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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중국 외식시장 내 미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커피 

시장이다. 2014년 중국인의 1인당 연평균 커피 소비량은 5잔으로 세계 

평균 240잔에 크게 못 미쳤지만, 커피 판매액은 6,599억 위안(한화 117조 

9700여억 원)으로 2013년보다 7% 늘었고, 커피 판매량은 6만 893t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경향신문 2015). 이에 중국에는 커피 전문기업

으로 매장 보유수가 1,000개가 넘는 미국의 스타벅스, 대만의 상도커피뿐

만 아니라, 시장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대만의 조각시광카페가 

선점해 있으며,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만커피, 주커피, 와플반트, 할리스

커피, 탐앤탐스 등 국내 커피 전문기업들도 현재 약 1,000개에 가까운 매

장을 오픈하는 등 중국 내 커피 전문기업들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뉴

스1, 2014). 따라서 중국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글로벌 브랜드 커피전

문점에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서 드라마로부터 출발한 한류는 1999년 한국 아이돌 그룹들의 

진출, 2002년 한, 일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고조되었다(이인구, 김종배, 오

재환, 2007). 또한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중국에서 방영된 이후 중국 소

비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음식, 역사와 예의범절 등에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김재휘, 이희성, 

2007). 즉, 중국 내 한류가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

지 형성과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제품의 중국 

내 수출 및 판매로 연결되고 있다(서현주, 황선진, 송기온, 2014).

중국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연구도 많다. 김용규, 한병섭(1997)은 LG

전자의 중국진출 성공적인 현지화 사례를 다루었다. 중국의 급격한 유통

환경의 변화 속에서 LG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통전략과 



- 2 -

유통관리방식이 있다. 이동기, 조영곤(2005)은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에 

수행하는 현지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동기, 박남규(2005)는 (주)제네시

스 BBQ의 중국진출 전략 사례를 통해 중국 내 입지로는 새로운 제품을 

손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이 높으면서도 개방적인 상하이를 전

략적으로 선택하여 진정한 경쟁력은 ‘한국적인 맛’에 있다는 신념하에 현

지인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여 소비자를 끌어들였으며, 중국에 외

식 배달문화를 전파한 점이 성공 요인이라고 했다. 이철, 학준(2010)은 

농심의 중국 시장 진입 및 확대전략사례를 통해 제품전략으로 적응전략

보다 표준화 전략을 사용하여 성공한 사례의 차별화 및 현지화 전략 사

례를 분석하였다. 김장훈(2012)은 이랜드그룹의 중국진출 사례를 통해 

신흥국 글로 기업의 신흥시장 현지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 패션의류 시장에서 한국의 이랜드그룹이 성공한 핵심요인은 현지화

라고 하였다. 박철형, 이경완, 이동기(2015)는 국내 최고 마스크업체 벤처

기업 제닉의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사례를 연구한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시장점유율은 

프랑스(37.6%), 일본(20.5%), 미국(11.2%) 기업들 다음인 4위(11.1%)를 

차지하고 있다(유위동, 2014). 2013년도에는 한국 화장품 중국으로 총 수

출금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그 뒤 몇 년간 라네즈, 설화수 등 한

국 대다수 브랜드의 수출금액 성장률이 약 50% 이상에 이르렀다. 2017

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수입한 한국 화장품 총금액은 4,7083억 달러이

며,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 화장품 시장점유율은 역시 32.1%이다

(Korea KITA, 2017). 한국 라면의 경우 2000년대 한 자리 숫자에 머물

던 점유율이 2014년 20.0%, 2017년 56.7%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럴드경제, 2017년 12월 11일).

그러나 한국 드라마로 중국에서 불붙은 한국 커피전문점은 중국 시장

을 열지 못했다. 2012년부터 카페베네 등 한국 커피전문점이 잇따라 중

국시장에 진출했지만 2015년부터 한국 커피전문점이 잇따라 문을 닫기 

시작하고 2017년 카페베네가 한국에서 파산을 선언했다(오늘 뉴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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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9일). 하지만 2017년까지 스타벅스는 중국에 2936개 매장을 갖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51%이다(중상산업연구원, 2018년 3월 8일). 왜 스

타벅스는 성업할 수 있고 한국 커피전문점들은 줄줄이 도산하는지 이런 

원인을 밝혀내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소비자들은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데 있어 브랜드를 인식하기 시작하

였고,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로서 커피전문점을 이용하기보다는 커피전문

점 브랜드를 소비한다고 말할 정도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이 나

타나고 있다. 이렇듯 커피전문점에서 브랜드는 그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

고 소비자는 커피전문점 브랜드를 구매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누리고자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커피전문점에서 소비자는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고 브랜드와 상호작용을 하며 이성적　그리고 감성적 관

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이형주, 서지연, 윤경화, 2013). 브랜드에 대한 지

각적인 요인과 경험적인 요인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요인들이 브랜드

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소비자와 브랜드간의 장기적 관계에 영향을 주

기 때문이다(이재진, 간형식, 2012).

이런 점에서 커피 전문점들은 강력한 브랜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커피전문점들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체험을 자사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다양한 체험 제공수단을 제안하고 있다(이형주, 서지연, 2012). 

