형

성을 거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

으며,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브랜드체험

과 브랜드몰입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을 적용하였다. 중

저가 화장품 브랜드체험과 몰입에 대한 검증된 다차원

적 구성개념의 부재로, 이 연구에서는 브랜드체험과 브

랜드몰입의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과 신뢰도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변수의 구

성개념을 설정하였으며(연구목적 1), 이에 따라 구체적인

변수 간 경로를 연구모형으로 제시하고(연구목적 2), 이

와 관련되어 제안된 가설 1과 2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된 브

랜드체험, 브랜드몰입, 충성도에 대한 측정도구와 인구

통계학적 변수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중

저가 화장품 점포 내의 브랜드체험은 Brakus et al.(2009)

의 Brand experience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감각적, 감성적, 행동

적, 지적 경험에 대한 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2문

항을 포함한다. 브랜드몰입에 대한 측정도구는 Kein-

ingham et al.(2015)이 제안한 다섯 요소 소비자 애착모

델의 총 15문항을 활용하였다(감성적, 규범적, 경제적, 강

제적, 습관적 몰입에 대한 각 3문항). 충성도는 Jacoby

and Chestnut(1978)과 Chaudhuri and Holbrook(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나는 다음번에 화장품을 살 때,       점

포를 이용할 것이다’, ‘나는       점포에서 화장품을 계

속 구매할 것이다’, ‘나는       점포에 애착이 간다’의 3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조사참여자는 본 설문의 시작 전에,

최근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중저가 화장품 전문점

포를 한 곳 선택하였으며, 자신이 선택한 브랜드 점포

에서의 브랜드체험과 브랜드몰입, 충성도의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모든 연구변수의 측정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에는

조사참여자의 화장품 구매현황(최근 이용한 중저가 화

장품 전문점포, 월평균 화장품 구매액, 화장품 구매를

위한 정보원, 주요 화장품 구매처)과 인구통계학적 특

성(나이, 성별, 직업, 학력, 월평균 용돈)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최근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주요 소비자

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10대 여성 중 여고생을 모집단으

로 하였으며, 최근 한 달 이내에 중저가 화장품 점포를

방문하여 화장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소비자로 연구대

상을 한정하였다. 마케팅 리서치 회사의 여고생 패널을

대상으로 하는 임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였으며,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모든 설문문항에 응답한 총

175명의 유효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개발된 브랜드체험, 브랜드

몰입, 충성도 측정도구의 번역 및 타당화 과정을 위하여

번역-역번역 방법을 사용하였다(Hernández-Nieto, 2002;

Vallerand, 1989). 우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두 명의

패션전공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원 측정도구를 한글로

번역하였고, 번역한 결과물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수

정, 보완하였다. 한국어로 번역된 측정도구는 영어와 한

국어에 능통하며 원 측정도구를 접한 적이 없는 패션마

케팅 전공 교수가 영어로 역번역하였고, 그 결과물과 원

본의 의미가 다른 문항은 세 명의 연구자의 토의를 통해

수정되었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활용

하여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vari 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연구모형의 적합성 및

변수들 간의 경로분석은 AMOS 18.0을 이용하였다. 구

조방정식 모형의 모델 적합도 평가기준은 Byrne(2010)

과 Hu and Bentler(1999)의 제안을 따라 Chi-squared

Statistics, Incremental Fit Index(IFI>.95), Tucker-Lewis

Index(TLI>.95), Comparative Fit Index(CFI>.95), 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RMSEA<.05)을 확인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표본특성

응답자의 평균나이는 17.4세(S.D.=.77)였으며, 응답자

의 과반수(n=98, 56%)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Table 1). 최근 한 달 동안 이니스프리(n=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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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가 가장 많이 이용된 중저가 화장품 전문점포이

