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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lationship and service marketing 
on the brand interest and behaviors among Korean and Chinese active senior consumers 
and whether this effect differed between the two groups. A survey was conducted 
by having participants complete questionnaires administered by a research firm. For 
empirical analysis, frequency, EFA, CFA, SEM, the metric invariance test, and 
multiple-group comparis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relationship marketing positively affected both brand interest and consumer behavior. 
Although service marketing positively affected brand interest, it did not have a signi-
ficant effect on consumer behavior. In other words, brand interest positively affected 
consumer behavior through relationship and service marketing. Multiple-group compa-
ris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no difference existed between Korean and Chinese 
active consumers in terms of how relationship marketing affected their brand interest, 
but a difference existed in how it affected their behavior. Service marketing had a 
greater influence on Chinese active senior consumers’ brand interest than on Korean 
active senior consumers. However no difference existed between the two groups with 
respect to how service marketing affected their behaviors. Finally, brand interest had 
a positive effect only on Korean active senior consumers’ behavior through relationship 
and service marketing, but not on Chinese active senior consumers. In conclusion, 
relationship and service marketing should be used to enhance the brand interest among 
Korean active senior consumers, and business activities should be planned by building 
relationships with Chinese active senior consumers to affect their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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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

분명한 소비자 세분화와 주요 세분시장별 서로 다

른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오늘날 패션산업에

서는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요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

인 요소가 되었다. 여러 산업 중에서 소비자별 차별화 

전략이 더욱 필요한 패션산업에서는 소비자 세분화에 

따라 세분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을 전개

하고 있는데, 여러 세분시장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

는 소비자 집단은 시니어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들

의 수가 다른 세분시장의 소비자들보다 많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패션산

업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주요 소비자로 주목받

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은 사회의 주축으로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면서 부를 축적하였고, 다양한 사람

들과 잘 어울리는 특성이 있으며, 은퇴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사회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Jung, 2018). 이러한 여러 산

업에서 주요 소비자로 거론되며 사회 속에서 긍정적

으로 비치고 있는 소비자들을 ‘액티브 시니어’라 부른

다. 액티브 시니어의 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 국가 중에서 가장 가파

르게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출산율 감소와 의학

의 발달로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며(as cited in 
Yun, Lee, & Lee, 2017), 중국은 정부에서 산아제한정

책 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1978년 전에 태어난 베

이비붐 세대인 시니어 소비자가 인구의 많은 수를 차

지하고 있기 때문이다(Yu, Lee, & Gwag, 2017). 그렇

기에 패션산업에서 주요 소비자로 거론되는 한국과 

중국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들

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대상으

로 진행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여러 마케팅 전략 중에서 소비자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전개되는 가장 기

본적인 마케팅 전략은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소비자

들이 판매원의 서비스에 의해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경

험할 수 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패션 브랜드에 있어

서도 기존 고객의 중요성이 가중되며, 신규 고객의 유

치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유지를 위해 고객관계관

리를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었고, 이에 많은 브랜드에

서 소비자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관계 마케팅

과 서비스 마케팅을 전개하기 때문이다(Kim & Lee, 
2001). 또한 다양한 소비자 집단에 적합한 패션 마케

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소비자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과 관련된 마케팅 전략인 관

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Berry, 1995)에 대한 소비

자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여러 

소비자 세대 중 쇼핑을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

여 오프라인 패션 브랜드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선호하는 액티

브 시니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 형성을 위한 마케

팅 전략인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여 이들의 특성을 도

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전개하는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

케팅 전략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액티브 시니어

를 대상으로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소

비자 행동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
한 많은 산업에서 액티브 시니어를 주목하고 있기에 

한국인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되

어 왔지만(Han & Ha, 2017; Han & Park, 2008; Jung 
& Park, 1996; Kang & Lee, 1990; Kang & Park, 
2009; Kim, 2015; Kim & Lee, 2008; Lee & Shin, 
2004; Shin, Lee, & Lim, 2003; Yun et al., 2017), 한
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두 집단의 

