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특성, 한국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패션제품 만족도가

구전경험과 구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재한 중국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김소람·조수경*·고 염**·이현화*†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The Effects of Consumer Characteristics, Awareness of Korean Fashion Brands,

and Satisfaction with Korean Fashion Products

on Word of Mouth (WOM) Experiences and Behavior

-Focusing on Chinese Students in Korea-

Soram Kim·Soo Kyoung Jo*·Yan Gao**·Hyun-Hwa Lee*†

Dept. of International Trade, Inha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접수일(2014년 1월 3일), 게재확정일(2014년 3월 26일)

Abstract

The importance of the Chinese fashion market is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

bility of implementing a Word-of-Mouth (WOM) marketing strategy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onsumer characteristics (similarity, opinion leadership, and fashion in-

novativeness), awareness of Korean fashion brands, satisfaction with Korean fashion products on WOM ex-

periences and WOM behavior (off-line as well as on-line). A total of 161 responses from Chinese students

in Korea were gathered and analyzed using SPSS 20.0 for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and regres-

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consumer characteristics (except similarity) significantly influence WOM

experiences, opinion leadership influence off-line WOM behavior, and fashion innovativeness influence on-

line WOM behavior. However, similarity has no influence on WOM experiences and WOM behavior. Se-

cond, Korean brand awareness affect both WOM experiences and behavior; however, satisfaction with Ko-

rean fashion products only affected WOM experiences. This study showed the feasibility of conducting a

WOM marketing strategy using the WOM effect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 study may help the

Korean apparel industries establish an entry strategy for the Chinese market.

Key words: Chinese students in Korea, Consumer characteristics, Korean brand recognition, WOM expe-

riences, WOM behavior; 재한 중국유학생, 소비자 특성, 한국브랜드에 대한 인식, 구전경험

정도, 구전행동

I. 서 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생산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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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다양한 패션상품과 명품의 소비시장으로 부각

되고 있다(“Everyone covets”, 2012). 중국국가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위로 중국은

한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National Bu-

reau of Statistic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현재 많은 업체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의

류업계에서는 이랜드와 제일모직, 코오롱, LG패션, SK

등이 중국시장에 앞 다투어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Jeong, 2012).

한편, 현재 한국 내 중국유학생 수가 외국인 유학생

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2012년 4월 기준으로 총 86,878명 외국인 유학

생 중에 중국유학생의 비율이 6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

titute, 2013). 이러한 재한 중국유학생의 증가로 인하여

소비시장이 형성되었다(Yu, 2009). 재한 중국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마케팅 전략

을 펼치는 사례들도(Jeon, 2012; Lee, 2012; Lee, 2013)

찾아볼 수 있다.

학계에서도 또한, 많은 중국시장과 소비자에 관한 연

구들을 진행하였는데, 주로 중국관광객(Kim & Choi,

2009), 중국 현지 소비자(Lee, 2011; Lim et al., 2013;

Yoon, 2007)를 대상자로 진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재한 중국유학생(Kim, 2009; Liu, 2010; Yu,

2009)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으나, 이들 연구는

주로 중국유학생들의 한국 내 의복구매행동(Liu, 2010;

Sohn et al., 2003), 구매실태(Kim, 2009), 의복태도(Yu,

2009), 구매의도(Gao, 2009; Lim et al., 2013; Park &

Yang, 2013), 한국브랜드나 패션제품에 대한 인지도(Gao,

2009; Lim et al., 2013; Zhang, 2011), 선호도(Park &

Yang, 2013; Yang et al., 2012)와 한국의류브랜드 고객

자산형성(Jin, 2012)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

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중국소비자를 이해하여,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도 하

지만, 재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구전활동에 대한 필요성

도 대두되는 바이다. 구전(WOM: Word of Mouth)은 소

비자의 선택, 충성도와 전환의도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

을 가지고 있는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Wangenheim &

Bayón, 2004). 또한, 구전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는 정보

를 수용하는 수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정보를 타인에게

재전달하는 정보전달자가 될 수 있어, 그 파급효과가 매

우 크다고 볼 수 있다(Kim, 2004; Lee et al., 2011). 구전

은 쌍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소비자의 정보수집, 브랜드

태도, 구매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구전의 영향력을 무

시할 수 없다(Lee & Lyi, 2004). 구전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구전활동이 커뮤니티, 사용후기,

게시판, SNS 등을 통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Hong &

Lee, 2004). 또한, 일반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구매나 사용경험이 있는 제3자의 의견

을 듣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Kim, 2004).