이는 소비자가 어떤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다

르게 느끼고 브랜드의 이미지도 새롭게 창조되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기명옥, 이동일, 2008; 변광인, 오지현, 2014; 최형

민, 이형룡, 2011). 따라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사의 소비자 욕

구에 적합한 체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브랜드 체험 외에도, 브랜드 개성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품질, 서비스, 

분위기, 특징, 스타일 등을 이미지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무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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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제공하고 쉽게 친근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개성을 지닌 소비자들에게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Huh & Lee 2002). Kim & Choi(2011)는 커피전문점의 브랜드 개성이 

고객 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브랜드 충성도와 신뢰도

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연구결과에서　 제시하였다. Kim & 

Ko(2011)는 커피전문점의 브랜드 개성으로 ‘흥미성’, ‘진실성’, ‘강인함’, 

‘세련됨’ 등의 네 가지 차원을 도출하여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브랜드 개성은 소비자가 자신의 아이덴티티

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브랜드 개성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

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모델로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Kim 등, 2007). 브랜드 개성은 민감한 개인적인 인식

으로써 제품의 속성(attribute)보다 모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식업에서

는 안전한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다(Ang & Lim, 2006). 따라서 외식업

체(레스토랑, 커피점 등)에서는 브랜드 개성을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함으

로서 시장에서 자사의 브랜드 개성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소비자에

게 전달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Murase & Bojanic, 2004). 따라

서 타 브랜드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사의 ‘브랜드 개성’에 대한 

체계 적인 관리가 요구된다(안광호, 이지은, 전주언, 2009).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다. 월마트는 

2006년에 경영상의 실수로 독일 시장에서 10년 동안의 노력을 포기했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월마트와 까르푸는 한국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2006년에 모두 한국에서 철수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한국을 글로벌 소매업체의 무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

다(Kim, 2009). 이러한 현상이 중국 시장에서 재발하지 않으리라 확언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은 중국 소비

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노

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다국적 기업의 성공은 진출한 국가의 

고객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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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것은 소매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 서비스 

기업들의 중요한 목표이다(Jones and Sasser, 1995). 선행연구에 따라면 

브랜드 체험과 브랜드 개성이 고객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Brakus Schmitt and Zarantonello, 2009; 김경희, 2013; Zarantonello & 

Schmitt, 2010). 글로벌 소매업체의 기본적 서비스 품질과 차별적 서비스 

품질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현지화 수준에 따른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용, 마에예, 2010). 따라서 브랜드 개성과 브랜

드 체험과 고객 만족도간의 관계에 있는 마케팅 현지화의 조절효과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브랜드 글로벌성도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

고 있다. 브랜드 글로벌성은 브랜드가 국제적으로 노출되어 판매되고 있

는 정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인데 제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경은, 롱후아타오, 조성도, 2016; 한충민, 이슬기, 이상엽, 2011; 

Holt et al., 2004; Ozsomer, 2012; Steenkamp et al., 2003; 

Swododa et al., 2012). Steenkamp et al.(2003)은 브랜드 글로벌성이 

높으면 브랜드 품질, 지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구매의도가 증가한다

고 하였다. 따라서 고객만족도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브랜드 

글로벌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즉 고객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간의 관

계에 있는 브랜드 글로벌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중국 시장 대상으로 브랜드 체험과 브랜드 

개성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마케팅 현

지화와 브랜드 글로벌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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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브랜드 체험

브랜드 체험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감각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체험하

면서 특정 브랜드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정으로(이해윤, 이정교, 2014),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프로모션을 꾀하며 소비자 체험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권

기준, 2014; Schmitt, 1999). 또한,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광고나 웹사

이트를 포함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노출될 때 등 간접적으로도 발생

하게 된다(Ha & Perks, 2005; Brakus et al., 2009).

브랜드 체험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는데, 정보경제

학 관점에 근거하여 접촉유형과 접촉시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Lee, 

2003). 직접적 접촉은 고객이 실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

하는 것으로 고객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간접적 접촉은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와 우연한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전효과, 추천, 비판, 

광고, 뉴스 등의 형태를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들의 직간접적인 

체험은 제품에 대한 평가, 태도, 선호, 구매의도 그리고 회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Hoch & Deighton, 1989; Hoch & Ha, 1986; Huffman & 

Houston, 1993). 또한, 소비자와 제품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품 체험과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극들과의 상호과정에서 

발생되는 브랜드 체험으로 구분되어진다(Keller, 1987; Mandel & 

Johnson, 2002; Veryzer & Hutchinson, 1998).

브랜드 체험은 기업 또는 브랜드가 제시한 브랜드에 관한 자극물에 대

하여 소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주관적이고 내적인 반응이 나타났을 때

에 발생되며, 브랜드 체험이 선행된 이후에 브랜드 태도나 애착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브랜드 체험은 단지 하나의 차원으로 설명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 것이다(심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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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이은주, 2016). Brakus et al.(2009)은 마케팅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혼용되어 왔던 브랜드 체험을 개념화하고 브랜드 체험 유형을 구

분하였으며, 브랜드 체험을 브랜드 관련 자극물들에 의해 발생된 개인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반응과 행동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브랜드 

체험 유형을 감각(sensory), 감성(affective), 행동(behavioral), 그리고 지

적(intellectual)의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Schmitt(1999)는 체

험을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적 체험으로 구분하였고, 체험을 ‘매장 

내’로 국한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체험의 모든 범주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Pine & Gilmore(1999)는 소매환경 속에서의 체험단계를 

심미적, 교육적, 오락적, 도피적 체험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들의 연구는 

소매업 분야에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Meyer & Andre(2007)는 브랜드 체험을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

여 소비자가 갖게 되는 내적 및 주관적 반응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브랜

드 관련 자극물은 디자인, 아이덴티티(이름, 로고, 시그널), 포장,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광고, 브로슈어, 웹사이트)을 통해 또는 제품이 전시된 점

포내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시되면서 소비자의 주관적이고 내부적 반

응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브랜드 체험의 주원천이라고 하였다. 홍주영, 

김성수, 한지수(2016)는 브랜드 체험을 소비자가 브랜드와 관련된 자극

물디자인, 아이덴티티, 포장, 커뮤니케이션 등)에 의해 느끼게 되는 주관

적인(즉, 감각, 감성, 인지, 행동) 반응의 결과라고 하였다.

