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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ttributes of cosmetic stores that Chinese tourists considered when purchasing

cosmetics in Korea and the effect of the evaluation of attributes in regards to satisfaction and brand loyalty

based upon brand experience. The survey was performed from January 1-14 in 2014 through a Chinese pro-

fessional online survey channel-www.sojump.com. A total of 338 data from female and male respondents

who visited Korea and purchased Korea brand's cosmetics were analyzed by SPSS and AMO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rist, cosmetic store attributes were composed of three factors such as physical environ-

ment and salespersons, price and promotion, service. Second, all the factor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brand experience. Among them, the influence of physical environment and salespersons were the highest.

Third, brand experience influenced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also had positive influence on brand loyalty.

The results above indicate that providing various experiences that appeal to customers is as important as

improving product quality when maintaining long-term customer relationships and loyalty.

Key words: Store attributes, Brand experience, Satisfaction, Brand loyalty, Chinese tourists; 점포속성, 브

랜드 체험, 만족, 브랜드 충성도, 중국 관광객

I. 서 론

한국의 드라마와 가요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는

2010년 무렵부터 ‘신한류’로 명명되면서 그 영역을 확

장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드라마, 가요에서

더 나아가 영화, 게임 및 만화 캐릭터, 한식, 한글, 패션

/미용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어 다양화되고 있다(Yoon,

2011). 특히 한국의 패션/뷰티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면서 패션 및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

장 많이 쇼핑하는 상품은 향수/화장품으로 전체의 61.4%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들의 향수/화장품 구매비율이 85.4%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16).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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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7개 중저가 브랜드 숍 화

장품의 매출액은 1조 8,199억 원으로 전년 1조 3,734억

원보다 32.5% 증가하였다고 한다(“불황에 중저가 브랜

드 [Due to the recession]”, 2013).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가 2012년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의 경우에는 동대문시장의 최신 의

류패션과 스타일을 찾는 경향이 높았으며 쇼핑품목(복

수응답)으로 화장품이 89.6%, 의류가 86.5%인 것으로 나

타났다(Kim, 2012).

이처럼 중국 관광객이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이

유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인

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이미지 상승 및 유럽산 브랜드

에 뒤지지 않는 품질 경쟁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또한 중

국 여성들은 화장품 구매 시 사용경험을 중시하기 때문

에(Seo & Kim, 2009) 한국 방문 시 화장품 매장에서 체

험한 다양한 체험내용들은 관광에서의 구매뿐 아니라

중국에 돌아간 후에도 구매한 브랜드 및 한국 화장품 브

랜드에 대한 높은 관심과 반복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중국 관광객이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느끼는 차별화된 속성과 체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중국 현지에서의 화장품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Lee and Lee(2014)의 연구에서도 실질

적인 소비경험에 초점을 맞춘 총체적인 체험마케팅의

조사,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중국 소

비자의 화장품 구매 관련 연구는 주로 한국 화장품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Hyun & Park, 2012;

Yao et al., 2015), 체험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있는 중국 유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Lee, 2014). 특히 화

장품 점포에서의 체험특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 관련 연구

결과를 중국 현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

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국 유학생의 경우에

는 한국에서의 미디어 접촉반응에 따라 외모 관련 상품

구매행동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Jun & Lee, 2015)

중국 현지인의 제품구매행동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

국인이 아닌 중국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소비자가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의 구매과정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요소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다양한 한류마케팅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

객이 중저가 화장품 매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화장품을

구입할 때 구입한 상품의 가격이나 판매촉진과 같은 실

제적인 점포속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이러한 점포

속성이 중국인 관광객의 브랜드 체험을 매개하여 만족

과 브랜드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한 화

장품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적 기초자

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점포속성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점포평가기준으로 작용하

는 점포속성, 점포이미지의 차원과 이에 관련된 점포속

성을 밝히고 있다. 점포속성에 대한 만족/불만족은 점포

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 Hutcheson and Moutinho(1998)는 특정 점포속성에

대해 소비자가 호의적으로 느낄수록 해당 점포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 구매 및 점포충성도

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요 변수임을 지적하였다.