었으며, 에뛰드하우스(n=106, 60.6%), 아리따움(n=88,

50.3%), 더페이스샵(n=87, 49.7%), 토니모리(n=76, 43.4%),

스킨푸드(n=65, 37.1%), 미샤(n=61, 34.9%), 네이처리퍼

블릭(n=52, 29.7%), 홀리카홀리카(n=21, 12.0%), 잇츠스

킨(n=10, 5.7%), VT코스메틱(n=5, 2.9%) 순으로 조사되

었다(복수응답). 최근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중저가

화장품 전문점포를 한 곳만 선택하는 문항에 있어서도

유사한 응답결과가 나타났다[단일응답; 이니스프리(n

=46, 26.3%), 에뛰드하우스(n=23.4%), 아리따움(n=24,

13.7%), 더페이스샵(n=21, 12.0%), 토니모리(n=15, 8.6%),

네이처리퍼블릭(n=8, 4.6%), 미샤(n=8, 4.6%), 스킨푸드

(n=7, 4.0%), 홀리카홀리카(n=2, 1.1%), VT코스메틱(n

=2, 1.1%), 잇츠스킨(n=1, 0.6%)]. 화장품의 주요 구입처

(복수응답)는 전문점(n=98, 56.0%)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n=90, 51.4%), 방문판매-인터넷

(n=57, 32.6%), 백화점(n=43, 24.6%), 대형할인점(n=29,

16.6%), 면세점(n=14, 8.0%), 홈쇼핑(n=7, 4.0%)의 순으

로 조사되었다. 화장품에 대한 정보(복수응답)는 인터넷

커뮤니티/블로그(n=128, 73.1%)에서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변사람들(n=120, 68.6%), SNS(n=111, 63.4%),

유튜브(n=59, 33.7%), 1인 방송 등 동영상(n=47, 26.9%),

화장품 정보어플(n=44, 25.1%), 판매원/매장(n=40, 22.9%),

기업 인터넷 사이트(n=24, 13.7%), TV(n=17, 9.7%), 잡

지 및 신문(n=7, 4.0%) 순이었다. 조사응답자의 한 달 용

돈은 10만 원 미만(n=127, 72.6%)과 1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n=45, 25.7%)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월평균

1만 원 이상~3만 원 미만(n=91, 52.0%)을 화장품 구매를

위해 소비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1만 원 미만(n=

46, 26.3%), 3만 원 이상~5만 원 미만(n=27, 15.4%) 등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과 브랜드체험

과 브랜드몰입의 측정도구에 대한 하위 차원을 확인하

기 위해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과 문항 간 내적신뢰

도인 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연구목적 1). 우선, 주

요 변수인 브랜드체험, 브랜드몰입, 충성도의 차원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ies n %

Age

16 25 14.3

17 57 32.6

18 88 50.3

19 5 02.9

Home region

Seoul 55 31.4

Metropolitan cities 45 25.7

Gyeonggi-do province 43 24.6

Others 32 18.3

Mass cosmetic brands used during last month
a

Innisfree 118 67.4

Etude House 106 60.6

Aritaum 88 50.3

The Face Shop 87 49.7

TONYMOLY 76 43.4

Skin Food 65 37.1

MISSHA 61 34.9

Nature Republic 52 29.7

Holika Holika 21 12.0

It's Skin 10 05.7

VT Cosmetics 5 02.9

a: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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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Variable Categories n %

Mass cosmetic brand using most frequently 

Innisfree 46 26.3

Etude House 41 23.4

Aritaum 24 13.7

The Face Shop 21 12.0

TONYMOLY 15 08.6

Skin Food 7 04.0

MISSHA 8 04.6

Nature Republic 8 04.6

Holika Holika 2 01.1

It's Skin 1 00.6

VT Cosmetics 2 01.1

Major place to purchase cosmetic products
a

Brand store 98 56.0

Internet 90 51.4

Door-to-door sales (Internet) 57 32.6

Department store 43 24.6

Discount store 29 16.6

Duty free 14 08.0

Home shopping 7 04.0

Source for information about cosmetic products

Internet community/Blog 128 73.1

Friends or acquaintances 120 68.6

SNS 111 6.34

YouTube 59 33.7

Vlogs/1 person broadcasting 47 26.9

Cosmetic information Apps 44 25.1

Salesperson/Store 40 22.9

Brand homepage 24 13.7

TV 17 09.7

Magazines/Newspapers 7 04.0

Monthly pocket money

Less than 100,000 won 127 72.6

100,000-less than 300,000 won 45 25.7

300,000-less than 500,000 won 2 01.1

500,000-less than 1,000,000 won 1 00.6

Monthly spending to purchase cosmetic products

Less than 10,000 won 46 26.3

10,000-less than 30,000 won 91 52.0

30,000-less than 50,000 won 27 15.4

50,000-less than 100,000 won 8 04.6

100,000-less than 200,000 won 2 01.1

200,000-less than 300,000 won 0 00.0

300,000 won or over 1 00.6

a: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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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시, 한 요인에 .50 이상의 요인적재량을 가지며