또한, 최근에 중국소비자들은 제품구매 시 주변인의

추천과 조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소문

을 통한 마케팅이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Changes

of Chinese”, 2013). 재한 중국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직

접 브랜드를 보고 느끼며 의복을 구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한 중국유학생들의 구전활동이 중국 현지 소

비자에게 친근감을 주며 설득력과 영향력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젊은이들의 인터넷과 온라인 쇼

핑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리테일은 중국에서 또

다른 잠재적인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있다(“China Appa-

rel Market 2012”, 2013). 이는 인터넷과 SNS를 적극적으

로 이용하는 재한 중국유학생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구전

경로와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중

국유학생 구전에 대한 연구(Lee, 2011; Xu & Seo, 2011)

가 진행되었으나, 이들의 연구는 SNS의 이용현황과 문

화성향이 SNS를 통한 구전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한 중국유학생들의 한국 패

션제품의 구전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날로 발전하는 중국패션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마케터가 될 수 있는 중국유학생들의 소비

자 특성과, 한국브랜드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실증적으

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런 요인들이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구전경험정도, 구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은 재한 중국유

학생을 통한 구전마케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재한 중국유학생의 구전가능성

1) 재한 중국유학생을 통한 구전마케팅 가능성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중국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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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에서 거

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였다(Yu, 2009). 일반적으로 재

한 중국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비교적 길

며(Yu, 2009), 한국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많은 편이다.

Yu(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한 중국유학생은 중산

층에 속하며 한달 용돈이 평균 5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

으며 약 80%의 중국유학생들이 1~3년 이하 동안 한국

에서 거주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Liu, 2010), 매장 디스플레이(Kim, 2009; Liu, 2010), TV/

잡지(Kim, 2009)와 주변인의 의견(Kim, 2009; Liu, 2010)

을 의복구매 시에 주요 정보원천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한, 많은 중국유학생들은 중국보다는 한국에서의 유학

을 통해 한국 유행에 더 영향을 받아 의복을 구입하게 되

며, 자신의 패션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Nam et al.,

2013). 따라서 한국유행 초기에 재한 중국유학생들이 중

국 현지 소비자보다 한국유행의 접촉에 대한 지리적, 시

간적 접근성으로 인해 새로운 한국패션제품을 먼저 구

입할 수 있어 중국 현지 소비자에게 새로움을 보여주는

시각전달자가 될 수 있는 유행혁신자가 될 가능성이 높

다고 본다. 사회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은 높은 의사선

도성 나타나 친구의 의복구매에 영향을 미치며(Yu, 2009),

타인에게 의견과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한

중국유학생들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이나 혹

은 관광객들보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국패션브랜드

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한국브랜드에 대

한 이해도가 더 높을 것이다.

현재 중국소비자들은 제품구매 시 가족, 지인의 추천

과 조언에 큰 영향을 받으며, 최근에 중국에서는 입소

문의 파워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Changes of Chine-

se”, 2013).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각종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거주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구전활동을 촉진함으

로써 재한 중국유학생의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재한 중국유학생들은 QQ와 샤오네이왕 등

중국 SNS를 많이 이용하여 가족과 친구와 커뮤니케션

을 하므로(Xu & Seo, 2011) 이런 SNS를 통한 구전활동

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내 한국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는 중국소비자 1,632명을 대상으로 ‘패션

제품 선호국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은 이태리, 프

랑스와 함께 선호도가 높은 “패션제품 선호국가”로 나

타났다(Korea Fashion Association, 2004). 따라서 중국

현지 소비자가 한국브랜드와 패션제품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한 중국유학생들의 역할이 더

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 중국유학생을 활용한 구전마케팅의 사례

한국기업 중에 재한 중국유학생들을 자사의 전략에

맞게 활용하여 구전마케팅을 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한국 미스터피자는 중국유

학생 들에게 중국매장의 관리와 가맹점의 모집 등과 같

은 업무를 맡기고 중국 현지 시장 상황에 맞는 마케팅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미스터피자가 중국유학생을 채

용하였다는 소문이 유학생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으며,

중국유학생들은 미스터피자가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소식을 전달하는 “구전마케팅 요원”이 되

었다(Jeon, 2012). 또한, 한국관광공사(Lee, 2013)와 지

방관광공사(D. G. Kim, 2013; S. S. Kim, 2013)는 재한

중국유학생을 통한 여행지 취재, 축제탐방 등의 정보

를 수집하여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웨이보(新浪微博)를

활용하여 한국관광의 홍보에 성공적인 효과를 가져왔

다(D. G. Kim, 2013; S. S. Kim, 2013; Lee, 2013). 패션

업계도 중국유학생들을 통해 구전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재한 중국유학생을 대상

으로 ‘외국인 SNS 기자단’을 설립하여 중국어판 페이

스북(facebook)을 운영하였다. 이는 재한 중국유학생들

이 백화점 쇼핑 정보와 공연 등과 같은 체험후기에 대해

중국어로 작성하여 SNS에 올리는 방법이다. 재한 중국

유학생을 활용하는 홍보수단이 중국 현지 소비자에게

신뢰감과 친숙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나 관광지

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되고 그에 따른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Hong, 2012; Lee,

2012).

