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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자들의 한국화장품에 대한 브랜드애착요인에 미치는
선행변인들과 충성도에 관한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손혜 김세범

요약

본 연구 목적은 중국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화장품에 대해 브랜드애착의 영향요인 즉 브랜드와
소비자의 자아일치성 브랜드 체험성 브랜드 관계성이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브랜드 애
착은 브랜드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여구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는 중국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였고 설문 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조사하였고 수집된 부중 부를 프로그램으로 최종분석을 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화장품에 대한 브랜드와 소비자의 자아이미지 일치성
브랜드 체험성 브랜드 관계성과 브랜드 애착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화장품브랜드 회사는 중국소비자의 소비특성과 자아
이미지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이미지 화장품브랜드를 개발함으로서 더 높은 소비자의 브랜드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브랜드애착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기업들은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와 애착을 촉진하도록 한국화장품기업이 긍정적이며 효과적인 지속적 관계유지 방
안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소비자가 한국 브랜드화장품에 대해 직접적인 체험을 하며 이를 통해 한국
브랜드화장품이 좋은 평가를 얻고 다양성 브랜드체험으로 통해 브랜드 애착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흥
미롭게 자극을 전달하는 전략적인 체험방안이 필요하다
핵심어 브랜드애착 브랜드 체험성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관계성 브랜드 자아 이미지 일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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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ffect brand attachment for Korean cosmetic brand among Chinese consumers. This study also
tries to confirm the effect of brand attachment on brand loyalty.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research,
a online survey was executed from July 12th to Sep. 28th, 2016. Out of 170 collected, a total number of
150 reliable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summar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ll three variables, self-image congruence, brand relationship, and brand experience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brand attachment. Second, the brand attachmen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brand loyalt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n cosmetics brand companies need to
understand cosmetics brand image and establish marketing strategy for self-image. Second, Korean cosmetics
companies need to take effective measure to promo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consumers and brand
attachment for Korean cosmetics. Third, Korean cosmetics companies need to find out a way to deliver
experiential value to Chinese consumers.
Keywords : Brand Attachment, Brand Experience, Brand Loyalty, Brand Relationship, Brand Self-Image
Congruity