소비자들은 여러 차원에서 점포를 지각하는데 점포속

성 차원의 수와 내용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장

마다 다르며 연구자의 범주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Hir-

schman, 1978). Lim(1990)은 소비자의 점포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점포속성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실질적 점포속성과 상징적 점포속성으로 나누어

체계화하였다. 실질적 점포속성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이

고 실질적인 효익을 전달하는 요소로 제품, 가격, 촉진

활동 등이며, 상징적 점포속성은 소비자에게 감성적 만

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점포의 물리적 시설, 편의성, 사

회적 요인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점포속성은 다차원

요소로 분류할 수 있는데 Yoo et al.(1998)에 의하면, 제

품구색 및 다양성, 제품가치, 서비스, 위치, 시설, 점포분

위기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Lim(2001)의 연구에서는 점포속성을 매장분위

기, 서비스, 제품구색, 쇼핑편의성 및 고객유인요인으로

분류하여 쇼핑성향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

였다. Jo(2003)의 미용서비스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는 미용서비스의 점포속성을 기술적, 물리적, 마케팅 요

인으로 구분하고 점포애고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용서비스 점포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기술적 요인, 마케팅 요인, 물리적 요인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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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점포속성의 중요성은 소비자 특성, 제품유형,

점포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Darden, 1980).

화장품 점포의 점포속성과 관련된 최근 연구를 살펴보

면, Kim(2006)은 화장품 업태를 대상으로 점포속성과 쇼

핑가치 지각이 쇼핑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점포속성은 상징적 점포속성을 중심으로 이

를 편의성, 물리적 환경, 종업원 요인으로 구분하여 변수

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유통업태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의 점포속성 평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세 가지 점포속성 모두 초저가 화장품 브랜드 매장보

다 시판 화장품 전문점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07)은 화장품 점포속성을 점포명성, 판

매원/점포분위기, 입지편의성, 가격, 판매촉진, 서비스의

6개 차원으로 분류하여 화장품 구매행동변인과의 관련

성을 검증하였다. Seo et al.(2014)은 일본인 관광객을 대

상으로 국내 화장품 구매 시 점포속성 평가요인이 점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화

장품 점포속성은 판매원, 점포환경, 판매촉진, 상품으로

분류되었으며, 판매원 요인과 점포환경요인이 점포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체험마케팅

1) 체험마케팅의 개념

체험(Experience)에 대한 연구는 마케팅, 소비자 행동

과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초기 마케팅

분야에서는 정보처리적 견해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을 포괄하는 경험적 견해(Holbrook & Hirshman, 1982)

로 제시되었으며,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정보를 언제 파

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제품이나 속성을 분류하는 정보

경제학적 견해(Ford et al., 1990; Nelson, 1970), 그리고 총

체적 체험(Holistic experience)을 강조하는 Schmitt(1999)

의 관점 등이 있다. 체험적 관점은 인지적이고 정보처리

적 접근방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체험적 접

근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관점은 정보처리적 접

근방법의 근간이 되는 인지적 요소와 대비되는 개념인

감성적, 상징적, 그리고 미적 요소를 체험적 연구 분야에

포함하고 있다(Lee, 2003).

경험 혹은 체험은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구매 이

전의 탐색에 의한 정보획득과 구매 이후의 소비경험에

의한 정보획득으로 구분된다. 즉, 브랜드에 대한 직, 간

접적인 경험과 상관없이 구매 이전의 정보탐색단계에

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면 탐색재 혹은 탐색적 속성으

로 분류하고, 구매 이후의 직접적인 소비경험에 의해서

만 정보획득이 가능하면 체험재 혹은 체험적 속성으로

분류한다.

Schmitt(1999)는 경험 혹은 체험을 한 가지 요소로 보

지 않고 인지, 감각, 감성, 행동, 그리고 관계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포함하는 총체적 체험을 중시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체험의 유형이 ‘감각적 체험

(Sense)’, ‘감성적 체험(Feel)’, ‘인지적 체험(Think)’, ‘행

동적 체험(Act)’, ‘관계적 체험(Relate)’ 등 5가지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각의 체험이 조화를 이루어 총체적 체험

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체험마케팅의 핵심은 고객

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체험을 창조하는 것으로 고객에

게 강하고 감동적이며 지속적인 기억을 남기는 활동으

로 정의하기도 한다(Kim & Huh, 2007). 소비자들은 이

성적 판단만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의

체험을 통해 축적된 직관을 바탕으로 하는 구매결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역시 직관적이고 감각적

인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Choi, 2007). 즉,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기능

적 편익만이 아니라 총체적 체험을 전달할 때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Lee et al., 2010).