2. 구전행동

1) 구전의 정의와 효과

Whyte(1954)이 구전(Word of Mouth)이라는 용어를 처

음 제시한 이후 많은 선행연구들이 구전 커뮤니케이션

에 대해 정의를 내리며 구전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특정 제품, 브랜드, 서비스 등에 대해

자신의 직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획득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보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행

위(Jung et al., 2002; Jung et al., 2013; Kim, 2004; Kim

et al., 2010; Kim & Lee, 2013)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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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새로운 사물의 도입 초기단계에는 개인

이 타인에게 의지하여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

데, 특히 신제품의 수용과정에는 구전의 역할이 더욱 크

며 특정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나 전문가에게 의지한다(Kim, 2004). 구전은 소비자

의 인지, 기대치, 태도, 행동의도와 실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uttle, 1998). 또한, 구전은 주변 친구, 지인, 혹

은 사전경험이 있는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기 때

문에 광고 등 상업적인 정보원천보다 상대적으로 신뢰

성이 높다(Kim et al., 2010). 한편, 구전은 재전달의 효

과를 가지는데 이는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매스커뮤니

케이션과 달리 의사소통이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다(Jun & Kim, 2012; Kim et al., 2010). 개인이 단

지 수신자로서 구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전달자로서 또 다른 개인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Kim, 2004; Richins, 1983). 따라서 구전은 제품, 서비스,

또는 브랜드에 대한 홍보에 대하여 매우 효과적이며 잠

재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사료된다.

2) 채널에 따른 구전행동 및 구전경험정도

구전은 전달의 채널에 따라 오프라인 구전과 온라인 구

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구전은 전통적인 구전

으로서 소비자 간의 면대면(face-to-face) 형식의 커뮤니

케이션인 반면 온라인 구전은 소비자가 인터넷 게시판,

사용후기, 채팅 등을 매개로 비대면적인 다대다(many-

to-many)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다(Brown et al., 2007;

Lee et al., 2011; Seong et al., 2001). 현재 인터넷의 빠른

성장에 따라 온라인 구전은 일반화되고 마케팅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의사소통수단 중의 하나가 되었다(Kim

& Lee, 2013). 온라인 구전의 경우는 메시지 전달자가 정

보를 인터넷에서 올리고 다수의 소비자가 볼 수 있으며

소비자가 수신자가 되었다(Seong et al., 2001). 이런 측

면에서 온라인 구전의 파급범위와 확산속도가 훨씬 빠

르다고 볼 수 있다(Hong & Lee, 2004; Lee, 2011; Seo &

Lee, 2013; Seong et al., 2001). 또한, 온라인 구전은 오

프라인 구전보다 확산방법이나 채널이 다양하다(Hong

& Lee, 2004; Lee, 2011). 예를 들면 이메일, 거래사이트,

토론그룹, 커뮤니티, 사용후기, 채팅, 게시판, 포털사이

트 등은 온라인 구전의 경로가 될 수 있다(Hong & Lee,

2004; Kim, 2007).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주로 자기가 익숙한 채널로 구

전행동을 한다(Seo & Lee, 2013). 채널에 따라 구분된

구전행동집단 간 쇼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Seo and Lee(2013)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를 구전행동에

따라 오프라인, 온라인과 온 ·오프라인 구전행동집단으

로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 시 인지된 온라인

위험과 혜택에 차이가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특성과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다르면 소비자

구전행동을 할 때 개인차로 인하여 이용하는 채널도 다

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편, Jung et al.(2002)의 연구에

서는 해당구매, 재구전, 태도변화와 다른 구매행동이라

는 3가지 측면에서 구전행동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근에 중국소비자가 인터넷과 SNS의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구전활동의 방식

이나 이용채널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전의 채널에 따라 구전행동을 온라인 구전행

동과 오프라인 구전행동으로 구분하여 이 두 가지 측면

에서 구전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Kim(2004)의 연구에서 메시지를 타인

들에게 전달하는 정도 또는 구전량을 구전효과의 지표

로 이용한 것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구전행동을

하는 경험의 정도를 구전경험정도라고 정의하며 재한

중국유학생을 구전자로 간주하여 그들의 소비자 특성

과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구전경험정도, 온라인 구전행

동과 오프라인 구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3. 소비자 특성

1) 유사성 지각

유사성은 신념, 교육,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 소비자

특성 측면에서 의사소통하는 개인 간 서로 비슷하는 정

도를 말한다(Rogers, 1983). 전달자와 수신자가 유사하

다고 인지할수록 구전효과가 더 크다(Cha & Lee, 2006;

Wangenheim & Bayón, 2004). 이는 자기범주화이론(self-

categorization theory)(Turner, 1991)에 근거하는데, 사람

들은 여러 기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범주화시키고

자신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며, 자신이 속한

그룹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Cha & Lee, 2006). Cho

(2013)의 연구에서는 또래집단이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타인의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구

매의도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래집단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집단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은 자기가 속하는 집단으로부터 구전의 영향

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정보탐

색을 할 때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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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Jung et al., 2002). 온라

인 쇼핑의 경우 사용후기를 남기는 사람이 아예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지각하기에 본인

과 비슷한 이해관계나 사용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며 자신과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Cha &

Lee, 2006). 이들 연구에서는 수신자가 전달자와 많이 유

사하다고 느낄수록 구전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제시하

였다(Cha & Lee, 2006; Jung et al., 2002).

