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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ifestyle and gender effect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on the Korean apparel

brand experience.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various brand experiences on attitudes toward

Korean apparel brands. This study targets 355 Chinese university students who live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a Chinese students' lifestyle consists of four factors: adventure-seeking, sociability, individualism,

and materialism. Brand experience consists of five different experiences: cognitive, affective, relational, sen-

sory, and behavioral experience. Adventure-seeking lifestyle affects all five brand experiences and sociability

influences sensory and relational experience. Individualism influences relational and behavioral experience;

however, materialism affects four brand experiences (except sensory experience). Female students indicate

a higher level of brand experience (except relational experience than) male students. Finally, three brand ex-

periences (affective, sensory, and relational experience) impact brand attitud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along with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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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내 총생산

이 증가하면서 이는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신(新) 소비층이 주요 소비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소비행태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

다.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유학생 수출국이 되었

고 이에 따라 해외 소비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 교육열풍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에 유학

온 중국 학생이 급격하게 늘어나 재한 중국 유학생이

54,235명(2013. 12. 31 기준)으로 한국 전체 외국인 유학

생의 66%를 차지하고 있다(“중국 유학생 [Chinese stu-

dents in Korea]”, 2014). 중국의 젊은 소비자는 개성이

있는 삶을 선호하고 삶의 도전과 변화를 즐기게 되면서

점차 전통적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비경향

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신 소비층이라고 부른다. 특

히 이들은 한류를 통하여 헤어스타일이나 의상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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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예인의 패션스타일을 모방하고 한국 패션상품

의 선호도가 높아져 한국 패션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신 소비층의 특징을 보

여주는 젊은 중국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한국 패션브랜드에 대한 체험과 태도의 차이

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시장이 부상함에 따라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의복구매행동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

져 왔다. Park and Fei(2012)는 20대 중국 소비자를 대

상으로 패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 및 한류 현

상을 알아보았으며, Guo(2012)는 중국 신세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명품소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Xu and Hwang(2011)은 중국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

타일에 따른 한국 패션브랜드에 대한 태도 및 충성도

를 알아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중국

에서 생활하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한류에

대한 태도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실제 한국에

서 직접 한국 브랜드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을 대

상으로 이들의 한국 브랜드 체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나타나는지와 함께 브랜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의 소비

유형에 익숙해져서 독특한 취향의 소비를 보이며 중국

신 소비층의 새로운 모방 소비트렌드로 연결되어 한국

과 중국 패션소비시장의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Lee & Lee, 2009). 더구나 이들에게 한국 패

션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면 한국에 체

류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귀국 후에도 다른 중국인들에

게 한국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매체의 역할을 할 수 있

다(Noh & Liu, 2013). 따라서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한

국 의류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브랜드 체험유형을 고찰

하고 각각의 체험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는 것은 앞으로 중국 신 소비자를 이해하고 중국 의류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한국 의류브랜드

체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유학생의 유행선도력과 의복구매 시 영향요

인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Kim, 2009;

Yu, 2009)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의류브랜드 체험의

차이를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 브랜드 체험의

유형별로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에 대해

서도 살펴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국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및 소비특징

라이프스타일은 사회 전체 또는 사회 일부 계층의 특

징적인 생활양식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

으며,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생활과제를 해결하고 충족

시키는 과정에서 성별, 연령, 인종, 종교,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생활의식,

생활구조, 생활행동의 구조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

다(Kim & Kwark, 2007). Liu(2013)는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가치체계가 태도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

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전반적인 소비성향

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당대의 라이프스타일은 젊은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최신 유행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신세대에 의해 주도된

다고 할 수 있다. Yeo(2010)는 중국 신세대 소비자를 개

성이 강하고 소비욕구가 강한 세대로 정의하고 향후

중국 소비를 주도할 계층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

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내 환경에 따라 새롭게 등

장한 신 소비층은 기존 세대와는 차별화된 소비문화와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다. Liu and Kim(2002)은 중국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을 현대적 사교집단, 소극 침체