Pine II and Gilmore(1998)는 체험에는 단순히 감각적

측면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적 측면(Entertainment ex-

perience), 교육적 측면(Educational experience), 현실도피

적 측면(Escapist experience), 미적 측면(Esthetic experi-

ence)이 존재한다고 하여 체험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진정한 체험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위

개념으로서 경제 수준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들이 점차

체험적 소비를 추구하게 됨으로서 제품의 부가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는 체험경제로 발전한다는 체험

경제 이론(Experience economy)을 제안하였다.

2) 화장품 브랜드의 체험마케팅

화장품 브랜드의 점포에서 시도하고 있는 체험마케팅

은 주로 고객이 부담 없이 제품을 사용해 보는 과정에

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뿐만 아

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화장품 매장이 고

객취향에 맞는 복합놀이 문화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도

록 전략화하여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제품과 커뮤니

케이션할 수 있도록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Hwang and

Lee(2011)의 연구에서는 체험마케팅을 제품의 구입과정

에서 겪는 체험과 제품사용과정에서 겪는 체험, 사용 후

체험의 모든 과정을 포괄적인 소비자 체험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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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체험마케팅은 독특한 서비스나 이벤트들을 통해

상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꾸준히 심어줌으로써 고객의

내적 가치와 미학적 요구까지 충족시켜 브랜드 충성도

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화장품 시장에서의 체험마케팅의 영향을 분석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Kim(2009)의 연구에서는 저가 화장

품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체험을 인지적 체험과 감성적

체험으로 나누어 고객과 브랜드와의 관계를 매개로 브

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저

가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인지적 체험, 감성적 체

험 모두 브랜드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아

울러 브랜드 관계를 경유하여 브랜드 충성도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and Lee(2011)

의 연구에서는 체험마케팅의 유형 중 인지, 관계마케팅

은 애착을 매개로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

마케팅은 브랜드 충성도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체험마케팅을 통해 소

비자와 브랜드는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강력한 충

성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Lim, 2013).

실제 소비상황에서도 체험의 주체는 기업이나 브랜

드가 아니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비자 스스

로의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고객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동안이나 구매하

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며, 특히

제품을 구매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품이나 브랜드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특정 기업이나 브랜

드 제품에 대한 고객의 긍정적 체험은 그 기업이나 브

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기 때문에

(Baker et al., 1994; Bitner, 1992; Levitt, 1981; Zeithaml,

1988), 기업은 고객에게 긍정적인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간 고객의 체험

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기업이나 브랜드 제품에 대한 고

객의 체험을 인지적 체험과 감성적 체험으로 분류하여

다루어 왔다(Kang, 2006). 인지적 체험은 기업이나 브랜

드로부터 제공받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내리

는 전반적인 인지적 판단 혹은 평가(Assael, 1998; Choi,

1993; Kang, 2006)로 정의되며, 감성적 체험은 제품사

용이나 브랜드를 체험하는 동안 특별히 발생하는 감성

적 반응(Westbrook & Oliver, 1991)으로 정의된다.

3. 고객만족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이란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교, 평가, 선택,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

도의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감정을 체험하는가라는 다

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Westbrook & Newman,

1978). Yi(2000)는 고객의 욕구 및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

도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를 고객만족으로 정의

하였다. Westbrook(1980)은 고객만족이 일반적인 태도와

는 구분되며, 고객만족을 기대와 연관된 구매상황의 전

체적인 평가로, 태도는 비교 개념이 없는 생산품에 대한

선호로 규정하였다. 또한 고객만족에는 소비체험에 대한

좋은 느낌뿐만 아니라 그 체험이 좋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 기대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예컨대, 고객

은 좋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여전히 불만족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느