2) 의견선도력

의견선도력(opinion leadership)이란 “개인이 비공식적

으로 타인의 태도나 행동에 자신이 예상한 방향으로 영

향을 미치는 개인의 상대적인 능력정도”를 말한다(Jung

et al., 2002).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 즉 타인

에게 정보와 충고를 제공하고 인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의견선도자라고 한다(Jung et al., 2002). 의

견선도력은 수신자의 구전행동이나 구전효과에 매우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Suh and Park(2013)는 의

견선도력을 성격적 차원과 행위적 차원의 측면에서 모

두 측정하여 의견선도력이 클수록 수신자가 구전효과에

게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SNS

의 환경에서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자

즉 의견선도자를 선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

다. Jung et al.(2002)는 의견선도력이 구전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의견선도력에 따라 제품/서비스에 대해 인지된 속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00)의 연구

에서는 의견선도자 집단과 비의견선도자 집단을 나누어

두 집단 간의 여행사 선택속성에 대해 구전내용의 차이

가 있으며 여행사 속성에 대한 수신된 구전내용과 송신

된 구전내용 중 모두 의견선도자 집단이 비의견선도자

집단보다 많은 구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견선도력에 따라 소비자가 인지된 속성의 차이가 존

재하며 구전활동에서 의견선도자들은 비 의견선도자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 사람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구전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의견선도력은 구전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Kim et al., 2000).

3) 유행혁신성

유행혁신성은 패션제품처럼 유행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품/서비스의 새로운 스타일에 대해 비교적으

로 빠르게 채택하는 개인의 수용정도라고 할 수 있다

(Jun et al., 2010; Lee, 1997). 이러한 유행혁신자는 일반

적으로 비유행혁신자보다 젊고 패션의견선도자의 역할

을 하며 새로운 유행에 지출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Goldsmith & Stith, 1993). 유행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

은 주변 사람들에게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사용에 영

향을 미친다(Goldsmith & Stith, 1993; Sun et al., 2006).

유행혁신자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수용한

다면 패션추종자의 후속구매와 제품확산에 촉진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케터들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집

중하고 있다(Goldsmith & Stith, 1993). 유행혁신성은 소

비자의 태도와 수용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행하고 있다.

Kang and Jin(2007)의 연구에서 유행혁신성은 유용성 지

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유행혁신

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스마트 의류를 유용하게 인지

함을 규명하였다. Noh and Park(2011)의 연구에서도 소

비자의 유행혁신성이 높을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

기 때문에 지각된 즐거움, 신뢰감, 사회적 영향력은 스

마트 의류의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을 규명하였다. 또한, 혁신자와 초기사용자는 패션추종

자들이 모방하는 대상으로서 패션의 확산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Beaudoin et al., 2003), 유행혁신

성은 정보의 수신과 전달에 중요한 예측요인이다(Mo-

wen et al., 2007). 중국 현지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한 Hong and Liu(2009)은 유행의견 선도자를

활용하여 펼치는 구전마케팅이 매우 좋은 촉진전략이

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유행혁신성은 신상품의 수용에 대중을 설

득시켜 유행혁신성이 높을수록 주변을 선도하는 능력

이 크며 주변인들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행혁신자를 모방하려는 심리로 인해

주변인들이 유행혁신자의 의견을 더욱 수용하고 그들의

영향이 제품구매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

다.

4. 한국브랜드에 대한 인식

1) 한국브랜드 인지도

Hoyer and Brown(1990)는 브랜드 인지도(brand awa-

reness)를 최소적으로 브랜드 이름을 인지할 수 있는 지

식을 포함하는 브랜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수준

으로 정의하였다. 브랜드 인지도는 사전경험에 의하여

브랜드를 빨리 식별할 수 있는 브랜드 인식(brand reco-

gnition)과 특정 제품이 주어졌을 때 브랜드를 회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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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브랜드 회상(brand recall)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

함하였다(Keller, 1993). 즉, 브랜드 인지도는 수많은 브

랜드 중에서 특정 브랜드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이

며, 제품만으로 제품을 속한 브랜드에 대해 머리속에 떠

올릴 수 있는 능력 정도라고 할 수 있다(Keller, 1993).

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이나 회사의 시장

성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Huang and Sa-

rigöllü(2012)의 연구에서는 제품 시장성과는 브랜드 인

지도의 예측요인이며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성과는 정

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밝혔다. Kim and Choi(2009)

은 스포츠화의 브랜드 인지도, 지각된 품질, 지각된 위

험과 구매의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위험이 낮아지며 지각된 품질과 구매

의도는 높아진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소

비자들은 구매 의사결정 시 모르는 브랜드보다는 사전

에 아는 브랜드를 비교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였다(Ho-

yer & Brown, 1990).