집단, 적극적 진취집단, 전통 보수집단 4개 집단으로 구

분한 반면, Lee(2006)는 중국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을

개방성, 성취성, 사교성, 과외활동성의 4개 유형으로 분

류하였다. Moon and Lee(2011)의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

생 라이프스타일을 유행추구형, 목표지향형, 자신감 부

족형, 건강지향형 4개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Tan(2012)

은 중국 신세대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현실적 생활형,

유행선도형, 소극적 참여형, 현대 진보형의 네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였다. 현실적 생활형 집단은 건강과 가정

을 중요시하고 안정감과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며, 사업

과 성취에도 높은 기대를 보이는 집단이며, 유행선도형

은 유행이나 패션에 민감하고 감성적이며, 남보다 앞서

유행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참여형은 평

범하게 살고 싶은 소극적인 양상을 보여 변화나 성취 등

의 요소에 있어서 다른 집단보다 조심스럽고 수동적이

다. 반면, 현대 진보형 집단은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 현대사회와 잘 어울리고 건강을

중요시하며 삶을 즐겁게 바라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에 언급한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 연구와 달리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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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ei(2012)는 20대 중국 여성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개성추구, 심미성 추

구, 브랜드 추구 및 경제성 추구의 네 가지 요인을 추출

하였으며, 중국 80후(後) 세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Go

(2009)의 연구에서는 이들의 라이프스타일 집단을 쇼핑

무관심 집단, 브랜드 충성도 지향 집단, 유행추구 충동

구매 집단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유행추구 충동

구매 집단은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체정보

를 많이 이용하고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구매하는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중국 유학생의 경우 라이프스타일뿐만 아니라 성별

에 따라서도 유행선도력과 의복구매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들은 남

학생들보다 혁신적인 태도를 보여 새로운 스타일을 먼

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과의 차별화된 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u, 2009). 또한 여학생들은

의복구매 시에 트렌드, 칼라와 품질을 남학생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성별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

었다(Kim, 2009). 한국 체류기간에 따라서도 의복태도

와 구매에 차이를 나타내는데, Yu(2009)의 연구에 따르

면,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체류한지 2~3년차에는 의

복구매 시 가격을 중시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디자인

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

다. 또한 체류기간이 1년 이하인 유학생들은 동조성의

규범적 요인이 낮지만 1년에서 2년차에 한국 패션에 영

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하였다. Nam et al.(2013)도 중국

유학생의 체류기간에 따라 의복구매 및 선호하는 스타

일이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체류기간이 길어질

수록 한국의 유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의

복스타일에 반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류제품을 구

매하기 위한 정보탐색에 있어서도 체류기간이 길어질

수록 인터넷 매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매장판매원의

조언의 활용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2. 패션브랜드 체험

Schmitt(1999)는 체험(experience)이란 구매 전, 후의

마케팅 노력에 의해 제공되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정

의하고 가상이든 아니든 사건의 직접적인 관찰과 참여

로부터 일어난다고 하였다. Woo and Kim(2012)은 21세

기 마케팅 환경이 소비체험과 재미를 추구함으로써 고

객의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

한 마케팅 활동은 소비자가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

고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브랜드와 소비자의 지속

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준다고 하였다.

Lee et al.(2010)은 제품구매를 위한 정보탐색, 제품(브

랜드)의 사용, 그리고 직접적인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소비자 체험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Wang(2013)

은 체험이 브랜드 마케팅의 새로운 화두로서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략적 기초가 되고 있으며 활용범

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다. 체험을

바탕으로 등장하게 된 체험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제품

이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볼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

공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제품의 포장을 아름답게

만들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을 인상적으로 장식하

여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소비자

의 마음에 오랜 기간 각인될만한 체험을 모두 포함한다

(Pine & Gilmore, 1998). Schmitt(2002)는 총체적 체험이

감각(sense), 감성(feel), 인지(think), 행동(act), 관계(re-

late)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체험이 적절히 조

화를 이룰 때 총체적 체험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패션제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소비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되어 감각적으로나 감정적 몰입의 측면에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패션브랜드 매장

에서의 체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 Lee,

2014; Ko & Rhee, 2008). 감각적 체험 측면에서 패션제

품 자체가 전달하는 시각적 자극은 매우 강하지만 매장

환경이나 광고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다 다양한

감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Moon et al., 2008). 또한

소비자는 패션제품이 갖는 심미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느낄 뿐 아니라 자신을 투영하는 의복착용을

통하여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Choi & Lee, 1994).