또 다른 요인에 .30 이상의 요인적재량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Hair et al.(1998)의 제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브랜드체험의 12문항에 대해서는 교차적재의 문

제점이 보인 지적 체험 관련 두 문항이 제거된 후, 두 개

의 요인이 추출되었다(Table 2).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점포에서의 쇼핑 시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여섯

문항으로 구성된 첫 번째 요인은 ‘감성적 체험(Affective

experience: AE)’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점포

내에서의 이벤트 참여 및 제품 체험과 관련된 네 문항

으로 구성되어, ‘행동적 체험(Behavioral experience: BE)’

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가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체험유형을 감성적 경험과 인지적 경험으로 구분

한 Kim(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Brakus et al.

(2009)이 제안한 감각적 및 감성적 체험은 모두 브랜드

와 관련한 경험으로부터 생기는 소비자의 감정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여고생은 중저가 화장품 점

포에서의 경험으로부터 감각적 체험과 감성적 체험을

구분하여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kus et al.

(2009) 의 브랜드에 대한 지적 체험은 브랜드에 대한 호

기심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과정을 유발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여고생이 느끼는 중저

가 화장품 점포에서의 쇼핑은 지적 체험과는 크게 관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몰입의 15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에서는 규범적 몰입에 관한 3문항이 교차적재의 문제점

으로 제외되었다. 이후, 12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네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Table 3). 본 연구에서

는 Keiningham et al.(2015)이 제시한 강제적 몰입의 3문항

과 습관적 몰입의 1문항(‘편리함을 제외하곤, 내가       점

포를 이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이 하나의 요인을 구

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다른 대안이 없어서 해

당 점포를 이용한다는 문항들로 구성된 이 요인은 강제

적 몰입(Forced commitment: FC)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감성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AC)의 3문항, 경제

적 몰입(Economic commitment: EC)의 3문항, 습관적 몰

입(Habitual commitment: HC)의 2문항이 각 요인을 구성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성도의 3문항에 대한 탐색

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하나의 단일 차원 요인이 도출

되었다(Table 4). 각 요인별 내적일관성 신뢰도 검사결

과, 모든 요인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70 이상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구성개념 및

변수구성의 최적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변수를 구성하는 각

요인에 대한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값이 계산되었

다. 최종 모델의 적합도는 χ
2
=324.14, df=225, p=.000, IFI

=.97, TLI=.96, CFI=.97, RMSEA=.05로 만족할만한 수

준이었으며, 표준적재치,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값

도 모두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또

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주요 구성개념들의 판별타당성

Table 2. Results of EFA for brand experience

Factor name Item
EFA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Affective

Experience

 store makes a strong impression on my

visual sense or other senses.
.74

5.18
51.78

(51.78)
.91

I find        store interesting in a sensory way. .87

 store appeal to my senses. .91

 store induces feelings and sentiments. .90

I have strong emotions for        store. .75

 store is emotional brand store. .69

Behavioral

Experience

I engage in product tests and events when I visit 

       store.
.76

1.69
16.92

(68.70)
.81

 store results in bodily experiences. .85

 store is action oriented. .87

I engage in a lot of thinking when I am shopping

at         store.
.64

Excluded items due to cross-loadings

 store makes me think.

 store stimulates my curiosity and problem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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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었다(Table 6). 즉, 각 구성개념에 대한 AVE 값

이 두 구성개념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큰 것이 확인

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점포에 대한 여고생의 브랜드

체험, 브랜드몰입, 충성도의 수준에 대한 평균분석 결

과, 브랜드체험과 관련해서는 감성적 체험(µ=5.01, S.D.