소비자 행동을 비교ㆍ분석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한국과 중국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의 소비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

하기 전 탐색적 연구 차원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

브 시니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통채널인 오프라인 패션 브랜드 매장(Yun et al., 
2017)에서 전개하는 관계 형성과 관련된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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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브랜드 관심

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

해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형성된 한국인 액티브 시

니어의 소비자 행동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

자 행동 특성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서로 

다른 소비자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 수립

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제까지 진행되지 않은 한국과 중국 액티브 시니어 소

비자의 서로 다른 특성 및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Ⅱ.� Literature� Review

1.� Korean� and�Chinese� active� senior

소득수준의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과 외모를 가

꾸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시니어들이 증가한 오

늘날 ‘액티브 시니어’ 또는 ‘뉴 시니어’들은 패션산업

에서 주요 소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용어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버니스 뉴가튼(Bernice Neugarten) 교
수에 의해 가장 처음 제시되었으며, 고령화가 급속하

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에 많은 산업에서 새로운 소비 

주체로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가 많은 

산업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의 수가 다른 

세대의 소비자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

문인데, 한국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한국 전체 인

구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KOSIS, 2021). 중국의 

경우에는 기본 인구수가 많고, 시니어 소비자 수의 증

가 속도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며(Jung 
& Ha, 2018), 14억 명을 초과한 인구 중 액티브 시니

어 연령대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서고 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Ping, 2021). 이들

이 주요 소비 주체가 된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은 다른 

세대의 소비자와는 차별화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생활에 적극적이고 왕

성한 소비생활을 누리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투자를 한다

(Jung, 2018). 패션에 있어서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미용에 투자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에 

관심을 두고 유행에 맞는 옷차림을 중요하게 생각하

며, 화장품 소비에도 적극적이다(Jeon, Moon, & 
Choi, 2017). 이러한 특성으로 패션산업에서 주요 소

비 주체로 거론되는 액티브 시니어의 구체적인 정의 

및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소비자의 주관적 연령에 따

른 패션 정보원 활용과 패션 점포 선택 행동을 연구한 

Kim(2015)의 연구에서는 여유로운 경제적 능력과 적

극적인 문화 및 소비활동을 하며, 자기 자신을 가꾸는 

데 노력하고, 창의적이고 사회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

하는 특성을 지닌 50대와 60대의 소비자를 ‘뉴 시니

어’라고 정의하였다. 시니어 소비자의 쇼핑 성향과 서

비스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한 Yun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액티브 시니어를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성향과 적극적이며 

자신의 삶을 즐기는 50대 이상의 소비자를 ‘액티브 시

니어’라고 정의하였다. 실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오프라인 브랜드의 서비스 품질 지각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Kang and Park 
(2009)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즐기며 경제

적으로 안정되어 왕성한 소비를 즐기고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50대와 60대의 소비자를 시니어 소비

자로 정의하였다. 뉴 실버세대 여성을 위한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Han and Park(2008)의 연구에서

는 안정된 경제력, 높은 지적 수준과 문화적 수준 그

리고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외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품위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

에게 물질적 투자를 아끼지 않은 타 세대와는 차별화

된 소비양태를 보이는 특성을 지닌 50대와 60대를 액

티브 시니어의 또 다른 명칭인 ‘뉴 실버’로 정의하였

다. 중국의 경우, 액티브 시니어 세대에 속하는 베이

비부머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에 출

생하여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겪은 50대와 60대의 소

비자들로(Hu & Yoo, 2018),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의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국사회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비자라 할 수 있다(Kim, 
2016). 