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브랜드 인지도와 구전은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Yim and Kim

(2010)는 브랜드 인지도를 “브랜드를 많이 들어본 정도,

메뉴서비스에 대해 아는 정도, 타 브랜드와의 구별정도”

(p. 70)로 정의하였으며, 온라인 구전과 오프라인 구전

은 브랜드 인지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 즉 구전은 브랜드 인지도의 향상에 중요한 수

단임을 보여주었다. 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가 브랜드

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으로 나타내며(Seo & Kim, 2003)

브랜드 친근감은 브랜드 이름의 인지, 기억, 사전이용과

구매정도에 기인한다(Sundaram & Webster, 1999). Sun-

daram and Webster(1999)는 브랜드를 평가 시 친숙한 브

랜드에 비해 덜 친숙한 브랜드에 대하여 소비자의 인식

이 구전영향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중국시장을 진출할 때

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평가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선

행연구들에 의하면 중국소비자들은 한국기업이나 브랜

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와 태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

국브랜드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하였다(Hong & Liu,

2009; Lim et al., 2013; Yoon, 2007). 또한, 한국 상위권

의 패션브랜드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다(Lim et al., 2013)는 결과가 밝혀졌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소비자들은 한국패션기

업이나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한국패션브랜드의 인지도는 구전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패션브랜드 인지도는

구전경험정도, 온라인 구전행동과 오프라인 구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살펴봄으로써, 한국패션

브랜드 인지도와 구전마케팅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2) 한국패션제품 만족도

만족은 소비자가 제품/서비스 특징이나 자체가 유쾌

한 수준에서 소비에 대해 충족수준에 대한 평판을 의미

한다(Oliver, 1997). 만족도가 높을수록 충성도가 높아지

며(Jeon & Park, 2009; Söderlund, 1998), 지속적인 사용

의도(Suh et al., 2010)와 만족은 구전의도나 구전효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규명되었다(Jeon & Park,

2009; Park & Lee, 2007; Suh et al., 2010). 즉, 소비자가

제품/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면 향후에도 구매가능성이

높고,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나 친지에게 구매한 제품이나 브랜드

에 대한 추천의도나 구전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만족은 소비자의 태도, 행동이나 브랜드 홍

보에 매우 중요한 영향요소라고 할 수 있다.

중국 2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

도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에 한국상품을 사

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2.6%였으며, 사용경험자

의 90% 이상이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한국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rea International Tra-

de Association, 2012). Park and Zhang(2005)의 연구에

서는 중국 내 직장여성 대상 중 한국의류상품 비구매

집단보다 구매집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한 중국유학생들은 한국패션제품의 구매경험이

비교적 많으며 구매집단으로서 구매 후 만족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족도가 높은 재한 중국

유학생은 구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한국패션제품에 관한 만족도를

포함하였는데, 패션제품이란 화장품을 제외한 의류, 가

방, 신발, 액세서리를 모두 포함하는 제품을 말한다. 따

라서 한국패션제품 만족도란 재한 중국유학생들이 한

국의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제품들이 소비에 대한

충족수준의 평판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만족도

는 한국패션제품의 구매나 구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것으로 보며,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한국패션제품에 대

한 재한 중국유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타인에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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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한 중

국유학생들이 한국패션제품에 대해 만족도가 구전경험

정도와 구전행동(온라인, 오프라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자 특성(유사성 지각, 의견선도력,

유행혁신성)은 구전경험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소비자 특성(유사성 지각, 의견선도력,

유행혁신성)은 오프라인 구전행동과 온

라인 구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한국브랜드에 대한 인식(한국브랜드 인

지도, 한국패션제품 만족도)은 구전경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4. 한국브랜드에 대한 인식(한국브랜드 인

지도, 한국패션제품 만족도)은 오프라인

구전행동과 온라인 구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보

완하였다. 유사성 지각은 Lee(2008)과 Wangenheim and

Bayón(2004)의 문항을 참고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견선도력 평가를 위해서는 Flynn et al.(1996)가 개발

한 문항을 참고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유행혁신성

은 Goldsmith and Hofacker(1991)의 문항을 참고하여 6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한국브랜드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 Yoo et al.(2000)의 4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한국패션제품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Oliver and

Swan(1989)가 개발한 4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

전경험정도는 Molinari et al.(2008)의 설문문항을 참고

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오프라인 구전행동과 온라

인 구전행동에 관한 문항은 Seo and Lee(2013)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각 3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인천에 소재 대학교의 중국유학생들을 대상

으로 총 20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165부가 회수되었

고 무성의하게 응답한 5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160부

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먼저 국문으로 준

비되어 pilot test를 거쳤으며, 2명의 한국어와 중국어 능

통자가 중국어로 번역한 후, 다시 한국어로 역 번역되

어 번역상의 오류를 점검하였다.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

지도 pilot test를 거쳐 설문상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수

집한 데이터는 SPSS 20.0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

석,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19~26세의 대학생 남녀이며, 전

공에서는 경상대 학생이 48.2%(68명)로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문/사회대 25.5%(36명),

생활과학대 12.8%(18명), 공대 10.6%(15명), 기타 2.1%

(3명), 자연대 0.7% (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 원 미만이 24.1%(3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0만 원 이상이 20.3%(27명)로

그 다음이었다. 월 패션제품 구입비용은 월 5~10만 원 미

만이 30.8%(3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달 용돈

은 평균 79.3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중국 34개

지역 중의 24개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중국유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중국 거주지역은 강소성과 산동성이

각각 17.9%(25명)로 가장 많았으며 하남성 7.9%(11명),

요녕성 6.4%(9명), 산성성과 길림성은 각각 5.0%(7명)

의 순으로 나타났다.