인지적 체험 측면에서는 패션브랜드들이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신제품과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소비

자들에게는 새로운 흥미가 되며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Ko & Rhee,

2008). 행동적 체험을 위해서는 패션브랜드가 상징적인

모델을 제시하거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가상체험을 제공하기도 하며, 관

계적 체험은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등을 매개로 고객과

브랜드의 관계를 심화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되기

도 한다(Moon et al., 2008).

따라서 다양한 체험유형은 쇼핑과 구매행동의 차이

를 유발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은 개인에 따라 제품구매 시 어떤 요인과 활동에 중점을

두는지에 영향을 미친다(Na & Oh, 2010).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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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and Jia(2005)는 성취추구형의 물질주의 라이프스

타일 소비자는 제품구매 시 제품의 기능을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므로 인지적 체험을 중시한다 하였으며, 반면

에 사교적 라이프스타일의 소비자는 다른 사람의 추천

에 민감하므로 관계적 체험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Na and Oh(2010)의 연구결과에서는 물질주의의 성공/

건강추구 집단의 타 집단의 비하여 판매원 서비스와 같

은 속성을 높게 지각하여 관계적 체험을 중시함을 보여

주었다.

3. 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Shin and Lee(2008)는 브랜드 태도가 브랜드를 선호

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인지상태로 브랜드에 대한 평가

적인 정보만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정 브랜드로 구매반

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호의적이고 긍정

적인 브랜드 태도는 향후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구전효과 및 재구매 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hung et al.(2009)

의 연구에서도 브랜드 태도는 앞으로의 구매의사결정

에 영향을 주고 구전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고객에게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Hong and Liu(2009)는 태도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

자의 전반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는 곧 구매행동으로 직접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

다고 하였으며, 의류제품의 경우에도 태도는 제품의 특

성과 소비자 특성에 영향을 받아 제품에 대한 인지적

반응과 감정적 반응을 통해 형성되며 그 결과 구매의도

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유발한다

고 하였다. Lee(2012)는 브랜드 태도가 소비자 마음속

에 해당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의미와 구별성을 뜻하는

것이지만, 마케터가 브랜드의 의미를 창조하고 소구하

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 자산의 관리요

소 중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였다. 특히 브랜드 태도의

강도는 의사결정의 중심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쟁사의

공격을 막아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도 밝혔다. Yang

(2012)은 한국과 한류에 대한 태도가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 대한

태도보다는 한류에 대한 태도가 한국 패션브랜드에 대

한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Ko and Rhee(2008)는 의류브

랜드의 5가지 체험이 개별적 체험과 관계적 체험의 두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패션제품의 경우는 판매원

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므로 관계적 체험을 통한 고객

과 브랜드와의 관계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Park and

Hwang(2005)의 연구에서는 매장 내 체험요소인 감각

적, 감성적, 인지적, 행동적, 관계적 요소들 모두가 브랜

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중 관계적 체험요인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Kim and Kim(2011)은 VMD와 매장 내 체험요소가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만족도, 신뢰도 모두에 호의적

인 태도를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VMD 적합성과 정보

성은 브랜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반면 VMD 기능성과

연출성은 브랜드 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VMD 체험

요소별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Kim and Lee(2014)

는 패션브랜드 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매장 내

부체험과 외부체험으로 구분하였다. 호의적인 브랜드 태

도를 형성하기 위한 패션브랜드 매장 내부의 핵심체험

으로는 판매원 서비스 체험으로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체

험을 제공하며, 매장 외부에서는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

하는 행동적 체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패션브랜드 체험유형에 따라 브랜드 태

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유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브랜드 체험의

하위차원을 알아본다.