이상의 연구에서 분석된 액티브 시니어의 정의와 

특성을 정리해보면 액티브 시니어는 안정된 경제력과 

소비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
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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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으며 젊음을 유지하기 위

해 자신을 가꾸는 데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50대와 

60대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

도 선행연구의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과 중국의 

50대와 60대의 소비자를 액티브 시니어로 정의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Relationship�marketing� and� service�marketing

여러 브랜드가 런칭되며 패션 브랜드 간 경쟁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많은 브랜드에서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었고, 이
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신규 고

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케팅 전략은 젊은 세대의 소

비자 또는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마

케팅 전략으로, 주요 소비 주체가 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

한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액티브 시니어의 경

우에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

지만, 인간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

어서 서두르지 않는 특성이 있기에(Jeon et al., 2017) 
이들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는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관계 마케팅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장

기적인 관계 유지와 판매자를 통해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마케팅 

전략으로(Kim & Kim, 2001), 1983년 Berry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Berry(1995)는 관계 마케팅을 신규 

소비자 유치와 기존 소비자의 유지 및 이들을 충성도 

높은 소비자로 만드는 전략이자 소비자와의 관계성을 

증진시키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였다. Berry(1995)
는 또한 관계 마케팅을 정의한 이후에 서비스 마케팅

과 관계 마케팅의 관계성을 분석하였고, 소비자와의 

관계 형성과 긍정적인 소비자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서는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을 모두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두 가지 마케팅 전략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Berry(1995)의 연구 이후에 관계 마

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브랜드 감

성을 전달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인 서비스 마케팅의 

중요성과 소비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및 지속적

인 관계 유지를 위한 관계 마케팅이 소비자 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왔다. 먼저, 중ㆍ노

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패션 관계적 체험과 소비자 

행동의 관계성을 분석한 Seo and Lee(2008)의 연구에

서는 중ㆍ노년층 소비자는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

며,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경우 브랜드에 대해 지속

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연구 결

과로 관계 마케팅이 장기적인 긍정적 소비자 행동으

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중ㆍ장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있어서 관계 마케팅이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하였다. 백화점의 패션 브랜드에서 전개하는 관

계 마케팅 요인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Kim and Lee(2001)의 연구에서는 관계 마케팅 요

인이 소비자 태도인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태도가 행동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면서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의 긍정적인 소비

자 행동을 유도함에 있어 관계 마케팅 전략 전개의 중

요성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관계 마케팅이 소비자 태도와 관련된 다양

한 요인 및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는 소비자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 그리고 증

진을 위해 관계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본 연구에서도 관계 마케팅이 한국

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태도관련 요인과 소비

자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하여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전개하는 관계 마케팅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브랜드 관심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전개하는 관계 마케팅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자 행동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계 마케팅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

니라 서비스 마케팅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로 서비스 마케팅을 전개할 

때 소비자들의 행동관련 다양한 요인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오프라인 패션 브랜드에서 서비스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 고객 지향성, 호감도와 전문성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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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을 의류 브랜드의 판매원 속성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패션 브랜드의 판매원 속성이 소비자와의 관

계의 질과 소비자의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Kim and Lee(2002)의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의 

판매원 속성 중 서비스 마케팅과 관련된 고객 지향성

이 소비자 만족과 신뢰 등 관계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이러한 관계의 질은 장기적 관계 지향성과 

재구매 의도 등의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백화점에서의 서비스 품질 이미지가 

고객 만족 및 재방문 의도 등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You(2015)의 연구에서는 백화점 판매

원의 서비스 품질 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고

객 만족이 높다고 하였고, 서비스 품질 이미지는 또한 

소비자 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백
화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요인이 고객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Chun and Park 
(2007)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 요인에 대한 긍정

적인 지각이 고객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으며, 이러한 고객 만족이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에서 서비스 

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다양한 소비자 행동 관련 요인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전개하는 서비스 마케팅

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브랜드 

관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전개하는 서비스 마케팅

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자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Brand� interest

특정 브랜드 또는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경우 

바로 구매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관심 있는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고(Choi, 2011), 브랜드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생기면 구매 행동을 하는 신중한 성향

의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 관계 마케팅 또는 소비자 만

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도 바로 긍정적

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Jeon et al., 2017). 이는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 무조건적인 할인 제품을 구매