끼지 않더라도 불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의 성과에 대하여 예측(기

대의 형성)을 하고 구매 후에 제품에 대한 기대와 실제 성

과를 비교하여 제품의 성과가 기대와 일치하거나 기대

이상일 경우에는 만족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족

하게 되는 것이다(Oliver, 1980; Spreng et al., 1996). 따라

서 기업과 고객이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고객만족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고객의

만족이 커지면 기업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

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고객확보나 초기 관계 수립에 드

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며 수익성 향상에

도 도움이 된다. Sheth and Parvatiyar(1995)는 기업과 고

객의 장기적인 관계는 궁극적으로 개별 고객들의 만족

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기업과 고객 사이의 관계는 기업

이 고객을 더욱 잘 이해하고, 고객에 대해 더 많은 지식

을 학습하여 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 더 고객화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켜야만 지속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브랜드와 고객과의 관계는 그 브랜드

와 거래 결과가 만족스럽게 평가될수록 고객과 해당 브

랜드와의 관계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Webster, 2000).

4. 브랜드 충성도

초기의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개념은 가장 빈번히 구

매하는 브랜드에 대한 총 구매비율을 의미하는 반복구

매의 단순한 개념에 불과하였다(Cunningham, 1956). 그

러나 브랜드의 선택에 있어 소비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중시되며, 단기적 거래 중심의 대중마케팅에서 소비자

개인과의 장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마케팅으로 마

케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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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확대되었다.

Aaker(1991)는 브랜드 충성도를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

비자들의 애착 정도라고 하였으며, Keller(1993)는 한 제

품부류 내에서 하나의 브랜드만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선호를 브랜드 충성도로 보았다. Assael(1998)은 브랜드

충성도는 특정 브랜드 제품에 대한 사용만족이 높은 경

우에 높아지며, 그 결과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반복구매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Kim(2008)은 브랜드 충성도를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이를 반복구

매하며 이런 호의적 태도와 반복구매행동을 지속적으

로 가지는 것으로 행동적인 관점과 태도적인 관점을 모

두 반영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내 기초 화장품을 대

상으로 하여 브랜드 자산(브랜드 이미지, 인지도, 품질)

이 고객들의 만족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브랜드 이미지, 인지도, 품질이 높은 브랜드는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

션제품과 관련하여 Kim(2007)의 연구에서는 패션제품

의 브랜드 애착(사랑, 관심, 지식)에 따른 브랜드 충성도

를 분석한 결과, 브랜드 애착의 하위차원 중 브랜드 사

랑, 브랜드 지식이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브랜드의 소비를 통

해 기쁨이나 즐거움 등의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면,

브랜드에 감정적 애착을 체험하고 나아가 그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Dick and Basu(199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브랜드 충성도는 기업

의 수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다른 기업들

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도록 진입장벽을 높이는 역할

을 한다. 이것은 비록 경쟁 기업이 제조공정이나 제품디

자인을 쉽게 모방할 수 있을지라도 수년간의 마케팅 활

동과 제품체험으로 쌓인 브랜드 충성도를 쉽게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Kotler & Keller, 2008).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목적에 따라 선행연구를 토대로 실증적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

음과 같다.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Fig. 1>

과 같이 도출되었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저가 화장품 점포속성 차원을 알아본

다.

연구문제 2. 중저가 화장품 점포속성이 브랜드 체험

을 매개하여 만족과 브랜드 충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1. 중저가 화장품 점포속성이 브랜드 체험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2. 브랜드 체험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본다.

2-3. 만족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학문

적 또는 관념적인 점포속성이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이

실제로 고려하는 점포속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에 유

학하고 있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사전조사를 통하여 항

목을 추출하였다. 이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점포속성

에 관한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하기 전

에 다른 변수에 관한 설문과 함께 전문가 집단에게 안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설문지의 각 부분의 구성은 <Ta-

ble 1>과 같다.