둘째, 중국 유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성별에 따른 브

랜드 체험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본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라이프스타일 차원에 관한 문항

은 Lee(2007), Ko and Jang(2012), Park and Ku(2012)의

연구에서 선택해 수정하였으며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브랜드 체험은 Park and Hwang(2005)과 Ha(2006)의 문

항을 수정, 보완하여 감각적 체험 3문항, 감성적 체험

4문항, 인지적 체험 4문항, 행동적 체험 3문항, 관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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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4문항 총 18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브랜드 태도

는 Park and Hwang(2005)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

을 주어 리커트 5점 척도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빈도분석, 요인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2013년 8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대전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여 수거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 내용이 불충분하고 불

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355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31.3%, 여

성이 68.7%로서 여성응답자가 더 많았다. 학력은 대학

교 재학 및 졸업이 76.6%,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23.4%

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학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생활비는 30~60만 원이 76.3%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만 원 이하 11.0%, 60만 원 이상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체류기간은 4년 미만이

76.1%, 4년 이상이 23.9%를 차지했다.

IV. 연구결과

1. 라이프스타일과 브랜드 체험의 하위차원

1) 라이프스타일의 하위차원

중국 유학생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주성분분석(principle com-

ponents analysis)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Va-

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분석요인

구조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스크리 도표(scree te-

st), 적재값, 요인설명력의 적정성을 고려하였으며 측정

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

였다. 라이프스타일 하위차원은 총 4개의 요인으로 추

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60.4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요인1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매일 똑같은 업무보다는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일

상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하고 싶

다’, ‘위험하더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다’, ‘색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산, 테니스, 수영,

Table 1. Factor analysis for Chinese students' lifestyl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Adventure

-seeking

I prefer a new task to a repetitive one. .75

02.61

18.64

(18.64)

.76

I want to experience new and different things to avoid getting into a rut. .74

I enjoy “daring” activities. .72

I enjoy a change of environment that allows me to experience something

unique.
.65

I like outdoor sports such as climbing, tennis, and skiing. .52

Sociability

I often hang out with friends. .79

02.08

14.87

(33.51)

.69
I enjoy making new friends and talking with them. .72

I can easily become close to people. .65

I positively participate in a group activity. .51

Individualism

I enjoy being alone during my leisure hours. .83
01.97

14.04

(47.55)

.71I sometimes like to travel freely. .81

I think that it is not so bad to live single if one has the financial means. .67

Materialism
I think that money enables one to do everything in our society. .83 01.81

12.92

(60.47)

.71
I think that a successful life equals earning a lot of money.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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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등과 같은 야외 스포츠를 즐긴다’ 등 라이프스타

일의 색다른 경험과 도전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험추구’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의 고유치는 2.61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8.64%였고,

신뢰도는 .7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요인2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소에 친구와 자주 만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많은 사람과 사귀며 여러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쉽게 친해

질 수 있다’,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등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교모임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석

하는 성향에 관한 문항으로 ‘사교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의 고유치는 2.08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4.87%

였고, 신뢰도는 .69로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였다. 요인

3은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가한 시간에 혼자 있

는 것을 더 좋아한다’, ‘때로는 혼자서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다’,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

각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주의’라고 명명하였다.

요인의 고유치는 1.97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4.04%

였고, 신뢰도는 .71이었다. 요인4는 2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사회에서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무슨 일이든 돈을 많이 벌어야 인생에서 성공했

다고 생각한다’가 포함되어 ‘물질지향’이라고 명명하였

다. 요인의 고유치는 1.81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2.92%

였고, 신뢰도는 .71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Lee(2006)의

중국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도출된

개방성, 성취성, 사교성, 과외활동성과 부분적으로 일치

하는 결과이다.

2) 브랜드 체험의 하위차원

의류브랜드 체험이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류브랜드 체험에 대한

18문항을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분석요

인구조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스크리 도표, 적재

값, 요인설명력의 적정성을 고려하였으며 측정항목의 신

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18개

의 문항 중 연구개념 간의 상관성과 공통성이 낮은 2문

항을 제외하고 16문항을 분석하였고 의류브랜드 체험의

하위차원은 총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

의 설명력은 67.45%로 나타났다. 고유치는 모두 1을 넘

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요인1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체험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인지적 체험’이라고 명

명하였다. 요인의 고유치는 2.49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5.56%였고, 신뢰도는 .8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요인

2는 체험의 감정적 특성에 관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감성적 체험’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의 고유치는 2.22

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3.84%였고, 신뢰도는 .79로 높

은 신뢰도를 보였다. 요인3은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체험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관계적 체험’

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의 고유치는 2.12로 나타났으

며 설명력은 13.26%였고, 신뢰도는 .73으로 신뢰할 만

한 수준을 보였다.