하기보다는 보다 친숙한 브랜드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며 

올바른 선택이라는 판단을 할 때 구매 행동을 하기 때

문이다(Jeon et al., 2017). 그렇기에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는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이 브

랜드에 대한 태도 형성 또는 행동 의도 등 소비자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브랜드에 대한 관

심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관심도(interest)는 소비자의 태도 형성 및 행동 의

도 등의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인으로 거론되어 왔다(Li & Kim, 2021). 오프라

인에서의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1920년대에 

Rolland Hall에 의해 제시된 AIDMA모델(Kim & Park, 
2016)에서는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구매 행동에 있

어 특정한 브랜드 또는 제품이 제시되었을 때 주의

(attention)를 하고 관심(interest)을 보이며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desire)이 생기면 구매 시까지 기억(memory)
을 한 이후에 긍정적인 행동(action)을 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서 특정한 마케팅을 제공하면

서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긍정적인 소비자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as cited 
Li & Kim, 2021). 여러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도 소비

자들이 특정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 긍정

적인 소비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먼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패션 관심도와 패션 구

매 행동의 관계성을 분석한 Hong and Kim(2013)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패션 

관리 행동 및 패션에 대한 긍정적 구매 행동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관심도와 소비자 행동의 

관계성을 입증하였다.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패션 관심과 업사이클링 

패션 제품 구매 행동의 관계성을 알아본 Park and 
Shin(2014)의 연구에서는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지가 

업사이클링 패션 제품 구매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업사이클링 패션 제품 구매 경험

이 패션 관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특정 대상에 대한 인지가 구매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특정 대상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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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H5.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제공하는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관심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자 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Consumption�culture�and� consumer�behavior�

물질문화의 일부인 소비문화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

한 재화가 소비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브랜드 또는 제품은 이러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여러 산업에서 소비재를 생산함에 있

어 문화적인 요인을 반영하게 된다(Kim & Kim, 
2005). 이는 문화에 따라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와 제

품 등의 대상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관심, 지출이 

다르기 때문이다(Kim & Kim, 2005). 특히나 현대사

회에서의 소비문화는 소비자 개인과 집단의 라이프스

타일을 구성하고 실현하는 기제가 되고 있으며, 인간

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Kim & Kim, 2005). 이는 다양성과 보편성이 공존하

는 현대사회의 소비문화에 있어 개개인은 소비재를 

이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면서도 동조문화에도 반응하

기에, 한 나라의 트렌드와 가치관, 특성과 라이프스타

일 등의 요인이 소비문화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소비

문화에 대해 정의한 Kim and Park(1997)은 소비문화

는 소비생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문화적 관

점에서 평가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 소비 행동

의 유형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관념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화에 따라 소비문화가 서로 다르게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재화나 서비스를 

고려하는 정도와 소비 행동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

으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소비자의 가치관 등 많은 

부분이 상이하다(Hwang, Oh, & Yoon, 2012).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비문화도 서로 다르게 형성되

었으며, 특정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소비자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Hwang et al., 2012). 한국인과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패션 브랜드의 광고소구 유형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비교ㆍ분석한 Lei(2014)의 연구

에서는 패션 광고가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한국인과 중국인 소비자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광고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중국인 소비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국인과 중국인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류 구매 

행동을 비교ㆍ분석한 Choi(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

인과 중국인 여성 소비자 간의 패션 구매 행동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한국인의 경우 의류 제

품 구매 시 디자인과 계절성, 실용성과 합리적인 가격

을 중시하며, 평소에 알고 있던 의류와 패션 브랜드의 

정보에 더욱 관심을 두며 잘 아는 브랜드에 보다 긍정

적인 구매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소

비자의 경우 유행정보에 따라 여러 제품의 정보에 관

심을 보이며 충동구매와 과시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

였고, 제품 구매 시 광고와 판촉 그리고 서비스 판매

원이나 지인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인적 정

보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하면서 문화에 따라 형성

된 소비자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Choi, 2011).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소비문화에 따라 형성된 한