서론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라 중국소비자들의 소비태도 변화와 아름다운 미의 추구에 따라 소비
자와 화장품 간의 관계는 점점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한류에 힘입어 한중자유무역협정 의 영
향으로 한국화장품산업이 중국시장에서 대표적인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기능이 우수하거나 저렴한 가격의 제품만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소비 스타일에 부합하는 감각 기분을 충족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자신의 모습이나 이미지가 남에게 비춰지길 바라는 자기자신의 모습
과 일치하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즉 중국소비자들의 소비관 변화에 따라 수많은 화장
품브랜드 가운데 구매 선택할 때 화장품의 기능적 품질 수준을 벗어나 그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
비자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면서 자아이미지를 표현하거나 자아이미지와 일치하는 브랜드 구
매를 통해서 장기적인 유대관계 즉 브랜드 애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
자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신뢰와 충성도가 더욱 강력해진다
또한 중국화장품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브랜드화장품에 대해 변화하는 요구에 따라 소비자와 브
랜드 관계는 단순히 소비자가 브랜드의 성과나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브랜드에 인격을
부여하여 마치 사람들 간의 관계처럼 진행된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와 같이 감정
적인 측면이 중요시 되면서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장기적인 간계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소비자의
심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브랜드 애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
행연구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들은 일반적 브랜드에 대해 체험을 통해 해당 브랜드에 대
한 이미지 감정 생각을 형성하고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 유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브랜드마케팅에서는 브랜드 기능적 혜택이 강조되었으나 오늘날 소비자들은 브랜드
체험을 더 요구한다 기업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기업이 고객 체험관리 없이 고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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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실시한다면 높은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그리고 만족스러운 판매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이다 더 이상 기업은 브랜드의 가격 제품 품질 등 전통적인 마케팅 믹스 전략만 가지고는 고
객 유지가 어려워 고객체험을 통해서 고객구매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브랜드체험은 기업의
경쟁우위의 원천이다 고객의 브랜드 체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감정 브랜드 체험을 구
분하는 연구가 관심을 끌어왔다 오랫동안 브랜드에 대해 체험한 소비자들이 브랜드와의 감정적
상호작용으로 해당 브랜드 애착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소비자와 브랜드 이미지일치성, 브랜드 관계성, 브랜드 체험성과 브랜드 애착과 같은 변수들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해왔지만 최근에 중국시장에 인기 있는 한국화장품브랜드에 대한 중국소비
자들의 화장품 브랜드 애착요인 중에 중국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소비자들의 한국화장품브랜드
애착요인(브랜드와 자아이미지 일치성, 브랜드 관계성, 브랜드 체험성)이 브랜드 애착 및 브랜드
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런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중국
시장의 소비자 행동연구에 발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과 가설
브랜드 애착요인과 브랜드애착
자아개념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자아이미
지는 다차원적인 요소로 구성되었다 즉 소비자의 실제적 자아
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인지하는 이미지고 이상적 자아
는 미래 되고 싶은 이미지이며 사회적 자아
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자신의 이미지이다 대부분의 자아이미지 관련 연구들은 소비자 자
아이미지와 브랜드이미지와의 일치성 측면에서 브랜드에 대해 선호 구매 애착 충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브랜드이미지와 소비자 자아이미지의 일치성을 브랜드 자아이미지일치성으로 정
의할 수 있다 브랜드 자아이미지일치성은 한국화장품브랜드를 쓰고 해당 화장품의 이미지와 자
기이미지 얼마나 일치하는지 즉 한국화장품브랜드의 이미지와 자기 실제적 이상적 이미지의 부
합도로 정의할 수 있다
자아일치성이 인터넷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자아일치성 브랜드 동
일성 브랜드 물입 브랜드 충성도 등의 변수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경제적 호텔브
랜드와 자아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일치성 브랜드 신뢰성은 브랜드애착에 유
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항공사 브랜드 개성의 자아이미지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를 소비자들은 선호하며 브랜드
개성이 자아이미지와 일치할 때 해당 브랜드 애착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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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와 자아이미지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브랜드의 현실적 자아
이미지 일치성과 이상적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브랜드 애착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한국화장품 브랜드에 대해 중국소비자들의 브랜드와 자아이미지 일치성은 브랜드 애착
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브랜드 관계이론은 관계마케팅 현장과 이론연구에서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는 이론이다 최
초의 브랜드 관계의 개념에 관한연구를 제안하였고 브랜드 관계는 소비자와 브랜드 태도간의 양방
향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다
즉 브랜드와 소비자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는 인지적 감성적
행동적 과정의 감정을 포함한다 또한 브랜드 관계성은 소비자가 브랜드 판단을 통한 평가를 의미
하며 브랜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인지적 및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단으로 정의하
였고 연구결과는 브랜드 관계성은 브랜드 애착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
하였다 브랜드 관계성이란 소비자와 브랜드 간에 서로 파트너로 관계를 형성되고 상호 의존하
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함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관점에서 브랜드가 가지는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브랜드 관계성은 중국소비자들이 한국화장품브랜드에 대한 사용한 경험을 통해서 신뢰
감 사랑 정직함 중요함 등을 느끼고 해당 화장품브랜드와 파트너처럼 장기간 유지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색조화장품을 대상으로 브랜드 경험이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 및 브랜드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의 하위요소들은 태도적 행동적 브랜드 충
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는 브랜드 애착
에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한국화장품 브랜드에 대해 중국소비자들의 브랜드 관계성은 브랜드 애착에 정 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브랜드 체험은 고객이 브랜드와 접촉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브랜드와 관련하여 쌓여
간다 브랜드체험은 일종의 대면 소통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들을 끌어 들이는 물리적 및 감성적
인 느낌을 준다 브랜드 체험은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가지는 인지적 감정적 정서적 사회적
물리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기업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하는 체험을 감각 감정 인
지 행동 그리고 관계로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이중 감각 감정 그리고 인지적 체
험은 고객들이 개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체험 유형이며 행동과 관계는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
게 되는 체험 유형으로 간주된다
한국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애착요인과 긍정적 행동 간의 관계연구에서 브랜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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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브
랜드 체험 구성요인이 브랜드 관계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브랜드 체험 중
에 인지경험을 제외한 감각체험 감성체험 행동체험은 브랜드 애착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한국화장품 브랜드에 대해 중국소비자들의 총체적 브랜드 체험성은 브랜드 애착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브랜드 애착과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애착
은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와의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마치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것처럼 그 브랜드에 대해 갖게 되는 정서적 유대감과 결
속감으로 정의하였다 즉 소비자는 브랜드에 대해 강한 자기 브랜드 인지도와 장기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형성된 정서적 유대관계로써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정서적 기
쁨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브랜드 애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의 실제 자아 일
치성과 이상적 일치성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충성도에 관한 연구를 다양하게 정의되어져 왔는데 마케팅 관점에서 볼 때 충성도는 매우 중요
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브랜드 충성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사용만족이 높은 경우에 높아지며
그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하게 되고 반복구매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중
국시장에서 한국의 한류효과 광고효과 국가이미지가 한국제품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는 데 중국화장품 시장의 동향 및 발전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브랜드 인지도와 브
랜드 선호도가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브
랜드 체험 감각적 체험 감성적 체험 행동적 체험 지적 체험 매개변수인 브랜드 개성 브랜드 감
정과 종속변수인 브랜드 충성도 등 변수간의 영향관계가 유효적임을 주장하였다
중국대학생을 대상으로 브랜드 애착 소비자 관성 브랜드 충성도 등 변수 간에 영향관계를 규
명하고 연구 결과는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한국화장품 브랜드에 대해 중국소비자들의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 충성도에 정 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실증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중국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배포 후 회수된 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답변 부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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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 처리는