요인4는 체험의 감각적 특성에 관한 3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감각적 체험’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의 고유

치는 2.00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3.15%였고, 신뢰

도는 .67로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였다. 요인5는 3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체험의 행동적 특성에 관한 항목

으로 구성되어 ‘행동적 체험’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의

고유치는 1.96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2.27%였고,

신뢰도는 .67로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였다.

2. 라이프스타일과 성별에 따른 의류브랜드 체험

차이

먼저 중국 유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이 의류브랜드 체험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체험의 하위차원인

인지적 체험, 감성적 체험, 관계적 체험, 감각적 체험, 행

동적 체험을 종속변수로 하고, 재한 중국 유학생 라이프

스타일의 요인인 모험추구, 사교성, 개인주의, 물질지향

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인지적 체험에는 사교성을 제외한 모험추구, 개인주

의, 물질지향의 라이프스타일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이 인지적 체

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모험추구(β=.36, t=7.08),

물질지향(β=.25, t=5.28), 개인주의(β=.12, t=2.56) 순이

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인지적 체험은

패션브랜드의 신제품과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새로운 흥미와 높은 관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Kim and Jia(2005)는 성취추구형의 라이프스타

일이 이러한 인지적 체험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며 중국 유학생의 모험

추구와 물질지향 라이프스타일이 인지적 체험과 많은

관련되어 있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큰 차

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감성적 체험의 경우 모험추구, 물질지향이 감성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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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라이프스타일이 감성적 체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력은 모험추구(β=.27, t=4.81), 물질지향(β=.18, t=3.43)

순이며 전체 설명력은 1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유학생들 중 개방적이고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집단이 한국 패션브랜드

에서 쇼핑 시 즐거움 등의 감정적 체험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관계적 체험의 경우 모험추구, 사교성, 개인주의, 물

질지향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물질지향(β=.24, t=4.75), 사교성(β=.22, t=4.20),

개인주의(β=.14, t=2.77), 모험추구(β=.12, t=2.30) 순으

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관계적 체험에 대한 라이프스

타일의 전체 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oon et al.(2008)이 사교성이 좋은 소비자가 관계적 체

험을 선호하며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모험

Table 2. Factor analysis for brand experienc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Cognitive

experience

I want to know and expert evaluation of Korean apparel brands. .76

02.49

15.56

(15.56)

.81
I want to know user experience evaluation of Korean apparel brands. .75

I engage in a lot of thinking when I encounter Korean apparel brands. .68

I know specialized information on Korean apparel brands. .51

Affective

experience

It is my pleasure to purchase Korean apparel brand-name clothes. .84
02.22

13.84

(29.40)

.79Korean apparel brands induce a feeling of confidence. .69

Korean apparel brand induces a pleasant emotion. .61

Relational

experience

I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Korean apparel brand salespersons. .85
02.12

13.26

(42.66)

.73I receive various information services about Korean apparel brands. .69

I identify with Korean apparel brands. .64

Sensory

experience

Korean apparel brands appeal to my visual sense. .74

02.00

13.15

(55.18)

.67
I find Korean apparel brands interesting in a sensory way. .72

Korean apparel brands make a strong impression on my visual sense or

other senses.
.65

Behavioral

experience

I want to participate in events that Korean apparel brands host. .76
01.96

12.27

(67.45)

.67Korean apparel brands result in a physical experience. .71

I want to use Korean apparel brands. .50

Table 3. The effects of lifestyle on brand experience

Lifestyle

Cognitive

experience

Affective

experience

Relational

experience

Sensory

experience

Behavioral

experience

β t β t β t β t β t

Adventure-seeking .36 7.08*** .27 4.81*** .12 2.30* .36 6.66*** .25 4.83***

Sociability .03 0.66 .08 1.49 .22 4.20*** .18 3.50** .08 1.63

Individualism .12 2.56* .02 0.36 .14 2.77** .05 1.05 .15 3.16**

Materialism .25 5.28*** .18 3.43** .24 4.75*** .07 1.42 .30 6.29***

F 43.69*** 19.28*** 30.40*** 31.73*** 41.43***

R
2

00.33*** 00.18*** 00.26*** 00.27*** 00.3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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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소비자의 경우도 체험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흥미롭게도 사교성과 반대의 성