브랜드 관리적인 측면에서 체험은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되는 인

상이며, 이러한 브랜드 체험은 고객의 기억 속에 저장되며, 고객의 충성

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이경렬, 2012). 전통적으로 기업의 광고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포함해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브랜드 체험 형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영환, 손수진, 2010). 성낙봉(2014)은 지역 

브랜드상 품과 관련하여 브랜드 체험이 고객-브랜드 관계몰입과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감성, 행동, 지성적 체험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관계몰입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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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브랜드 개성

브랜드 개성은 흔히 ‘브랜드와 연관이 되는 일련의 인간적인 특질’로 

정의된다(Aaker, 1997). 즉, 브랜드 개성은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부여

하는 일련의 인간적 특성이나 특징으로서 독특하면서도 장기간 지속되는 

쉽게 변하지 않는 브랜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김홍범, 이상미, 

2002). 또한, 브랜드는 소비자와 관계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을 갖는 실

체이다(Blackstone, 1993; Fournier, 1998). Aaker(1997)는 브랜드 개성에 

자기를 표현하는 기능,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소비자에게 

기능적 혜택을 제공하는 세 가지 면에서 가치(value)를 제공한다고 하였

다. 브랜드는 제품, 서비스와 관계를 형성하고, 브랜드에 대한 지식과 감

정을 형성하며, 브랜드는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브랜드로서 독특

한 브랜드 개성을 형성하는 것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수단이 된다(Kim, Magnini & Singal, 2011). 특히 브

랜드 개성이 잘 형성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Sirgy, 1982),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를 

차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또한, 차별화된 긍정적인 브랜

드 개성을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제품 정보를 제공할 때보다 브랜드 이

미지를 더욱 높일 수 있다(Freling & Forbes, 2005).

Belk(1988)는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마치 살아 있는 대상인 것처럼 여

기므로, 브랜드에 인간적인 개성을 부여하는 것이 곧 브랜드 개성이라고 

하였다. 사람에게 개성이 있는 것처럼 브랜드도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서 사람처럼 브랜드도 현대적이거나, 세련되었다거나, 터프하다는 

등의 개성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Judy et al.(1999)은 차별화

된 브랜드 개성은 소비자로부터 브랜드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Keller(1993)는 브랜드 개성을 상징적인 개념으

로 간주하고, 소비자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아표현의 욕구를 충족시

키는 역할을 하며, 인구 통계적 특성인 성별, 연령, 사회적, 경제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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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따뜻함, 걱정 등의 감정적인 부분과 같은 인

간 속성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Shavitt(1990)는 상품과 관련된 혜택이나 

속성들이 실용주의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자아 표현적 기능 또

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브랜드 개성이라고 주장하였고, 

Larson(2002)은 브랜드 개성을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하면서, 고객들이 브랜드명을 듣거나, 보거나, 맛을 보거나 만

져 볼 때, 그들 마음속에 처음 떠오르는 자발적 사고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

였다.

Aaker(1997)는 브랜드 개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114개의 개성측정항목을 추출한 후 최종 크게 5가지 차원(Big Five)으로 

‘진실성(sincerity)’, ‘열정(excitement)’, ‘강인함(ruggedness)’, ‘유능함

(competence)’, ‘세련됨(sophistication)’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외식시장에서는 Siguaw 등(1999)이 처음으로 Aaker(1997)의 브랜드 개

성 척도(BPS)를 이용하여 패스트푸드점과 패밀리 레스토랑 및 고급 레

스토랑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성을 연구한 결과 ‘진실’, ‘활달’, ‘유능’, ‘세

련’, ‘강인’ 등의 다섯 가지 브랜드 개성 차원을 언급하였다. Kim et 

al.(2011)은 국내 대표적인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

랜드 개성(성실, 세련, 활기, 역량, 강인)을 통한 경쟁구도 및 선호분석을 

연구한 결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다섯 개 커피전문점 브랜드의 경우, 

각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개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

내 또는 국외 브랜드인지에 따라 양분된 지각을 보인 개성들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Kim, Choi(2011)는 커피 전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

으로 브랜드 개성 5가지 차원(유능, 진실, 강인, 세련, 활발)이 높아질수

록 커피 전문점에 대한 이용횟수의 비율과 고객 만족도가 상승한다고 밝

혔다.

제3절 마케팅 현지화

국제 기업이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하면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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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략적 문제 중의 하나는 시장 간 환경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이다. 따라서 국제 기업은 전략적 목표를 효과적

인 현지화 전략의 수립에 두게 된다(Miles and Snow, 1978). 현지화 전

략이란 국제 경영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지 시장 환경을 

이해하고 현지 조건에 맞는 경영 활동의 수행을 말한다(이장로, 박광서, 

1995). 김용규(2000)는 현지화를 본국의 경영 방침과 시스템을 원형으로 

삼되 마케팅, 생산, 조직, 회계 등 기업 활동 전 분야에서 현지 사회에 

적합한 독자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사회에 융화함으로써 현

지에서 성공적인 사업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지평, 송

민선(1998)은 구체적으로 마케팅의 현지화, 인적 자원의 현지화, 생산 및 

기술의 현지화, 자본 조달의 현지화, 조직의 현지화, 현지 사회와의 융화

로 구분하였다. 이중 본 연구의 마케팅 현지화는 현지 시장에 적합한 상

품 컨셉트를 개발하고 기존의 현지 유통망을 이용하거나 독자적 유통망

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현지 시장 판매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즉, 현지 시장 적합형 상품 개발과 현지 유통망 확충 등을 위한 지속