패션제품 구매 시, 중요시하는 요소로는 제조국(87.5%)

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색상(80.6%),

소재(75.0%), 트랜드(64.4%), 가격(36.3%), 품질(30.6%),

디자인(2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있는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방식으로는 Line(89.4%)가 제일 높게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MSN(85.0%), 문자(80.6%), e-

mail(77.5%), weibo(微博)(61.9%), RenRen(人人 )(36.5%),

전화(30.0%), WeChat(微信)(13.8%)의 순이었다.

2. 요인분석결과

소비자 특성, 한국브랜드에 대한 인식, 구전행동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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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중국유학생들을 중심으로- 87

Table 1. Results of factor analysis

Factor Measurement items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

bach's α

Similarity

The people around me are similar in experience. .73

4.60 14.38 .82
The people around me are similar in values. .87

The people around me are similar in lifestyle or hobby. .82

The people around me are similar in favorite fashion style. .61

Opinion

leadership

I often give my opinions to other people about fashions goods when they

are shopping.
.78

4.23 13.23 .76
The fashion products that I use influence other people's purchases. .63

In addition to fashion products, I also influence other people's product pur-

chases.
.58

People that I know pick products based on what I have told them. .63

Fashion

innovative-

ness

The clothes that I have stay in fashion. .64

2.76 08.64 .90

I know a lot about fashion trends and want to be one of the first people to

try new clothes.
.77

I want to dress in the latest fashionable clothes and stand out from other

people.
.83

It is important for me to buy and try new styles. .76

I am often the first to buy a new fashion product. .82

I do not wait to see how others like the product before I buy it if the new

style attracts my attention.
.58

Korean

brand

awareness

I am well aware of Korean fashion brands. .60

2.46 07.69 .86
Some characteristics of Korean apparel brands come to mind quickly. .60

I can quickly recall Korean apparel brand logos. .63

I can easily imagine Korean apparel brands in my mind. .63

Satisfaction

with Korea

fashion

products

I am very satisfied with products purchased in Korea. .84

2.21 06.92 .89
I am very pleased with products purchased in Korea. .85

I am very content with products purchased in Korea. .84

I am very happy with products purchased in Korea. .72

WOM

experience

I have experience in talking about my experience purchasing Korean fa-

shion products with other people.
.47

2.11 06.59 .88

I have experience recommending Korean fashion products to other. .59

I have experience encouraging other people to purchase Korean fashion

products.
.73

I have significant experience in referring other people to Korean fashion

products.
.59

Off-line

WOM

bahavior

I often tell other people about my experiences purchasing fashion pro-

ducts.
.85

2.69 08.39 .87I often answer questions by other people on fashion products. .79

I often state my comment after purchasing fashion products to other peo-

ple.
.79

On-line

WOM

bahavior

I tend to write about my experiences with purchased fashion products. .80

2.62 08.19 .86

I tend to answer questions about fashion products posted on Internet mes-

sage boards.
.85

I tend to write product reviews on the Internet message boards after pur-

chasing fashion products.
.79

Total variance explained (%) 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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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분

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의 요인이 8개가 추출되었으며 각각 유사성 지각,

의견선도력, 유행혁신성, 한국브랜드 인식, 한국패션제

품 만족도, 구전경험정도, 오프라인 구전경험, 온라인 구

전경험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누적분산 설명력은 74.04%

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Cronbach's α는 .7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3. 소비자 특성, 한국브랜드에 대한 인식, 구전경

험정도와 구전행동에 대한 평균값

재한 중국유학생들의 소비자 특성, 한국브랜드에 대한

인식, 구전경험정도와 구전행동에 대한 평균값은 <Table

2>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패션제품 만족

도(4.65)에 대한 평균값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는 오프라인 구전행동(4.56), 구전경험정도(4.48), 의

견선도력(4.39), 한국브랜드 인지도(4.33)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 특성 중에 의견선도력(4.39)

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는 유사성 지각(3.85)과 유행혁신성(3.73)이었다. 한

국브랜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한국패션제품 만족

도(4.65)를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패션제품 만족도

(4.65)와 패션브랜드 인지도(4.33)에 대해 전체적으로 비

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재한 중국유학생들이 한국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평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Lim et al.(2013),