점포속성은 Seiders et al.(2005), Kim(2006)의 선행연

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토대로 물리적 환경 3문항, 종업

원 3문항의 총 6문항과 Park(2007), Seo et al.(2014) 등

의 선행연구에서 제품/가격, 촉진, 서비스 관련 10문항

을 수정 ·보완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브랜드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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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은 인지적 체험과 감성적 체험을 모두 포괄하는 것

으로 보았으며, 매장에 방문하여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

험하게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느끼는 인

지적 판단과 구매과정 시 발생하는 감성적 반응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브랜드 체험 관련 문

항은 Lee and Hwang(2010)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에 대한 재미, 기분 좋음, 특별함

과 같은 감성적 체험 3문항과 점포에서 진행되는 활동

및 체험으로 인한 관심, 호감, 사실과 같은 인지적 체험

3문항의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브랜드 만족은 Kim

(2009)의 문항을 바탕으로 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제품에 대한 만족에 관한

내용으로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브랜드 충성도는

Kim(2008)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권함, 긍정적 구전, 지속적 구매, 장기적 관계 유지의도

에 관한 내용의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들

은 모두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성별, 연령, 직업, 가

계 총소득으로 구성하였으며, 중국 관광객의 일반적인

구매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저가 화장품 구매장소,

구매비용의 문항을 선다형 응답방식으로 구성하여 측정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0.0과 AMOS 20.0을 이용해 기

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경로분석을 실행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는 2014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관광

객이 많은 서울 신라면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통

해 설문지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고 일부 문항을 교체하

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온라

인 서베이 전문 업체인 스타(https://www.sojump.com)를

통해 중국에서 최근 6개월 내에 한국 여행을 다녀온 체

험이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

다. 총 400부의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응답이

부실하거나 회수되지 못한 62부를 제외한 338부의 설문

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

별은 여자가 280명(82.8%), 남자가 58명(17.2%)이었으며,

이들의 연령대는 25세 이상~30세 미만이 146명(43.2%)

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25세 미만이 94명(27.8%),

30세 이상~35세 미만이 85명(25.1%), 35세 이상~40세 미

만이 7명(2.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총 소득은 119만

원 이상이 191명(56.5%)으로 가장 많았고, 102만 원 이

상~119만 원 미만이 30명(8.9%), 51만 원 이상~68만 원

미만이 27명(8.0%), 34만 원 이상~51만 원 미만과 68만

원 이상~85만 원 미만이 각각 25명(7.4%)으로 나타났으

며, 85만 원 이상~102만 원 미만이 24명(7.1%), 34만 원

이하가 16명(4.7%)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

이 138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의사/교사/변

호사)이 72명(21.3%), 학생이 61명(18.0%), 사무직이 25명

(7.4%), 판매/서비스가 22명(6.5%), 자영원이 14명(4.1%),

전업주부가 2명(0.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가 구입한 화장품 브랜드의 유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설문한 결과, 더

페이스샵이 163명(48.2%), 미샤 159명(47.0%), 에뛰드하

우스 147명(43.5%), 이니스프리 147명(43.5%), 스킨푸드

134명(39.6%), 토니모리 78명(23.1%), 네이처리퍼블릭

76명(22.5%), 기타 30명(8.9%) 순으로 나타났다. 중저

가 화장품 브랜드를 구매하는 장소로는 면세점이 193명

(57.1%), 전문점이 165명(48.8%), 종합 화장품 매장이 162명

(47.9%), 백화점(LOTTE)이 152명(45.0%), 대형 슈퍼마

켓(EMART) 48명(14.2%), 기타 9명(2.7%) 순으로 나타났

다. 이들이 한 번의 여행에서 중저가 화장품을 구매한 비

용은 27만 원 이상~36만 원 미만이 76명(22.5%), 18만 원

이상~27만 원 미만이 75명(22.2%), 36만 원 이상~45만

원 미만이 57명(16.9%), 9만 원 이상~18만 원 미만이 55명

(16.3%), 54만 원 이상이 37명(10.9%), 45만 원 이상~54만

원 미만이 27명(8.0%), 9만 원 이하가 11명(3.3%) 순으로

Table 1. Questionnaire constitution

Variables
Number

of Items

Measure-

ment

Researchers

(Year)

Store attributes

-Physical environment

-Employee

-Price

-Promotion

-Service

16
5 point

Likert-type

Seiders et al.

(2005)

Kim (2006)

Park (2007)

Seo et al.