국인과 중국인 소비자의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도 소비문화에 따

라 상이하게 형성된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

의 소비자 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제공하는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브랜드 관심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다.
H6-1.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제공하는 관계 마케팅

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브랜드 

관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두 집단 간 차이

가 있을 것이다.
H6-2.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제공하는 관계 마케팅

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두 집단 간 차이

가 있을 것이다.
H6-3.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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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브랜

드 관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두 집단 간 차

이가 있을 것이다.
H6-4.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마케

팅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

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두 집단 간 차

이가 있을 것이다.
H6-5.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제공하는 관계 마케팅

과 서비스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관심이 한

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자 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두 집단 간 차이가 있

을 것이다.

Ⅲ.�Methods

1.�Measures

본 연구는 설문지법으로 진행된 연구로, 여러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먼저,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과 관련된 문항에 

있어 동일 브랜드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와의 다양

한 관계성 및 패션 브랜드와의 관계성과 관련된 문항

은 관계 마케팅으로,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요인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이 포함

된 문항은 서비스 마케팅으로 정의하였으며, Lee 
(2011), Seo(2006), Shan(2014)과 Yoo(2013) 연구의 

설문문항을 수정ㆍ보완하여 총 11문항으로 작성하였

다. 다음으로 이벤트, 마케팅, 서비스 만족, 매장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형성되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를 브랜드 관심으로 정의하였으며, Lee 
(2012)와 Noh(2012)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8문항으

로 작성하였다. 선호, 브랜드 제품 지속 사용 의도, 재
방문 의도, 구전 의도 등 소비자 태도 및 행동 의도를 

포함한 개념을 소비자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문항은 Back(2012), Ghal(2014), 그리고 Jung 
(2013)의 설문문항을 수정ㆍ보완하여 7문항으로 작성

하였고,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소비자

의 국적 및 연령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두 문

항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는 중국어에 능숙한 한국

인과 한국어가 가능한 중국인의 번역과 역번역 과정

을 거쳐 작성되었다.

2.�Data� collection�and�procedures

본 연구는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며 경제력을 갖춘 

소비자이며 5060세대의 한 달 평균 생활비인 월 소득

이 200만 원 이상(KOSIS, 2018)이 되는 한국인 액티

브 시니어 소비자와 중국 내에서 소비지출이 가장 많

은 지역인 1선 도시의 북경, 상해, 광저우와 심천에 거

주하며 1선 도시의 평균 월급인 6,000위안(Liao, 2020)
을 넘어서는 1만 위안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한

국의 전문 리서치 기관인 엔트러스트의 온라인 웹 설

문을 이용하여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8년 10월 

31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인과 중국

인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각 32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수거된 640부의 설문지에 결측값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된 모든 설문지를 최종분석

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

하였으며,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측정 동일성 

검증과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3.� Research�model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전개하는 관계 마케팅과 서

비스 마케팅이 한국과 중국 액티브 시니어의 브랜드 

관심도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의 액티

브 시니어와 중국 액티브 시니어 간의 소비자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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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1.�Demographic� information

본 연구는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

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의 차

이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전 선행적인 차원에서 진행

된 연구로, 한국인과 중국 1선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

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

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은 320명(50%), 
중국인은 320명(50%)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연

령대를 분석한 결과, 50대는 320명(50%), 60대는 320
명(50%)으로 확인되었다. 

2.�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구성개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각 요인별 측정모형

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FI=.943, TLI=.924, IFI= 
.944, RFI=.903, NFI=.927, RMSEA=.071 그리고 

SRMR=.046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

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모두 .693 이상으로 확인되

어 문항별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 

변인에서의 모든 잠재 요인의 표준화 계수는 .594 이
상으로 나타났고, Fornell and Larcker(1981)가 제안

한 공식으로 계산한 잠재 변수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모두 .795 이상으로 확인되어 연구모형

의 적합성 및 수렴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다음으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Fornell 

and Larcker(1981)가 제안한 공식으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을 계산하였고, AVE값은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AVE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modeling