Hong and Liu(2009)와 Park and Zhang(2005)의 연구에

서 중국소비자들이 한국브랜드와 상품에 대해 높게 평

가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구전경험정도에 있어서는 재한 중국유학생들의 구전

경험정도(4.48)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재한 중국유학

생들이 구전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전행동에 있어서는 오프라인 구전행동(4.56)이 온라인

구전행동(3.39)에 비해 비교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소비자 특성이 구전경험정도와 구전행동에 미

치는 영향

소비자 특성인 유사성 지각, 의견선도력과 유행혁신

성이 구전경험정도, 오프라인 구전행동과 온라인 구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의견선

도력(β=.44, p<.001), 유행혁신성(β=.17, p<.05)이 구전

경험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한 중국유학생들의 의견선도력과 유행혁신성이 높을

수록 더 많은 구전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전행동에 있어서는 유사성 지각은 오프라인 구전행

동과 온라인 구전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의견선도력(β=.45, p<.001)은 오프라인 구

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온라인

구전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재한 중국유학생은 본인이 패션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의견선도력을 더 지각

할수록 오프라인을 통해 구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Jung et al.(2002)은 의견선도

력이 구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유행혁신성은 온라인 구전행동(β=.41, p<.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오프라인 구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유행혁신자

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비교적 빠르게 채택하는 경향

이 보이는데, 온라인은 최신 정보를 비교적 빠르게 탐색

할 수 있는 채널이다. 따라서 유행혁신성이 높은 재한

Table 2. Consumer characteristics, Korean brand recognition, WOM experience and behavior

Factor Mean S.D.

Consumer characteristics

Similarity 3.85 0.98

Opinion leadership 4.39 0.99

Fashion innovativeness 3.73 1.18

Korean brand recognition
Korean brand awareness 4.33 1.03

Satisfaction with Korea fashion products 4.65 1.05

WOM experience WOM experience 4.48 0.99

WOM behavior
Off-line WOM behavior 4.56 1.19

On-line WOM behavior 3.3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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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중국유학생들을 중심으로- 89

중국유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한 구전행동이 활발할 것

으로 사료되며, 이는 Mowen et al.(2007)가 유행혁신성

은 정보의 수신과 전달에 중요한 예측요인이라는 주장

과 일치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유사성 지각은 구전경험과 구전행동

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전경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의견선도력의 영향력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 특성 중에 의

견선도력이 구전경험정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Kim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의견선도자가 비의견선도자보다 구전활동

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재한 중

국유학생의 의견선도력이 높을수록 온프라인으로 구전

행동을 많이 하며 유행혁신성이 높을수록 온라인으로

구전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견선도력과 유행혁신성은 구전경험정도와

구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유행의견선도자를 충분히 이용하여 구전마케

팅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인 촉진전략이라고 판단된다

(Hong & Liu, 2009). 또한, Xu and Seo(2011)의 연구에

서 재한 중국유학생들이 가족과 친구의 연락이 주로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

는 점과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합한다면 유행혁신자들을

활용하여 온라인 구전마케팅 전략을 실시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재한 중국유학생 중 유행혁

신자와 의견선도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충분히 활용함

으로써 구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한국브랜드 인지도와 한국패션제품 만족도가

구전경험정도, 구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브랜드 인지도와 한국패션제품 만족도가 구전경

험정도, 구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

면 구전경험정도에 있어서는 중국유학생들의 한국브랜

드 인지도(β=.40, p<.001)와 한국패션제품 만족도(β=.43,

p<.001)는 구전경험정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브랜드를 많이 인지할수록,

한국패션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중국유학생들

은 더 많은 구전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effect of consumer characteristics on WOM experience and WOM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d. β t Adj. R
2

F

WOM experience

Similarity −.09 −1.21

.26 19.36***Opinion leadership .44 5.30***

Fashion innovativeness .17 2.02*

Offline

WOM behavior

Similarity .03 4.60

.30 23.91***Opinion leadership .45 5.52***

Fashion innovativeness .16 1.96

Online

WOM behavior

Similarity −.03 −.40

.20 14.44***Opinion leadership .10 1.19

Fashion innovativeness .41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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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The effect of Korean brand recognition on WOM experience and WOM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d. β t Adj. R
2

F

WOM experience
Korean brand awareness .38 4.94***

.54 93.46***
Satisfaction with Korean fashion products .42 5.44***

Off-line

WOM behavior

Korean brand awareness .41 4.01***
.17 16.86***

Satisfaction with Korean fashion products .01 .10

On-line

WOM behavior

Korean brand awareness .34 3.19***
.13 12.60***

Satisfaction with Korean fashion products .05 .4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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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행동에 있어서는 한국브랜드 인지도는 오프라인

구전행동(β=.43, p<.001)과 온라인 구전행동(β=.30, p<

.01)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

자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수록, 즉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구전의

도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브랜드 인지도의 향상

이 구전행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

서 한국브랜드 인지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한 중국유학생들이 한국브랜드에 대한 구