적인 노력을 의미한다(김용규, 2000). 특정 마케팅 분야의 현지화를 중심

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지만, 몇몇 연구들이 마케팅 현지화 활동을 

마케팅 4P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김용규, 2001). 제

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판매촉진 전략 등 마케팅 전략의 기본적

인 수단은 공통 요소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같은 아시아 주요 신흥 시장

국에서는 현지의 독특한 사회 경제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

절한 세부 마케팅 컨셉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는 마케팅 현지화 활동은 마케팅 믹스(제품, 가격, 촉진, 유통)관

점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Ashton(1961)은 국제 기업이 해외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

품 디자인의 변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지화 연구의 기폭

제를 제공하였다. 국가 간의 문화 차이 때문에 현지 적응화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은 현지 시장의 특성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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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강다원(2000)은 어떤 기

본적인 욕구가 여러 분야에 걸쳐 지배한다 하여도 서로 다른 문화는 보

통 서로 다른 욕구를 창조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유사한 제

품과 유사한 커뮤니케이션 욕구에 만족하지 못한다. 국가 간에는 큰 차

이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차이는 마케팅 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인식

되어야 한다. Kotler(1986)는 해외 기업의 마케팅 현지화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현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

한 마케팅 현지화 활동이 기업경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Cavusgil & Zou(1993)는 독립변수로 회사요인, 시장요인과 제품과 산

업요인 들을 설정하고 제품과 촉진의 현지화 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184개 미국기업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기업의 국제 경험제품의 독

특한 문화인 특성과 현지 시장의 경쟁 강도가 제품의 현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국제 경험, 제품의 독자적인 특성 

그리고 현지 시장의 경쟁 강도가 촉진 현지화에도 유의적인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재의 경우보다는 소비재의 제품 

현지화와 촉진 현지화 정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Johnson & Arunthanes(1995)에는 미국 수출기업 208개 대상으로 다중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시장점유율 및 이익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지만 제

품 적응화와 매출 증가 간에는 긍정적(+) 관계를 밝혔다. Albaum & 

Tse(2001)에는 홍콩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4P 적응화와 시장점유율 및 

이익 간의 연구에서 다중회귀를 통해 분석했는데 4P 전략의 적응화와  

성과간에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Calantone & Cavusgil & 

Jeffrey(2004)의 연구에서는 조직 관리, 기업 경험 그리고 현지국의 법적 

환경이 글로벌 제품의 현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하였다. 미국과 한

국의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541개 설문 조사하고 연구 결과에 의하여 제품

의 현지화 정도가 수출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Lages & 

Montgonmery(2004)는 작년의 수출성과, 수출시장 경쟁 강도, 수출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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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이 기업의 직접 수출과 수출 마케팅 믹스 현지화에 관한 실증 연구를 

수행했다. Lages & Griffith(2008)는 4P 적응화와 수출성과, 수출 비중 및 

수출성과에 대한 만족에 연구에서는 포르투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적

응화와 수출성과 간에는 부정적(-)인 관계이며, 가격, 유통, 촉진 적응화는 

수출성과 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Navarro & Losada & Ruzo & 

Dize(2009)는 기업의 경쟁우위, 수출 의지 그리고 마케팅 현지화 정도와 수

출성과의 관계에 대한 통합모델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하였다. 결과를 보면 

마케팅 현지화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경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

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절 고객 만족도

고객 만족은 제품과 서비스의 성과가 소비자가 원하는 기대(Expectation)

에 최대한 호응한다면 그에 대한 결과로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매

가 성립되어 소비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임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다(Babin, Griffin, 1998). 고객 만족은 소비자의 반응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 전 기대치와 소비 후에 지각된 성과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Kotler, 2003). 고객 만족은 학자들마다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편이다. 고객 만족을 결과적 변수로 소비자가 경험한 합당하

거나 부당한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한 인지적 상태로 보아 Bolton & 

Drew(1991)는 구매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들이 예상한 결과에 대한 비용

에 따른 적합한 대가를 비교하면서 발생하는 구매결과를 고객 만족이라 하

였다. Ring과 Ven(1994) 및 Sabel(1993)은 만족은 관계 규범을 부합시키

는 상대방의 능력을 명백히 하여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Ring & Vande, 1994; Sabel, 1993). Oliver(1993)는 소비자가 흡족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고객 만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것을 단순히 만족 그 

자체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실행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마케팅과 서비스 분야의 연구에서 고객 만족은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는 이미 앞서 많이 입증되었다(Kim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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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nell(1992)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만족도가 높은 고객이 아닐 수 

있지만, 만족도가 높은 고객은 높은 고객 충성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다. 이는 만족한 고객은 공급자나 브랜드를 바꿀 수 있는 원인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in(1992)은 소비자 만족 및 구매 의도와의 

경로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품질은 고객 만족의 선행요소로서 고

객 만족은 구매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만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Oliver(1997)의 정의

는 충족상태(인지적 판단)가 유쾌한 수준(정서적 판단)에서 제공되거나, 

제공되었는가에 대한 고객의 판단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고객 만족이란 구

성개념의 속성을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고객의 감

정반응과 인지 반응은 고객 태도에 대하여 협력적 행위를 증대하여 고객 

만족에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된다(남유신, 

김수종, 2012). 고객 만족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어 제품과 서

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소비자는 기대 충족을 통한 충성도와 재구매 

및 재방문, 구전효과 등으로 주변에도 영향을 주면서(엄영호, 2010),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역할을 한다. Howard & Sheth(1969)는 고객 

만족이 재구매 의도나 구전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도는 긍정적인 재구매 의도나 주위 사람들에게 대

한 긍정적인 추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커피전문점 만족에 관해

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주로 선택 이미지와 고객 만

족, 재방문 의도, 구전 의도와 같은 행동 의도 사이의 관련성이다(Son, 

2010; Kim, Seoung, 2011; Kang, Mun, 2014). 