(2014)

Brand experience 6
5 point

Likert-type

Lee and

Hwang

(2010)

Satisfaction 3
5 point

Likert-type
Kim (2009)

Brand loyalty 4
5 point

Likert-type
Ki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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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중저가 화장품 점포속성 차원

화장품 점포속성 차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총 16개 문

항을 투입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과 배리맥스 회전방식(Varimax Rotation Method)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값 1 이상을 기준으로 하

여 적재치가 .50 이하인 문항들을 제거하였으며, 각 요인

에 상호배타적이지 못한 문항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

복실시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중저가 화장품 점포

속성 차원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중저가 화장품 점포속성 요인은 총 3개의 요인이 도

출되었다. 요인 1은 ‘종업원은 항상 고객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종업원은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 ‘종업원은 친절하였다.’, ‘쇼핑하기가 편

리하게 공간배치가 되어있었다.’, ‘매장의 분위기가 쾌적

하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물리적 환경 및 종업원’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총 변량의 19.954%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848로 나타났다.

요인 2는 ‘화장품의 샘플이나 사은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메이크업을 직접 시연해 주었다.’, ‘매장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자유롭게 테스트해 볼 수 있었다.’, ‘품

목이 다양하였다.’, ‘이 매장에서 한류스타 광고모델과

관련한 상품(포스터, 카탈로그)을 제공하였다.’, ‘가격 부

담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가격 ·촉진’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은 총 변량의

19.775%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776

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중국 소비자를 위하여 가격 세일을 해주었

다.’, ‘무료로 화장을 해 주는 서비스를 하였다.’, ‘중국

인 직원, 중국어 서비스, 중국어 광고, 중국어 제품설명

을 하였다.’, ‘선물 세트를 무료로 포장해 주였다.’ 등 서

비스에 관련된 실용적 점포속성 포함하여 ‘서비스’ 요

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총 변량의 18.640%를 설

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809로 나타났다.

Table 2. Result of cosmetic purchase behavior

Factor Frequency %

Purchasing brand

THE FACE SHOP 163 48.2

MISSHA 159 47.0

ETUDE HOUSE 147 43.5

INNISFREE 147 43.5

SKIN FOOD 134 39.6

TONY MOLY 78 23.1

NATURE REPUBLIC 76 22.5

Other 30 08.9

Purchasing place

Duty-free shop 193 57.1

Specialty store 165 48.8

General cosmetics store 162 47.9

Department 152 45.0

Supermarket 48 14.2

Others 9 02.7

Purchasing cost (won)

C<90,000 11 03.3

90,000≤C<180,000 55 16.3

180,000≤C<270,000 75 22.2

270,000≤C<360,000 76 22.5

360,000≤C<450,000 57 16.9

450,000≤C<540,000 27 08.0

540,000≤C 37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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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연구의 중저가 화장품 점포속성은 물리

적 환경 및 종업원 요인, 가격 ·촉진 요인, 서비스 요인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중저

가 화장품 점포속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상징적 점포

속성을 점포의 물리적 환경, 쇼핑의 편의성, 종업원으로

분류했던 Kim(2006)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Qin and Lee(2014)

의 연구에서도 패션점포속성에 대한 지각이 제품의 가

격, 품질의 제품요인, 환경요인, 판매원 요인으로 도출

되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 점포속성과 브랜드 체험, 만족, 브랜드 충성도

의 경로모형 검증

점포속성과 브랜드 체험, 만족, 브랜드 충성도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

을 실시하기 전에 브랜드 체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감성적 체험문항과 인지적 체험문항은 각각 다

른 차원이 아닌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경로분석 시 각 변인에 대한 측정항목이 많아 모형의

간명화와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항목묶음을 실행하였

다(Jeon & Rhee, 2009). 항목묶음은 측정항목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들 항목을 구성개념별로 둘 혹은

셋으로 묶은 다음 각각 합산하거나 평균을 구해 새로운

항목묶음으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Cho &

Kang, 2007). 항목묶음 방법은 Little et al.(2002)이 제시

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항목과 구성개념 간의 균형

(Balance)을 이용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항목묶음

을 적용하기 전 구성개념별로 측정항목들이 단일차원

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Cho and

Kang(2007)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어 모형 검증 전에

단일차원성을 확인한 후 항목묶음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집중타당도; Convergent Vali-

dity) 검증을 위해 평균분석추출값(Average Variance Ex-

tracted; AVE),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요인부하량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AVE값은