=1.04)에 대한 인식이 행동적 체험(µ=4.66, S.D.=1.07)

에 대한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몰입의

네 요인에 대해서는 감성적 몰입(µ=4.85, S.D.=1.02)이

가장 높았으며, 습관적 몰입(µ=4.42, S.D.=1.23), 경제적

몰입(µ=4.28, S.D.=1.20), 강제적 몰입(µ=3.31, S.D.=

1.2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

석결과에서는 강제적 몰입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 사이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

졌다. 브랜드체험의 두 요인인 감성적 체험과 행동적 체

험은 강제적 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강제적

몰입은 경제적 몰입과 습관적 몰입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충성도와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3. 연구모형 제시 및 검증

이 연구에서는 브랜드체험과 브랜드몰입의 측정도구

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Table 3. Results of EFA for brand commitment

Factor name Item
EFA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Forced

Commitment

I use      store only because I have no other choice. .86

4.07
33.90

(33.90)
.83

If I had another option, I'd stop using      store. .89

There are a few alternatives      to store that I can

use.
.69

There is no special reason to prefer      store except

for convenience.
.78

Affective

Commitment

I take pleasure in being a customer of      store. .76

2.77
23.11

(57.01)
.88

 store is the provider that takes the best care of

its customers.
.93

I get back what I put into my relationship with       

store.
.90

Economic

Commitment

It pays off economically to be a customer of       

store.
.76

1.38
11.52

(68.53)
.86

I would suffer economically if the relationship were

broken.
.89

The economic benefit of dealing with      store is

more than the costs.
.89

Habitual

Commitment

I prefer      store just out of habit. .82

1.01
08.39

(76.92)
.75I use      store primarily because that is what I've

been doing for a while.
.87

Excluded items due to cross-loadings

My attachment to      store is mainly based on the similarity of our values.

Because of the values      stands for, being a customer feels like the right thing to do.

I prefer      store to others because it stands for values that are important to me.

Table 4. Results of EFA for loyalty

Factor name Item
EFA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Loyalty

I will use       store the next time I buy cosmetic

products.
.92

2.42 80.80 .88
I intend to keep purchasing from        store. .92

I am committed to        store.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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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CFA

Construct Item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AVE CR

Affective 

Experience

     store makes a strong impression on my visual sense or other senses. .67 -

.63 .91

I find      store interesting in a sensory way. .82 13.61***

     store appeal to my senses. .94 11.05***

     store induces feelings and sentiments. .87 10.56***

I have strong emotions for         store. .79 09.14***

     store is emotional brand store. .64 08.10***

Behavioral 

Experience

I engage in product tests and events when I visit       store. .67 -

.58 .84
     store results in bodily experiences. .87 09.72***

     store is action oriented. .84 09.85***

I engage in a lot of thinking when I am shopping at      store. .63 07.37***

Forced 

Commitment

I use      store only because I have no other choice. .83 -

.58 .84
If I had another option, I'd stop using      store. .86 12.33***

There are a few alternatives to         store that I can use. .67 09.54***

There is no special reason to prefer      store except for convenience. .66 09.34***

Affective 

Commitment

I take pleasure in being a customer of      store. .72 -

.71 .88     store is the provider that takes the best care of its customers. .87 11.87***

I get back what I put into my relationship with      store. .91 12.08***

Economic 

Commitment

It pays off economically to be a customer of      store. .69 -

.67 .86I would suffer economically if the relationship were broken. .80 10.40***

The economic benefit of dealing with      store is more than the costs. .95 11.10***

Habitual 

Commitment

I prefer      store just out of habit. .83 -
.61 .75

I use      store primarily because that is what I've been doing for a while. .73 07.91***

Loyalty

I will use      store the next time I buy cosmetic products. .89 -

.72 .88I intend to keep purchasing from      store. .90 16.12***

I am committed to      store. .74 12.18***

***p<.001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matrix of the model constructs

Variables Mean (S.D.)
Correlations

AE BE FC AC EC HC Loyalty

AE 5.01 (1.04) 1.00 - - - - - -

BE 4.66 (1.07) 0.47*** 1.00*** - - - - -

FC 3.31 (1.20) 0.02*** −.01*** 1.00*** - - - -

AC 4.85 (1.02) 0.62*** .56*** −.03*** 1.00*** - - -

EC 4.28 (1.20) 0.28*** 0−.53*** −.15*** .41*** 1.00*** - -

HC 4.42 (1.23) 0.39*** −.36*** −.30*** .36*** .40*** 1.00*** -

Loyalty 5.21 (0.97) 0.52*** −.40*** −.15*** .51*** .37***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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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 Affective experience; BE: Behavioral experience; FC: Forced experience; AC: Affective commitment; EC: Economic commit-

ment; HC: Habitu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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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들의 구성개념이 설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변