제5절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충성도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재구

매, 추천, 구전 등의 형태를 통한 지속적 구매 행동의 표현으로 정의된다

(Sanchez-Fermandez et al., 2009; Xiang & Petrick,  2008). 즉, 브랜드 

충성도는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에 만족하여 지속적인 재구매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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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애착의 정도를 의미하며 (Aaker, 

1991), 그 강도에 따라서 완전한 상태에서 몰입에 이르는 수준에까지 다

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이는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브랜드의 제품

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하려는 의지로, 브랜드 전환을 유도하는 타

사의 마케팅 노력과 다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구매한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한다(Oliver, 1999). 따라서 브랜드 충성도는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연구

에서 검증되었다(Hyun & Kim, 2011).

브랜드 충성도는 높은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또한 브랜드를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다른 브랜드로 전환

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박근아, 권금택, 2009). 충성고객의 경우 

브랜드의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서도 구매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매, 어윤선, 2011). 기업은 마케팅 비용의 절감, 

긍정적인 구전효과 등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최웅, 이재선, 조원길, 

2011).

브랜드 충성도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경쟁우위의 원천

으로써 연구자의 관점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브랜드 충성도는 소비자들이 브랜드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브랜드를 재구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꺼이 추천하고자 하는 소

비자들의 의도와 행동이라 할 수 있다(Keller, 2009).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는 해당 다른 브랜드가 제공할 수 없는 독특한 가치를 지각

함으로서 그 브랜드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지속적 수익이 창

출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 및 운영비용의 절감, 고객당 

수익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된다(Reichheld, 1996). 이와 같이 브

랜드 충성도는 특정 브랜드를 타 브랜드보다 더 선호하여 구매하는 정도

로(Jacoby & Kyner, 1973), 브랜드 충성도를 가지는 소비자는 특정 브

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므로(Dick & Basu, 

1994), 기업은 충성도 높은 소비자를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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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011).

제6절 브랜드 글로벌성

브랜드 글로벌성이란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연상 개

념으로 볼 수 있다(Holt et al., 2004; Ozsomer and Altaras, 2008). 즉 브

랜드 글로벌성이란 소비자에 의해 글로벌 브랜드로 인식되는 정도를 나

타낸다(Steenkamp et al., 2003). Steenkamp et al.(2003)는 한국과 미국

을 대상으로 브랜드 글로벌성이 소비자의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지각된 브랜드 글로벌

성이 지각된 브랜드 품질이나 명품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하여 구매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통상 글

로벌 브랜드의 경우 동일한 브랜드명과 통일된 마케팅 전략(광고, 가격, 

유통, 포지션닝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Levitt, 1983; Yip, 1995)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 브랜드 글로벌성이 높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에 알려진 글로벌 브랜드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면 여러 

국가 소비자들의 유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Hassan and Katsanis, 

1994). 즉 글로벌 브랜드 구축은 현지에 적응하는 시간을 줄이고 브랜드가 

특정 국가와 지역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해준다(Keller 1998).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브랜드의 글로벌성(perceived brand 

globalness)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브랜드가 타 브랜드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인식은 글로벌 브랜드의 품질이 현지 브랜드보다 

객관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타난다(Shocker et al., 1994; 

Kapferer, 1997).

Batra et al.(2000)은 브랜드 글로벌성이 브랜드 현지성과 비교하여 브

랜드 태도에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Holt et al.(2004) 

은 브랜드 글로벌성은 우수한 품질,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높은 사회적 책

임을 연상시킨다고 하였다. 같은 연구의 흐름으로 Johansson et al.(2005)

은 브랜드 글로벌성이 브랜드 존경도 (esteem)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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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편 Dimofte(2008)는 브랜드 글로벌성은 소비자에게 인지적인 평가

보다는 감성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 높은 품질을 지각하지 않으나, 호의적

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Akaka and Alden(2010)은 지각적 브랜

드 글로벌성이 글로벌 광고에 있어 활용성이 매우 높은 개념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정인식, 김귀곤(2004)는 브랜드 글로벌성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

향이 Steenkamp et al. (2003)에서 지적하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다만, Steenkamp et al.(2003)의 연구와는 다른 점은 브랜드 

글로벌성이 품질이 아닌 명품성에 보 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글로벌 브랜드의 측정과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표준화

된 마케팅 전략으로 다수의 국가에 동일한 브랜드명을 사용한 브랜드를 글

로벌 브랜드라고 정의한다(Branch, 2001; Levitt, 1983; Yip, 1995). 이 

관점에서의 글로벌 브랜드는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를 대상으로 통용되는 브랜드를 의미한다(Kapferer, 1995). 둘째, 소비자들

이 특정 브랜드가 글로벌화 되었다고 판단하고 지각하는 것을 글로벌 브랜

드라고 정의한다(Alden, Steenkamp and Batra, 2006; Batra et al., 

2000; Steenkamp et al., 2003). 즉 소비자 관점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측

정하는 것인데 소비자가 브랜드를 글로벌화 되었다고 지각하는 것을 지각된 

브랜드 글로벌성(perceived brand globalness) 이라고 보는 것이다

(Steenkamp et al., 2003). 따라서 지각된 브랜드 글로벌성은 소비자 관점

에서 브랜드가 다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도에 관한 인식 정도로 정의

할 수 있다(Alden et al., 2006). 