향을 지니는 개인주의 라이프스타일도 관계적 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유학생의 경

우 한국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패션스타일

을 더욱 자신의 의생활의 반영하게 되는데(Nam et al.,

2013), 이에 따라 개인주의적인 소비자라도 한국 패션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

으므로 사교적 소비자와는 다른 동기에서 브랜드와의

관계를 체험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감각적 체험의 경우 모험추구, 사교성이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은 모험추구

(β=.36, t=6.66), 사교성(β=.18, t=3.50) 순이었으며, 감각

적 체험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의 전체 설명력은 27%로

나타났다. 모험추구와 사교성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가진 소비자는 호기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반면, 개인주의적인 유학생

들은 주로 자기 자신에 집중하거나 물질지향의 유학생

들은 주로 물질적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감각적 체험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행동적 체험의 경우 물질지향(β=.30, t=6.29), 모험추구

(β=.25, t=4.83), 개인주의(β=.15, t=3.16)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전체 설명력은 32%로 나타났다.

행동적 체험은 사교성 라이프스타일과의 관련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행동적 체험이 소비자의 개

인적인 행동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므로 사회적인 관계

를 형성하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성별에 따른 브랜드 체험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브랜드 체험에 있어서는 관계적 체험을 제외

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적 체험, 감성적 체험, 감각

적 체험, 행동적 체험을 모두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으로 다른 사람들과 개별적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선호

한다는 Baumeister and Sommer(1997)의 연구결과와 차

이가 있다. 이는 Ko and Rhee(2008)와 Park and Hwang

(2005)의 연구결과와 같이 패션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정

보 및 감정과 관련되어 판매원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

므로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관계적 체험을 중시하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비해 대

부분의 패션브랜드 체험에서 높은 값을 보여준 것은 중

국 여자유학생들이 남자유학생들에 비해 새로운 스타

일의 의복을 먼저 수용하고 의복구매 시 심미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Yu, 2009)과도 관련된다.

3. 의류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유학생의 의류브랜드 체험이 한국 브랜드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체험의 하위차원인

인지적 체험, 감성적 체험, 관계적 체험, 감각적 체험,

행동적 체험을 독립변수로 하고, 브랜드 태도를 종속변

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브랜드

태도에는 인지적 체험과 행동적 체험을 제외하고 감성

적 체험, 관계적 체험, 감각적 체험이 브랜드 태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의류브랜드 체험이 브

랜드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감각적 체험(β=

.41, t=7.82), 관계적 체험(β=.20, t=3.99), 감성적 체험(β

=.14, t=2.62)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브랜드 태

도에 대한 의복브랜드 체험의 전체 설명력은 43%로 나

타났다. 이는 Kim and Lee(2014)의 연구에서 패션브랜

드 매장 내부 핵심체험으로 도출되었던 상품의 시각화

체험, 판매원 서비스 체험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

다. 소비자들은 패션브랜드 매장 내 디스플레이나 제품

착용 등을 통해 감각적 자극을 체험하며 다양함 감정을

느끼게 된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판매원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패션브랜드와의 관계를 높이면서 호의

Table 4. Effects of gender on brand experience

Brand experience
Men Women

F
Mean S.D. Mean S.D.