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가 연구모형으로 제시되었

으며,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점포

내에서의 브랜드체험이 여고생의 브랜드몰입의 형성을

거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연구목적 2;

가설 1과 2).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전체적인 구

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
2
=327.64, df=232, p=.000, IFI=

.97, TLI=.96, CFI=.97, RMSEA=.05로 만족할만한 수

준이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변수 간 경로의 검

증결과는 표준화 계수와 함께 <Table 7>과 <Fig. 1>에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1은 중저가 화장품 점포에서의 브랜드체험

은 브랜드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

다. 브랜드체험의 두 요인[감성적 체험(AE); 행동적 체

험(BE)]과 브랜드몰입의 네 요인[강제적 몰입(FC); 감성

적 몰입(AC); 경제적 몰입(EC); 습관적 몰입(HC)]의 구

성개념이 확인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총 8개의 경

로가 검증되었다. 우선, 중저가 화장품 점포 내에서의 감

성적 체험(AE)은 10대 여성 소비자의 감성적 몰입(AC)

과 습관적 몰입(HC)의 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이 확인되었다(AE→AC: β=.45, t=5.61, p<.001;

AE→HC: β=.40, t=3.76, p<.001). 이에 반해, 중저가 화장

품 점포 내에서의 행동적 체험(BE)은 10대 여성 소비자

의 감성적 몰입(AC)과 경제적 몰입(EC)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E→AC: β=.37, t=

4.95, p<.001; BE→EC: β=.62, t=5.51, p<.001). 감성적 체

험이 강제적 몰입과 경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행동

적 체험이 강제적 몰입과 습관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적, 행

동적 브랜드체험은 모두 10대 여성 소비자의 감성적 몰

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브랜드

-소비자 관계에 있어 감성적 애착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

석한 여러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Hwang & Lee,

2011; Lee et al., 2010), 소비자는 중저가 화장품 점포에

서 제품의 직접적인 사용 등의 즐거운 경험을 통해 브랜

드에 대한 우호적인 감성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긍정적인 감성적 체험은 여자 고등학생으

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해당 브랜드의 점포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며, 직접적인 행동적 체험은 점포에서의 구매로

인한 경제적 혜택의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문제 3의 검증을 위해 브랜드몰입의 네 요인이

충성도에 미치는 네 개의 경로를 시험한 결과, 경제적 몰

입을 제외한 강제적 몰입, 감성적 몰입, 습관적 몰입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되었

다. Keiningham et al.(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강제적 몰입은 충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C→Loyalty: β=−.43, t=−5.87, p<

.001), 감성적 몰입과 습관적 몰입은 충성도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AC→Loyalty: β=

.28, t=3.78, p<.001; HC→Loyalty: β=.50, t=5.50, p<.001).

브랜드-소비자 간의 감성적 관계가 가까울수록 브랜드

점포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갖는다는 분석결과는 여러

Table 7. SEM results and hypothesis testing

Path Std. path estimate Std. error t p

H1

AE → FC −.11 .16 −1.18 .240

AE → AC .45 .11 5.61 .000

AE → EC −.12 .09 −1.44 .149

AE → HC .40 .15 3.76 .000

BE → FC −.06 .11 −.60 .550

BE → AC .37 .07 4.95 .000

BE → EC .62 .09 5.51 .000

BE → HC .10 .09 .97 .335

H2

FC → Loyalty −.43 .05 −5.87 .000

AC → Loyalty .28 .07 3.78 .000

EC → Loyalty .06 .08 .88 .377

HC → Loyalty .50 .09 5.50 .000

χ
2
=327.64, df=232, p=.000, IFI=.97, TLI=.96, CFI=.97, RMSEA=.05

AE: Affective experience; BE: Behavioral experience; FC: Forced experience; AC: Affective commitment; EC: Economic commit- 

ment; HC: Habitu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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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Hwang & Lee, 2011; Kim