연구모형의 구조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계 마케팅이 한국

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의 브랜드 관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채택

되었다. 이는 브랜드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작용은 브

랜드에 대한 우리 의식에, 그리고 즐거움은 브랜드 태

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Lim and Kim 
(200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관계 마케팅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소

비자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2도 채택되었다. 이는 브랜드 커뮤니티에서의 커

뮤니케이션 중 관계 유지와 친밀도가 소비자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Shin and Park(2010)의 연

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마케팅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의 브랜드 관심에 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는 패션 아울렛에

서의 서비스 실패와 회복 정도가 소비자 태도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Kim and Park(201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 마케팅이 

한ㆍ중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자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이는 백화점에서의 여러 고객관계관리 요인들이 5060 
패션 소비자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Park 
(2008)의 연구 결과인 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서비스 요인은 소

비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인 액티브 시

니어를 대상으로 쇼핑 성향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

비자 행동을 분석한 Yun et al.(2017)의 연구에서 나

타난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 오프라인 쇼핑 시 인적 서

비스와 시설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중요하게 고

려한다는 결과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을 통한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브랜드 관심이 소

비자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5는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AIDMA이론과 합리적 

행동이론을 지지하며,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 관

심도가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Lee(2009)
의 연구 결과인 외모 관심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구매 

행동을 한다는 결과를 지지하며, 한국과 중국 소비자

의 브랜드 인지 및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 행동에 유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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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Hwang et al.(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5060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

의 경우 특정 부분에 관심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행동

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4.� Result� of�multiple-group� comparison�analysis

1)� Result� of� the�metric� invariance� test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전개하는 관계 마케팅과 서

비스 마케팅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브

랜드 관심과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

<Table� 1>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Factor Item Stand. 
estimate Est. SE t Cronbach’s 

α
CR

Relationship
marketing

Enjoy similar culture with other 
consumers .666 .662 .037 17.702***

.812 .816
Experience not only fashion trend but 
social trend with other consumers .681 .647 .035 18.236***

To be trend setter as other consumers .763 .727 .034 21.380***

More familiar with fashion brand .718 .651 .033 19.683***

Service
marketing

Touched me by service that offered in 
the fashion brand store .816 .688 .033 21.047***

.693 .795
Shop in the fashion brand store with an 
atmosphere of friendly and good service .654 .489 .029 16.744***

Brand
interest

Had more interested in the brand 
because of the event that fashion brand 
offered

.613 .540 .033 16.133***

.799 .851

Had more interested in the marketing 
that fashion brand offered .710 .622 .032 19.491***

Had more interested in the brand 
because of satisfying with personal 
service that offered in the fashion brand 
store

.781 .651 .029 22.178***

Had more interested in the visiting 
fashion brand because of various factors 
that fashion brand offered

.730 .553 .027 20.217***

Consumer 
behavior

Much preferred fashion brand that I 
experienced .670 .555 .031 17.816***

.755 .826

Will continuously use fashion item that 
selling in the fashion brand store that I 
experienced

.783 .709 .033 21.246***

Will revisit fashion brand store that I 
experienced .594 .478 .033 14.703***

Will introduce fashion brand that I 
experienced to friends and acquaintances .616 .483 .030 15.973***

*** p<.001

－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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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기 전 두 모형의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유모형과 

완전제약모형의 χ2의 차이는 223.490(14, p<.001)으
로 나타났고,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어 부분제약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유모

형과 부분제약모형의 χ2의 차이는 1.246(4, p>.05)으
로 나타났고, 두 모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부분제약모형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2)�Result� of�multiple-comparison� analysis� �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전개하는 관계 마케팅과 서

비스 마케팅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브

랜드 관심과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
계 마케팅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브랜

드 관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두 집단 간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1은 기각되었다. 관계 마케

팅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자 행동

<Table� 2>�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Relationship marketing Service marketing Brand interest Consumer behavior

Relationship marketing .526

Service marketing .543a

.295b .662

Brand interest .644a

.415b
.631a

.398b .591

Consumer behavior .679a

.461b
.521a

.271b
.634a

.402b .545

Diagonal values in bold represent the AVE.
a: Correlations of variables.
b: Squared correlations of variables.