Cognitive experience 3.01 0.64 3.22 0.70 07.51***

Affective experience 2.89 0.69 3.12 0.74 08.12***

Relational experience 3.05 0.69 3.17 0.70 02.06***

Sensory experience 3.10 0.59 3.30 0.55 10.19***

Behavioral experience 3.05 0.76 3.33 0.6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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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0 –



중국 유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성별에 따른 한국 의류브랜드 체험과 태도에 관한 연구 49

적인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인지적 체험과 행동적 체험은 브랜드 태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태도

를 측정하는 문항이 주로 선호와 관련된 감정적 차원으

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함께, 이 두 체험이 소비자의 이

성적인 지각과 관련되어 구매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므

로 브랜드에 대한 호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이벤트 참여나 전시회 등의 행동적

체험은 특정 브랜드 매장 내부보다는 대규모의 쇼핑몰

차원에서 핵심이 되는 체험요소이기 때문에(Kim & Lee,

2014), 단일 브랜드 중심의 체험에서는 브랜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한

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부분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Ko

& Rhee, 2008; Park & Hwang, 2005)에서는 모든 유형

의 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감각

적, 관계적, 감성적 체험만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

친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성별

에 따른 한국 의류브랜드 체험의 차이와 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유학

생의 라이프스타일을 요인분석 한 결과 모험추구, 사교

성, 개인주의, 물질지향 네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의류브랜드 체험은 인지적 체험, 감성적 체험, 관계적

체험, 감각적 체험, 행동적 체험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라이프스타일 요인이 의류브랜드 체험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모험추구가 체험의 모든 하위차원에 대한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물질지향은 감

각적 체험을 제외한 의류브랜드 체험차원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교성은 관계적 체험, 감각적

체험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주의가 인지적 체

험, 관계적 체험, 행동적 체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적 체험을 제외한 모든 체

험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셋

째, 중국 유학생 의류브랜드 체험이 한국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인지적 체험과 행동적 체험을

제외한 감성적 체험, 관계적 체험, 감각적 체험이 브랜

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모험지

향적인 유학생들은 인지적 체험, 감성적 체험, 관계적

체험, 감각적 체험, 행동적 체험을 모두 선호하므로 이

러한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자체에 재미 요소를 가미하

거나 이벤트 또는 브랜드와 연결되어 있는 게임이나 오

락 등을 연결한 마케팅 전략도 흥미로울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 성향의 유학생들은 인지적, 관계적, 행동적 체

험을 선호하므로 혼자서 자유롭게 쇼핑을 좋아하는 소

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제품정보를 줄 수 있는 매장 안

내정보나 브랜드 홈페이지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소비자를 중요한 타겟으로 하는 패션브랜드

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제품지식을 제공하는 블로그 운

영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사교적인 유학생들은

특히 관계적 체험을 선호하므로 많은 사람과 사귀는 것

을 좋아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유학생 커뮤니티나 관련 SNS(So-

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한 마케팅도 효율적일 것

이다. 둘째,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비해 대부분의 패

션브랜드 체험에서 높은 값을 보여준 것은 중국 여자유

학생들이 남자유학생들에 비해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

을 먼저 수용하고 의복구매 시 심미성을 높게 평가하

는 것과도 관련되므로, 여성복의 경우 보다 다양한 체

험이 결합된 매장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

국 유학생들이 한국 의류제품의 큰 특징을 디자인과 색

상으로 여기는 만큼 매장환경을 통한 감각적이고 감성

Table 5. Effects of brand experience on brand attitude

Cognitive experience Affective experience Relational experience Sensory experience Relational experience

β t β t β t β t β t

Brand

attitude
−.02 −.35 .14 2.62** .20 3.99*** .41 7.82*** .10 1.83

F 53.09***

R
2

00.43***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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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체험에 더 민감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

소비자들의 느낌과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

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브랜드에 좋은 감정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중국 사회나 문화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유학생

소비자들과 관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구

매와 동시에 판매수익금의 일부가 중국 서부아동의 교

육기금에 기부되는 전략 등을 통하여 유학생뿐만 아니

라 소비자가 관심이 갖게 되어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유발하고 구매하게 되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중국 대학생이 아닌 유학생만을 대상

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측정도구

의 문항구성 및 측정에 어려움에 있었다. 이에 관한 체

계적이고 구체적인 측정도구 개발 및 추가 검증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 학생이

대전 지역 거주로 제한되었는데,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

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특정한 한국 의류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아 조사대상의 브랜드 체험에 대

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행연구에서 언

급한 여러 가지 브랜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브랜드 마

케팅 전략으로써의 체험 마케팅 활용효과를 알아보는

후속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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