.500~.979, CR값은 .625~.868로 모든 변수들의 값들은

일반적으로 제시한 적합도 기준(AVE; .500 이상, CR; 복

합신뢰도 .700 이상, 요인부하량 .500 이상)을 충족시켜

모든 변수들의 값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Lee

Table 3. Factor analysis of cosmetic store attribute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Physical

environment &

Salesperson

Salesperson's attitude in helping customers .771

6.259
19.954

(19.954)
.848

Salesperson's professional knowledge relevant to products .767

Salesperson's kindness .734

Convenient layout of store .619

Pleasant atmosphere of store .611

Price ·

Promotion

Offering a lot of samples and small gifts .655

1.489
19.775

(39.729)
.776

Demonstration of how to use products .647

Free trial of all products .632

Variety of products .621

Offering presents related to the celebrity of this brand (e.g.,

posters, brochures and catalogs)
.585

Reasonable and affordable prices .516

Service

Special discounts for Chinese customers .847

1.007
18.640

(58.369)
.809

Offering free make-up service .723

Chinese salesperson and Chinese translation (product descrip-

tion and advertising)
.701

Free gift packaging service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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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200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

이 나타나 측정모델에 대한 수렴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장품 점포속성과 브랜드 체험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 <Fig 2>와

같으며, 전체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²=185.115(df=46, p

=.000), AGFI=.866, TLI=.910, CFI=.937, RMSEA=.095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점포속성의 세 요인은 모두 브랜드 체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및 종업원’ 요인은 상징적 점포속성을 의미하는 것

으로 경로계수=.456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요인은(경

로계수=.359) 실용적 점포속성에 포함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격 ·촉진’ 요인 또한 실용적 점포

속성으로 경로계수=.230을 나타내고 있어 세 요인 중 브

랜드 체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

다. Kim(2006)의 선행연구에서도 점포의 물리적 환경은

매장 내에서 구매의사결정을 내리는 소비자의 감성적

영역을 자극하여 이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다른 요인에 비해 쉽게 통제 및 조작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종업원은 점포를 찾은

소비자와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판매로 이끄는 중

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각 소비자에게 적절한 메

시지를 제시하고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메시지를 조정

하는 유연성 때문에 종업원은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값

비싼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간주된다. 이는 Park et al.

(200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브랜드 체험의 만족에 대한 영향력은 경로계수=.835

로 나타나 브랜드 체험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이 브랜드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890로 높게 나타나 만족이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만

족한 고객은 그 브랜드를 다시 구매하거나 계속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만족을 체험한 고객들의

충성도가 증가한다는 Kim(2008)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

으며, 국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체험과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Kim(2009)의 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만족 즉, 소비자-브랜드 관계가

강할수록 브랜드 충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브랜

드의 중저가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였을 때

구입한 상품의 가격이나 판매촉진과 같은 점포속성에

대해 조사하고, 이러한 점포속성이 중국인 관광객의 브

랜드 체험 및 고객만족과 브랜드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

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중저

Table 4.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Items Standardized λ Cronbach's α AVE CR

Physical environment

& Salesperson

Physical 1 .851
.815

.689 .979

Physical 2 .809 .684 .851

PriceㆍPromotion
Price 1 .794

.798
.607 .763

Price 2 .859 .628 .864

Service
Service 1 .684

.742
.500 .873

Service 2 .864

.767 .893

Brand experience
Experience 1 .792

.768
Experience 2 .793

Satisfaction
Satisfaction 1 .542

.625
Satisfaction 2 .840

Brand loyalty
Loyalty 1 .884

.868
Loyalty 2 .867

χ²=107.671 (df=39, p=.000), AGFI=.899, TLI=.948, CFI=.969, RMSEA=.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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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장품 브랜드 점포속성에 대한 요인은 물리적 환경

및 종업원 요인, 가격 ·촉진 요인, 서비스 요인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졌다.