<Table� 3>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ypothesis Structural path Stand. 
estimate Est. SE t Result

H1 Relationship marketing → Brand interest  .384  .207 .039   5.295*** Accepted

H2 Relationship marketing → Consumer behavior  .704  .390 .046   8.528*** Accepted

H3 Service marketing → Brand interest  .561  .303 .041   7.294*** Accepted

H4 Service marketing → Consumer behavior –.046 –.026 .054 –.479 Rejected

H5 Brand interest → Consumer behavior  .272  .279 .112  2.488*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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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Result of the metric invariance test

Chi-square df Chi-square 
difference df difference p-value

Free model 333.968 136

Full restricted model 557.458 150 223.490 14 p<.001

Partial restricted model 335.214 140   1.246  4 .87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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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2는 채택되었지만, 구체적

인 분석 결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만 관계 마케팅이 

소비자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문화적 가치

변수인 관시(关系)문화가 소비자 태도 및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본 Jeon and Park(2007)의 연구 결과인 

관시(关系)가 소비자 만족과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인 관시문화가 중국의 다른 연령대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마케팅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

브 시니어의 브랜드 관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3은 채

택되었으며, 구체적인 결과로는 한국인 액티브 시니

어에 비해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 서비스 마케

팅이 브랜드 관심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큰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한국인과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항 면세점에서의 인적 서비스 마케팅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한국인의 경우에

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인의 경우에는 인

적 서비스 마케팅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Liu, Liu, and Jung(2020)의 연구 결

과와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
지만 한국인과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뷰티샵 선

택 속성에 대해 비교ㆍ분석한 Lee and Kim(2020)의 

연구 결과인 뷰티샵의 속성 중 서비스 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한국인과 중국인 소비자 간 차이

가 있으며, 한국인보다 중국인 소비자의 경우에 서비

스 속성이 만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일

정부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전개하는 서비스 마케팅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자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에 따른 차

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6-4는 기각되었다. 
이는 한국인과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ㆍ분석하여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Kim, Joo, Lu, and Chang(2008)의 연

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을 통해 

형성된 브랜드 관심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

어의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6-5
는 채택되었지만, 구체적인 결과로는 한국인 액티브 

시니어만 브랜드 관심이 소비자 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인과 중국인

을 대상으로 구매 행동을 비교ㆍ분석한 Choi(2011)의 

연구 결과인 한국인은 합리적인 선택을 중요하게 생

각하며, 익숙한 브랜드의 정보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중국인의 경우에는 충동구매 또는 다양한 인적정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구매 행동을 

한다는 결과를 부분지지하며, 한국 화장품을 경험한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 화

장품에 대한 친숙 정도가 재구매와 만족 등의 소비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Su 
and Park(2015)의 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것으로, 중국

인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에는 브랜드 또는 특정한 것

을 경험한 이후에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생기거나, 브
랜드에 친숙함을 느낀다고 해서 브랜드에 대해 긍정

적인 행동을 하기 보다는 다른 요인이 긍정적인 소비

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제공하는 관계 마케팅 및 

서비스 마케팅과 이에 대한 브랜드 관심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설정한 가설 6은 부분 채

택되었다. 그 결과는 <Fig. 2>, <Fig. 3> 그리고 <Table 
5>와 같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최근 패션산업에서 주요 소비자로 주목

받고 있는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

로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전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마

케팅인 서비스 마케팅과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이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선호하는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의 특성이 반영된 관계 마케팅이 한국인과 중

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브랜드 관심과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집단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진

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인 액티브 시니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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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행동 특성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거의 진행되

지 않은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의 행동 및 두 

집단의 특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는 데 의

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관계 마케팅이 한ㆍ중 액티브 시니어의 브랜

드 관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관계를 형성

하면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를 한다는 액티브 시니어의 

특성을 한 번 더 입증하였다. 즉, 한국인과 중국인 액

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관계 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브