& Yoo, 2008). 또한, 특정 점포에서의 반복적이고 자동적

인 구매행동은 소비자의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연관하여, Shah et al.(2014)은

습관화(habituation)는 고객충성도와 고객자산(customer

equity)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

다. 즉, 소비행동의 습관화는 똑같은 구매행동을 무의식

적으로 반복하게 하여, 해당 브랜드의 점포에 대한 충

성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경제적 몰입과 충성도

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einingham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몰입과 소

비자의 재구매의도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밝혔다. 적

립금이나 포인트, 쿠폰, 세일 등의 경제적 혜택의 제공은

소비자의 재구매행동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브랜드

점포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10대 여고생의 중저가 화장품 점포 내의

브랜드체험이 브랜드몰입의 형성을 거쳐 충성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를 선행연구의 고찰과 각 연구변

수의 구성개념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된 연구모형의

검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브랜드체험 및 브랜드

몰입이 소비자 반응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여

러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이 연구가 갖는 가장 큰 차별

성은, 주로 감성적 브랜드-소비자 관계만을 고찰한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감성적 몰입과 함께 강제적, 경제적,

습관적 몰입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을 동시

에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10대 소비자의 중저가 화

장품 브랜드 체험 및 몰입에 대한 개념의 차원을 확인

했다는 학문적 기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변수의 구성개념을 설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모형에서의 구체적인 변수 간

경로가 제시되었다. 연구변수에 대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브랜드체험에서는 두 개의 요인[감성적

체험(AE), 행동적 체험(BE)]이 추출되었으며, 브랜드몰

입은 네 개의 요인[강제적 몰입(FC), 감성적 몰입(AC),

경제적 몰입(EC), 습관적 몰입(HC)]으로 구성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점포 내에서의 감성적 체험과

행동적 체험은 모두 브랜드몰입의 형성을 거쳐 브랜드

에 대한 여고생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각 체험을 통해 형성되는 몰입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중저가 화장품 점포에서의 체험

으로 즐거운 기분을 갖게 된 여고생은 해당 브랜드에 대

해 감성적, 습관적 몰입을 갖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높은 충성도로 이어졌다. 또한 점포에서의 다양

한 제품 관련 체험의 경험은 여고생의 감성적, 경제적

몰입을 높이게 하며, 이 중 감성적 몰입은 충성도에 긍정

Fig. 1. Results of struct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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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제품

이나 이벤트의 참여 등의 체험으로 알게 된 해당 점포에

서의 쇼핑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몰입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여고생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다

른 대안 제품 및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브랜

드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Oliver, 1999).

즉, 10대 소비자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이전부터 이용해

오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

하는 경향을 보이는 동시에, 더 좋은 경제적 혜택을 제

공하는 다른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에서의 구매도 선호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중저가 화장품 점포에 대한 여고생의 충성도에 영향

을 미치는 브랜드몰입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감성적

몰입과 더불어 강제적 몰입과 습관적 몰입이 주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브랜드몰입의 네 가

지 구성개념 중, 강제적 몰입은 중저가 화장품 점포 내

에서의 브랜드체험과는 연관이 없었다. 하지만, 강제적

몰입은 다른 몰입의 종류와는 다르게 소비자의 충성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저가 화장품 브랜

드의 마케터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

다. 경로분석 결과, 점포에서의 감성적 체험은 소비자의

습관적 몰입의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

적으로 그들의 충성도에도 영향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

졌다. 즉,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감성적 몰입의 중요

성과 더불어 강제적 몰입과 습관적 몰입 또한 10대 소

비자의 충성도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고생에게도 점포 내

에서의 감성적 및 행동적 체험 모두가 그들의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으로 화장품 기업

은 이들에게 감성적이고 직접 행동과 연결되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체험 중에서

도 즐거움, 기쁨, 사랑, 소속감 등의 감성과 연결된 체험

은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 선호 등과 같은 감성적 몰입

과 깊이 밀착되어 충성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감

성적 체험은 감성적 몰입뿐만 아니라 습관적 몰입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습관적 몰입은

감성적 몰입보다 충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습관적 몰입이 중요한 결과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이 저렴하고 한 브랜드의 서로 다른 점포