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각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성 충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양쪽
의 상관계수는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은 표 와 같다
표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회귀분석 결과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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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과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소비자들이 한국화장품 브랜드에 대해 애착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브랜드 애착
요인 브랜드와 자아이미지 일치성 브랜드 관계성 브랜드 체험성 이 브랜드 애착의 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와 형성된 브랜드 애착과의 관계에서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와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브랜드 애착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국소비자와 한국화장품브랜드의 이미지 부합한다고 느낄수록 화장품브랜드에 대해 애착감정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브랜드와 소비자 자아이미지의 일치성은 브랜드 애착에
중요한 변수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 연구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화장품브랜드 회사는 중국소비자의 소비특성과 자아이미지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이미
지 화장품브랜드를 개발함으로서 더 높은 소비자의 브랜드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구매
행동과 브랜드애착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브랜드 관계성은 브랜드애착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소비자와
한국 화장품브랜드 간의 상호작용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높은 브랜드 애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드 관계성은 브랜드 애착에 중요한 변수임이 입증되었다 기업들은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와 애착을 촉진하도록 한국화장품기업이 긍정적이며 효과적인 지속적 관계유지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브랜드 체험성은 브랜드 애착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를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화장품브랜드의 감각적 감성적 인지적 행동적 체험의 총체
적 체험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소비자들의 브랜드 애착에 대해 영향력 있는 중요 변수임이 입증되
었다 이는 의 연구결과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소비자의 생활소비 수준이 높
아짐에 따라 제품의 지각된 품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브랜드 체험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고 생각한다 체험소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즐겁게 소비하는 소비느낌을 줄 수 있다 중
국소비자가 한국 브랜드화장품에 대해 직접적인 체험을 하며 이를 통해 한국 브랜드화장품이 좋은
평가를 얻고 다양성 브랜드체험으로 통해 브랜드 애착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흥미롭게 자극을 전달
하는 전략적인 체험방안이 필요하다

한계점
첫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주로 베이징에 있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편의 표본추출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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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중국의 생활수
준 차이가 지역 간에 있어서 본 연구는 대도시 베이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향후는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의 연령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후 연구에서는 브랜드
체험성 변수의 구성내용인 행동적 체험 감정적 체험 인지적 체험에 따른 소비자와 브랜드 애착
간에 어떤 영향관계를 있는지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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