둘째, 중저가 화장품의 점포속성과 중국인 관광객의

브랜드 체험과의 관계에서는 화장품 점포속성이 브랜드

체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리적

환경 및 종업원’ 요인(경로계수=.456)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요인(경로계수=.359)과 ‘가격 ·촉진’ 요인(경로

계수=.230) 순으로 영향력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

다. 세 요인 중 가격 ·촉진 요인은 브랜드 체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외국인 관광객으로서 낯선 관광지에서 스스로 화장

품 대한 정보를 얻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종업원에

게 의존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점포속성이 소비자의 체험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화장품 업체는 종업원들이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

성이 있으며, 외국인에 대하여도 친절할 수 있도록 친절

서비스 교육 및 언어 소통의 불만족을 해결하는 방법

등을 강화하여 브랜드 충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라는 소비자 특성상 여행환경에서

는 일반적인 소비환경보다 가격에 관련된 측면에 좀 더

유연성을 갖고 있는 특징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브랜드 체험이 인지적, 감성적 체험으로 구분되

지 않은 점은 조사대상을 관광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중국 관광객의 경우 여행하

기에 앞서 미리 쇼핑품목 또는 브랜드를 정하는 등 쇼핑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Sohn, 2011) 점포에

서의 다차원적 체험에 대한 차이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이 매장으로 들어와

메이크업을 직접 시연하고 여러 제품들을 테스트하는

행동은 제품에 대한 첫 체험이자 더 나아가서는 브랜드

에 대한 첫 인상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

한 체험의 시간이 Sweet Spot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

는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

Fig. 2. Research model path diagram.

Table 5. Research model path analysis

Path t Estimate

Physical environment & Salesperson → Brand experience .428 .456***

Price · Promotion → Brand experience .201 .230***

Service → Brand experience .348 .359***

Brand experience → Satisfaction .257 .835***

Satisfaction → Brand loyalty .368 .890***

χ²=185.115 (df=46, p=.000), AGFI=.866, TLI=.910, CFI=.937, RMSEA=.09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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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지에서의 일회성 구매만이 아닌 중국으로 돌아간 후

에도 고객의 반복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장기적인 관계

를 형성해 충성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샘플이나 사

은품 증정 및 이벤트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제품 체

험 기회나 브랜드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등의 적극

적인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만족은 브랜드 충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브랜드, 판매원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그 브랜드를 타인에게 추천하거나 지속적으로 구매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고객의 신뢰가 충성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Sirdeshmukh et al.(2002)의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고객

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만 고객의 인지적인 및 감정적인 측면을 자극할 수 있는

체험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

었다. 특히 화장품 브랜드 매장이 고객에게는 자유롭게

화장품을 시험해 보며 기분전환도 하고 부담 없이 쇼핑

도 하는 또 하나의 놀이터 개념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소

비자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매장구성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장품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

게 보다 풍성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고기능 프리미엄

화의 화장품 시장의 흐름에서 중저가라는 가격의 차별

성을 잃지 않고 주요 수요층에 맞춰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의 차

원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

여 점포에서의 체험차원이 고객의 화장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체험항목들의 집중타당

도는 실질적으로 검증되었으나 점포속성의 각 항목 간

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에

서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정밀하고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도 높은 항목들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7개 화장품 브랜드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을 제외한 고가 브랜드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구결과

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

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온라인 서베이(online surv-

ey) 전문 업체를 통해 중국에서 최근 6개월 내에 한국 여

행을 다녀온 체험이 있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한정하였

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현지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

인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중국은 지역이 매우 넓

기 때문에 권역별 소비자 조사 및 시장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경제성장 주도 선두 지역인 화북, 화동,

화남 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3개 권역은 1인당 GDP가 1~

2만 달러 수준의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들로 시장이 구성

되어 있으며, 북경, 상해, 광주, 심천 등 대도시의 경우에

는 고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으므로(Korea Trade-Investm-

ent Promotion Agency, 2015) 이들 지역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분석은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중국 내 고소득층 및 젊은 소비층의 등장으로

소비성향도 고급화 및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체험형 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

라서 중국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혹은 이미 진출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은 매장(오프라인)에서의 체험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온라인 시장규모가 빠르게 증

가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쇼핑에서도 한국 화장품만의

독특한 체험요소를 개발하여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 요소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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