이러한 브랜드 글로벌성에 대한 소비자 지각은 해당 브랜드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데서 발생한다(Steenkamp et 

al., 2003). 그리고 해당 브랜드가 실제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형성된다. 지각된 브랜드 글로벌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

이션 활동에는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연상키는 브랜드명, 

로고, 테마, 광고, 패키징, 심벌 등이 있다(Alden, Steenkamp and Ba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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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요결과

Batra, 
Ramaswamy, 

Alden, Steenkamp 
and Ramachander 

(2000)

브랜드 글로벌성 
브랜드 현지성 브랜드 태도

글로벌성이 높은 브랜드가 현지
성이 높은 브랜드보다 선호되고 
있음

Steenkamp, et al. 
(2003) 브랜드 글로벌성

브랜드 품질 
브랜드 명품성 

구매 의도

브랜드 글로벌성이 브랜드 품
질, 브랜드 명품 성, 이들을 통
한 구매의도와 정(+)의 영향

Holt, Quelch and 
Taylor (2004)

글로벌 브랜드 
개념(품질, 

통념, 사회적 
책임)

브랜드 성과
글로벌 브랜드는 우수한 품질, 
세계시민으로 서의 의식,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을 연상시킴

Johansson and 
Ronkainen (2005) 브랜드 글로벌성 브랜드 평가 브랜드 글로벌성이 브랜드 존경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Dimofte, et al. 
(2008)

글로벌 브랜드 
개념(품질, 

통념, 사회적 
책임)

인지적 및 
감성적 평가

소비자는 글로벌 브랜드에 대 
해 인지적 측면보다 감성적인 
측면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함

정인식, 
김귀곤(2004) 브랜드 글로벌성

브랜드 품질 
브랜드 명성 
구매 의도

브랜드 글로벌성이 브랜드 품질 
브랜드 명성, 이들을 통한 구매 
의도와 정(+)의 영향

이철, 김태은 
(2007)

브랜드 글로벌성 
제조국 이미지

태도     
구매 의도

브랜드 글로벌성이 제조국 이미 
지보다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
매 의도에 강한 정(+)의 영향

1999). 본 연구의 브랜드 글로벌성은 브랜드에 대하여 소비자가 지각하

는 글로벌 성향과 전 세계에 판매되는 정도이다. 브랜드 글로벌성에 대

한 여러 연구 학자들의 실증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브랜드 글로벌성에 관한 실증연구

※출처:한중민,이슬기,이싱엽(2011),“브랜드 글로벌성 vs.원산지 이미지 -글로벌 브랜드는 원산지 효

과에서 지유로운가?”, pp.3-4,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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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설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논문은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통해 구체화된 개념과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커피전문점의 브랜드 체험 및 브랜드 개성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마케팅 현지화와 브랜드 글로벌성의 조절효과를 분석

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제2절 가설설정

1. 브랜드 체험과 고객 만족도의 관계

브랜드 체험은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을 유지하고 다른 경쟁 기업

과의 차별화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고(Schmitt, 1999), 브

랜드 체험이 긍정적인 소비자 만족과 브랜드 충성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Zarantonello & Schmitt, 2010). 

Brakus, Schmitt & Zarantonello(2009)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31개의 

글로벌 브랜드를 선정하여 전략적 체험 모듈인 감각, 감성, 인지, 행동이 

고객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Saeed, Ebrahim & 

Miche(2014)는 온라인 업체의 웹사이트 내 체험적 요소는 고객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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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여 고객 만족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고객들의 사이트 참

여와 자사 지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arnes et al.(2014)

은 덴마크와 스웨덴의 세 도시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목적지 브랜드 경험

이 방문객 만족 및 재방문, 추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황윤

용, 최수아(2010)는 브랜드 경험이 브랜드와의 애착과 관계의 선행요인이

며 브랜드 만족에 직접적 효과는 물론 애착과 관계를 매개로 간접효과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Schmitt(2001)는 구매과정에서의 체험이 소비자-브

랜드 관계에서 만족도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설1을 제안한다.

가설1: 커피 전문점에 대한 브랜드 체험은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감각체험은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감성체험은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행동체험은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지적체험은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브랜드 개성과 고객 만족도의 관계

Ahn, Lee(2005)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패밀리 레

스토랑의 브랜드 개성이 소비자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Brakus, Schmitt and Zarantonello(2009)의 연

구에서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 만족과 브랜드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상희, 김민화, 박재민(2011)의 커피전

문점 연구에서도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에 부분적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김경희(2013)의 테이크아웃 커

피전문점의 브랜드 개성과 고객 만족 및 브랜드 충성도에 관한 연구에서 

브랜드 개성은 고객 만족과 브랜드 충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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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한숙(2014)은 한식 프랜차이즈 음식 브랜드를 

중심으로 브랜드 개성 요인 중 ‘진실성, 흥미성, 능력, 세련’ 요인이 고객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외식업 이외 분야에서도 브랜드 

개성과 소비자 만족 간 영향 관계를 규명한 몇몇 연구들이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브랜드 개성과 소비자 만족, 재방문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성 요인 중 ‘정감’과 ‘신뢰성’이 소비자 만족 및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경희, 2014)가 있으며, 오픈 마켓을 중심으

로 브랜드 개성의 능력 차원이 소비자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유경, 2011). 따라서 가설2를 제안한다.

가설2: 커피 전문점에 대한 브랜드 개성은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진실성은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열정은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역량은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세련성은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5: 강인함은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마케팅 현지화의 조절효과

각 국가의 문화, 경제 발전의 정도, 소비자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의 

차이 때문에 표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각국의 상황이나 소비자들

의 특성에 따라 국제 마케팅은 수정되어야 한다(정구현, 1994). 특히 중

국은 한족과 55개 소수 민족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랜 역

사와 관습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

가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가 큰 시장으로 볼 수 있다(이윤숙 외, 2002). 