랜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대

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경우에는 브랜드 관

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고객관계관리(CRM)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관계 마케팅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

어의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가 도출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에 있어

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브랜드 커뮤니

티를 형성하여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벤트

를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인 소비자 행동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셋째, 서비스 마케팅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

니어 소비자의 브랜드 관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들

이 패션 브랜드 매장을 방문하여 여러 서비스를 직접 

접하며 브랜드를 경험할 경우에는 브랜드에 대한 관

심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액티브 시

<Fig.� 2> Result of Korean active senior consumer <Fig.� 3> Result of Chinese active senior consumer

<Table� 5> Result of multiple-group comparison analysis 

H6 Path

Korean 
active senior (n=320)

Chinese 
active senior (n=320)

χ2 Result
Stand. 
coeff. t Stand. 

coeff. t

H6-1 Relationship marketing  
      → Brand interest .300 2.320*  .192  2.082* χ2 (1)=1.950 Rejected

H6-2 Relationship marketing  
      → Consumer behavior .016  .178 1.161  9.164*** χ2 (1)=5.851*** Accepted

H6-3 Service marketing
      → Brand interest .640 4.525***  .771  4.173*** χ2 (1)=7.211*** Accepted

H6-4 Service marketing
      → Consumer behavior .070  .390  .350  1.390 χ2 (1)=.886 Rejected

H6-5 Brand interest 
      → Consumer behavior .858 4.732*** –.578 –1.854 χ2 (1)=5.822*** Accepted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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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 소비자들이 패션 브랜드 매장을 방문할 경우, 판
매원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정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들의 브랜드 관

심을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서비스 마케팅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

니어의 소비자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

을 중시하며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긍정적인 소비자 행동을 한다는 액티브 시니어 소비

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구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한 브랜드 아

이덴티티의 전달 및 브랜드 제품의 가격에 대한 정확

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들이 패션 브랜드 매장을 방문할 때 부

담 없이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및 인적 서비스

를 제공함에 있어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을 통한 브랜

드 관심이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한ㆍ중 액티브 시니어의 긍정적인 소비자 행동을 유

도하기 위해서 패션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브랜드 관

련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들

을 활용하여 소비자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전략을 

전개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

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여섯째,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제공하는 관계 마케

팅과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브랜드 관심 및 소비자 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나 한국인 액티브 시

니어의 경우에는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이 소

비자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관
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을 통해 형성되는 브랜드 

관심이 긍정적인 소비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기에 한국인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

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는 인적 서비스의 제

공 및 판매원을 통한 소비자와 소비자, 브랜드와 소비

자의 관계성을 형성해주는 것이 브랜드 관심을 제고

시키며, 더 나아가 긍정적인 소비자 행동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또한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

의 경우에는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이 브랜드 

관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소비자 행동에는 관계 마케팅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브랜드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패션 브랜드에 대한 긍

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브랜드 맴버십 프로그램

의 운영 및 브랜드 커뮤니티를 통한 브랜드 정보의 제

공 등의 패션 브랜드에 대한 여러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일 것으로 본다. 
일곱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패

션 브랜드 매장에서 전개하는 관계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이 두 집단의 브랜드 관심과 소비자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한국인 액

티브 시니어와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한 수 있었다. 특히나 

한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소비자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브랜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의 경

우에는 중국인들의 문화 중 하나인 관시(关系)를 고려

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

에도 소비문화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된 한국인과 중

국인의 소비자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서로 다른 마케팅 전

략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인과 중국인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

으로 진행된 연구로 여러 국가의 액티브 시니어 소비

자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중국의 대도시와 소도시의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비교ㆍ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패션 브랜드에서 전개하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한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액티브 시니어와 중국의 1선 도시

뿐만 아니라 1선 도시만큼 성장한 新1선에 도시에 거

주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자 행동 비교와 액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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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의 성별, 소득 등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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