에서 제공되는 브랜드체험이 동일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들은 여고생들에게 감성적인 체험이 선호와 같은 감

성적 몰입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이고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점포의 수와 위치를 선택할 뿐 아니라 각종

미디어 및 온라인 매체, 구전 등을 통해서 브랜드와 익

숙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즉 여

고생들은 감성적인 체험으로 인하여 특정 브랜드와 익

숙해지는 관계가 형성될 때 그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여러 중

저가 브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편의점을 통한 제품 판매

전략은 접근성과 가성비의 강점이 있는 반면, 10대 소

비자의 브랜드몰입과 충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브

랜드체험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습관적 몰입의 중요성에 대비하여 강제적 몰입은 소

비자의 충성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와 유사

하게 Keiningham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강제적 몰입

은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졌다. 감성적 체험이나 행동적 체험 모두 강제

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서, 강제적

몰입은 브랜드 점포 안에서의 체험보다는 대체 브랜드

점포의 부재 등과 같은 다른 외적 원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알게 되는 경우에 나타난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방소비와 차별적 소비를 모두

지향하는 10대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

다. 자신의 의지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형성된 브

랜드 점포에 대한 강제적 몰입은 10대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 브랜드의 점포

와의 차별성을 내세워 긍정적인 브랜드몰입을 형성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10대 소비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브랜드 점포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

거운 여가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겠다.

행동적 체험은 감성적 몰입을 통해서 충성도에 영향

을 미치고 있으나, 행동적 체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몰입은 충성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점포에서의 행동적 체험은 여고생들의

선호와 관심 등과 같은 감성적인 측면에서 관계가 형성

되어야 충성도에 도움이 되고, 행동적 체험이 가격 인지

와 같은 경제적 관계는 충성도와 연결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감성적 몰입이 중요한 결과는 20대 소비자에게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행연구(Yu

& Lee, 2018)와 비교할 때, 여고생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은 감성적 몰입

을 강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요약하자면 감성적 체험과 행동적 체험 모두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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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을 통해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하위 차

원 간의 관계를 보았을 때, 여고생의 중저가 화장품 브

랜드 점포에 대한 충성도에는 감성적 체험이 행동적 체

험이 비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여고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들의 감성과 어울리고 깊

은 공감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

수적이라고 하겠다. 시각, 후각, 청각 등의 감각을 적절

히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연, 연예인 등을 활용한

즐거움, 재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10대들의 자존감을 높

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 등을 통해서 감성

적 체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성공적인 체험마케팅은 절대적인 브랜

드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브랜드

체험과 브랜드몰입의 하위 차원에 관한 결과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체험마케팅 전략의 수립 및 브랜드-소

비자 관계 관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조사참여자와 연구방법의 특성으로 인한 연

구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이 있어서 다양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Lim and Lee(2017)의 최근 연구를

보면 10대 소비자에게는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만큼

중요한 구입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연구의 주제를 온라인 쇼핑환경으로 확장하여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의 브랜드체험, 브랜드몰입, 충

성도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연구는 10대

소비자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체험과 몰입에

대한 차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

을 수립한 후, 구조방정식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연구

모형에 포함된 각 경로에 대한 가설 설정 및 이론적 설

명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브랜드 체

험, 몰입 및 충성도와의 경로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분

석이 필요하겠다. 또한 감성적, 행동적 브랜드 체험이 감

성적, 습관적 몰입을 통해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고찰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화장품 브랜드의 1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성개념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확대하거나 화장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Keiningham et al.(2015)이 제시한 브랜드몰입에 대

한 다섯 개의 구성개념 중, 규범적 몰입에 대한 3문항은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모두 제외되었다. 규범적 몰입

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개인이 추구하는 것과 일

치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것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나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개념으

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규범적 몰입의 요인이 제외

된 것은, 전반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소비자에 비해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이 낮

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아직까지 자신의 소

비행동에 대한 책임 관련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10대 소

비자의 특성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

을 검증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주로 20~30대의 젊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밝혀져 온

감성적 및 행동적 브랜드체험과 브랜드충성도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여고생에게도 동일하게 나온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한 연령대에 따른 브랜

드체험이 브랜드몰입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

이를 고찰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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