따라서 성공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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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시장의 구조와 소비자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지화는 글로벌 기업이 진출한 다양한 현지 나라의 특별한 요구들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Luo, 2001). 학자들은 끊임없이 현지화 

전략이 가져오는 이익을 확인하고 현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Luo, 

2001; Rigby and Vishwanath, 2006). 그리고 글로벌 소매업체의 기본

적 서비스 품질과 차별적 서비스 품질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현지화 수준에 따른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용, 마에예, 

2010).

따라서 글로벌 커피전문점의 마케팅 현지화가 높으면 브랜드 개성 및 

브랜드 체험이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고, 반대로 마케팅 현

지화가 낮으면 브랜드 개성 및 브랜드 체험이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은 더 작아질 것이다. 따라서 가설3을 제안한다.

가설3-1: 마케팅 현지화는 커피 전문점에 대한 브랜드 체험과 고객만

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2: 마케팅 현지화는 커피 전문점에 대한 브랜드 개성과 고객만

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4.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의 관계

김영자, 김동진 (2010)의 연구에서는 고객 만족이 고객 충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높은 만족을 경험한 고객이 충성

스런 고객이 되며 고객 만족은 충성도의 선행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Bitner, 1992). Fornell(1992)은 고객이 만족할 경우 신규고객의 유치비용

이 절감되고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아지며 기업의 경영성과가 좋아진다고 

하였다. 윤성환(2015)의 연구에서 고객 만족은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nning Thurau et al.(2002)은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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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이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고객 충성도와 구전효과를 분리하여 검증하였고, 만족은 구

전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수범 등, 2005), 이동통신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정구 등, 2002),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이동철 등, 2009), 호텔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현경석, 한진수, 

2010; 김동준, 홍동표, 2013) 등에서도 고객만족도가 브랜드 충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4를 제안한다.

가설4: 커피 전문점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브랜드 글로벌성의 조절효과

Steenkamp et al.(2003)은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브랜드 글

로벌성이 소비자의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지각된 브랜드 글로벌성이 지각된 브랜드 품질이나 명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하여 구매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전 세계 시장

에서 판매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 전문성이 높다고 인식한다. 

이는 특정 브랜드가 높은 전문성이 없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수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Keller, 1998). 예컨대 저품질의 브랜드 제품

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용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 이

미지는 고품질의 제품으로 연상된다. 즉 어떤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수용

되기 위해서는 높은 품질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Kapferer, 

1997; Keller, 1998). 글로벌 브랜드를 소유하거나 소비함으로써 소비자는 

자부심 충족 또는 사회적 지위가 강화되는 대리만족을 느낀다(Batra et 

al., 2000; Steenkamp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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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민(2019)은 브랜드 글로벌성과 과시 소비 성향의 조절적 역할에 

의해 제조원산지 이미지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제

시하였다. 그리고 브랜드 글로벌성이 미시 국가 이미지와 지불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미시 국가 이미지와 지불 의사의 관계를 향상

시키는 조절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도, 2017).

따라서 브랜드 글로벌성이 높으면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품질과 사회적 

지위을 더 높이 인정하고 브랜드 명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킨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반대로 브랜드 글로벌성이 낮으면  브랜드의 품질과 소비자의 사회적 지

위가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만족도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킨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가설5를 제안한다.

가설5: 브랜드 글로벌성은 커피 전문점에 대한 고객 만족도과 브랜드 

충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표본은 글로벌 커피 전문점을 자주 이용하는 

비즈니스맨이나 다양한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

지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300부를 배포하여 무응답 16부를 제외하고 284

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분석에 부적합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71부만

이 실증분석에 이용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인 SPSS 25.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구조모형분석과 조절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첫째, SPSS 25.0 프로그램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항목의 기술 통계분석 및 내적 일관성 측정을 위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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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증을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불필요한 변수들을 제거하고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판정하기 위

해 SPSS 25.0 프로그램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ry Factor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측정항목의 단일차원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AMOS 23.0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수들 간의 상호 상관 관련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5.0으로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변수들 간의 경로관계 즉,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3.0으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현지화와 브랜드 글로벌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제4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브랜드 체험

본 연구에서 브랜드 체험은 감각(sensory), 감성(affective), 행동

(behavioral), 그리고 지적(intellectual)으로 구성하여 정의하였다. 측정항

목은 송경숙, 박계영(2009), Brakus et al.(2009)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

구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총 12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

다.

2. 브랜드 개성

본 연구에서 브랜드 개성은 진실성(sincerity), 열정(excitement), 강인

함(ruggedness), 유능함(competence), 세련됨(sophistication)으로 구성하

여 정의하였다. 측정항목은 Aaker(1997)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

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총 17문항을 리커트 5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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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 만족도

본 연구에서 만족은 지각된 성과가 기대보다 높을 경우의 감정적 인지 

적 상태로서 전반적인 만족과 결정에 대한 만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

의한다. 만족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Oliver(1993)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항목을 응용하여 4가지 설문 항목을 재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4. 마케팅 현지화

본 연구에서 마케팅 현지화는 현지 시장에 적합한 상품 컨셉트를 개발

하고 기존의 현지 유통망을 이용하거나 독자적 유통망을 구축하여 적극

적인 현지 시장 판매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측정항목은 Lianxi 

Zhou(2003), Roger(2004), 박용창, 김의근(2002), Jae & Saeed(2000)의 연

구를 참고하여, 4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

점 척도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5. 브랜드 충성도

본 연구에서 브랜드 충성도는 소비자가 일관되게 해당 브랜드의 제품

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 Aaker(1991), 

Zeithaml et al.(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3개의 문항을 도출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6. 브랜드 글로벌성

본 연구에서 브랜드 글로벌성은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의 글로벌 수준

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Batra et al.(2000); 

Steenkamp et al.(2003)의 척도를 응용하여 4가지 설문 항목을 재구성하

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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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측정항목 참고문헌

브

랜

드 

체

험

감각체험 

이 커피 전문점은 감각적인 면에서 내게 강한 인상

을 준다.