전행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한국패션제품

만족도는 오프라인 구전행동과 온라인 구전행동에 모

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

점에서 한국 내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유학생들

의 구전마케팅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

자 특성인 유사성 지각, 의견선도력과 유행혁신성 및 한

국브랜드에 대한 인식인 한국브랜드 인지도와 한국패션

제품 만족도가 각각 구전경험정도, 구전행동(off-line, on-

line)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특성의 경우, 유

사성 지각은 구전경험정도, 오프라인 구전행동과 온라

인 구전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의견선도력과 유행혁신성은 모두 구전경험정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견선도력

의 영향력이 비교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

전행동에 있어서는 의견선도력이 오프라인 구전행동에

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행혁신성은 온라인 구전행동

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견선도

력은 오프라인 구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제품이나 서

비스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견선도자를 파악하

여 구전활동에 참여시킬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이런 의견선도자는 특히 주변인에게 영향을 많

이 미치며 오프라인 구전행동을 하는 가능성이 더 크다

고 본다. 따라서 재한 중국유학생 중의 의견선도자는

한국 거주 중국친구나 중국에 있는 친척과 지인에게 방

학때 귀국시즌을 이용한 오프라인 구전행동을 할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재한 중국유학생들 중

유행혁신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예

를 들어 재한 중국유학생들에게 신제품에 대한 이메일

이나 메시지를 직접 전송하거나 각종 행사를 통해 재한

중국유학생들에게 신제품을 소개하거나 무료 견본품을

증정함으로써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기회

를 많이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중국유학생들

중 의견선도자를 파악하며 광고, 판매원이나 간접적인

의견선도자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의사소통하고 소비

자의 구전욕구를 최대한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한, 재한 중국유학생은 신세대로서 인터넷 쇼

핑을 많이 하고 SNS를 많이 이용하여 중국현지인과 의

사소통하므로(Xu & Seo, 2011) 그들 중 유행혁신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중국 현지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구전행

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둘째, 한국브랜드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는, 한국브랜

드 인지도는 구전경험정도, 오프라인 구전행동과 온라

인 구전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국패션제품

만족도는 구전경험정도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

혀냈다. 이는 한국브랜드 인지도와 한국패션제품 만족

도가 구전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

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류업체들

은 자사 브랜드나 제품을 유명연예인 광고 등과 같은

매스커뮤니케션이나 구전마케팅 등 마케팅 방법을 통

해 자사 브랜드를 알리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동

시에 브랜드 인지도의 향상은 자사 브랜드에 대해 긍정

적 구전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재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재한 중국유학생이 한국의류제품에 대해

중요시하는 제조장소, 색상, 원재료, 트랜드, 가격, 품질

과 디자인 등에 노력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객만족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

해 중국 유학생이 구전자로서의 구전마케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패션

제품의 만족도가 높아야 함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학문적 의미로는 선

행연구들이 중국시장을 연구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 소

비자에 대해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거

주하는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가 미비

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한 중국유학생에 대상으

로 이들의 구전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몇몇 재한 중국유학생에 대

한 연구들은 재한 중국유학생들을 소비자로만 간주하

여 그들의 의복 구매실태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재한 중국유학생을 타겟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재한 중국

유학생들은 의복을 구매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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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간주하여 재한 중국유학생들의 구전자 역할을 규

명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재한 중국유학

생의 소비자 특성과 한국브랜드와 패션제품에 대한 인

식이 구전경험정도와 구전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

써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거나 아직 중국 미진출 브랜드

들에게 중국유학생과 관광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한 중국유학생을 구전자로 간주하

여 펼치는 구전마케팅이 중국시장 진출 시 효과적인 마

케팅 홍보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

인터넷 쇼핑은 새로운 소비채널로 부각되고 있으며 모

바일 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Park, 2011) 젊은층

은 인터넷, 모바일 쇼핑과 SNS의 주요 사용자로서 한

국기업들이 젊은층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활용한

다면 온라인 구전마케팅의 커다란 홍보효과를 볼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재한 중국유학생들을 활용한 온 ·오

프라인 구전, 특히 온라인 구전의 마케팅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는 인천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을 대

상으로 편의표본 추출을 통해 연구대상자가 모집되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한국 내의 다양한 지역과 대

학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표본추출을 통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지역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문

화적 배경이 매우 상이하며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나 의견선도력, 유행혁신성 등 소비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중국의 지역특성, 문

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 내 각 지역의 소비자 특성,

문화적 특성이 구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한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을 구

전자로 간주하여 소비자 특성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나

재한 중국유학생은 구전전달자 이외에 수신자이기도 하

다. 따라서 재한 중국유학생을 타인에게 구전영향을 받

고 정보를 수신하면서 정보를 재전달하는 구전전달자

와, 정보를 수신하지만, 구전행동을 하지 않는 순수한

수신자로 구별하여, 이들 집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고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특정 브랜드가 아닌

전반적인 한국패션브랜드와 한국패션제품에 대한 구

전연구가 행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의 구

전자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였으나, 특정 패션브랜드

별, 상품별의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

에 향후 후속연구로는 한국 특정 상품군, 브랜드군을

중심으로 구전의사, 구전행동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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