이 브랜드는 감각적으로 흥미를 준다.

이 커피 전문점의 음악이 매장분위기과 잘 어울린다

송경숙, 

박계영(2009

), Brakus et 

al. (2009)

감성체험

이 커피 전문점은 내게 좋은 감정과 정서를 유발 시

킨다.

이 커피 전문점에 감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 커피 전문점은 감성을 유발하는 브랜드 이다.

행동체험

이 커피 전문점은 나의 라이프스타일과 어울린다.

이 커피 전문점의 이벤트에 참여한다.

이 커피 전문점의 초청행사에 참여한다.

지적체험

이 커피 전문점는 내게 다양한 생각이 들게 한다.

이 커피 전문점을 이용하는 후에 관심을 많이 가진

다.

이 커피 전문점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브

랜

드 

개

성

진실성

이 커피 전문점은 책임감이 있다.

이 커피 전문점은 성실하다.

이 커피 전문점은 실제적이다.

Aaker(1997)

열정

이 커피 전문점은 생기를 준다. 

이 커피 전문점은 대담하다.

이 커피 전문점은 활발하다.

이 커피 전문점은 상상력이 풍부하다.

역량

이 커피 전문점은 앞서 가는 브랜드이다. 

이 커피 전문점은 믿을 만한 브랜드이다. 

이 커피 전문점은 지적인 브랜드이다.

이 커피 전문점은 성공적인 브랜드이다.

세련성

이 커피 전문점은 상류층의 브랜드이다. 

이 커피 전문점은 매력적인 브랜드이다. 

이 커피 전문점은 세련된 브랜드이다.

강인

이 커피 전문점은 강인하다.

이 커피 전문점은 터프하다. 

이 커피 전문점은 진취적이다.

고객 만족도

이 커피 전문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이 커피 전문점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 한다. 

이 커피 전문점은 현명한 선택 이었다.

이 커피 전문점 경험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Oliver 

(1993)

브랜드 충성도

이 커피전문점 브랜드를 계속 이용할 것이다

이 커피전문점 브랜드는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브랜드이다

이 커피전문점 브랜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

로 추천해 줄 것이다

Aaker(1991)

, Zeithaml 

et al.(1996)

<표 2 > 설문지의 주요구성 및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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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현지화 

이 커피전문점은 중국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의 

종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커피전문점의 제품들은 중국 전통적인 음식의 맛

이나 모양을 본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 커피전문점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다.

이 커피전문점의 제품가격은 중국소비자의 소비수준

에 적합하게 정해졌다. 

이 커피전문점의 판촉 활동은 중국 문화에 부합된

다.

LianxiZhou 

(2003), 

Roger(2004)

, 박용창, 

김의근 

(2002), 

JaeH.& 

Saeed 

S(2000)

브랜드 

글로벌성

이 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 브랜드는 주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다.

이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다.

이 제품은 모든 국가 사람들에게 친숙한 브랜드이

다.

Batra et al. 

(2000), 

Steenkamp 

et 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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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의 표본으로 선정된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커피 전문점 선택으로 살펴보면 스타벅스를 선택하는 응답자가 

193명(71.2%)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응

답자 271명 중 여성이 161명(59.4%)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110명(40.6%)

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20∼30세가 143명(52.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1∼40세가 54명(19.9%), 41∼50세가 36명(13.3%), 20세 

이하 29명(10.7%), 50세 이상 9명(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 

중에 대학교 졸업 177명(65.3%), 대학원 이상 39명(14.4%), 고등학교 졸

업 39명 (14.4%), 중학교 졸업 13명(4.8%), 초등학교 졸업 3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중에 회사직원 116명(42.8%), 학생 79명(29.2%), 기타 41명

(15.1%), 자영업자 25명(9.2%), 주부 10명(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

입은 3000위안 이하 74명(27.3%), 3000∼5000위안 73명(26.9%), 

5,000∼7000위안 56명(20.7%), 7000∼10000위안 39명(14.4%), 

10000위안 이상 29명(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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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193 71.2

만 커피 17 6.3

카페베네 1 0.4

할리스 1 0.4

주 커피 7 2.6

기타 52 19.2

성별
남 110 40.6

여 161 59.4

연령

20세 이하 29 10.7

20～30세 143 52.8

31～40세 54 19.9

41～50세 36 13.3

50세 이상 9 3.3

학력

초등학교 졸업 3 1.1

중학교 졸업 13 4.8

고등학교 졸업 39 14.4

대학교 졸업 177 65.3

대학원 이상 39 14.4

직업

학생 79 29.2

회사직원 116 42.8

자영업자 25 9.2

주부 10 3.7

기타 41 15.1

수입

3000위안 이하 74 27.3

3000～5000위안 73 26.9

5000～7000위안 56 20.7

7000～10000위안 39 14.4

10000위안 이상 29 10.7

<표 3> 연구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제2절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검증

1. 신뢰도 분석

신뢰도란 측정한 다변량 변수 사이의 일관된 정도를 의미하며(김계수,  

2010), 한 대상을 유사한 측정 도구로 여러 번 측정하거나 한 가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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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에 관련된다

(이학식, 임지훈, 2009). 즉, 일관성 있는 결과가 산출될수록 그 척도의 

신뢰성은 높다(이학식, 임지훈, 2009). 신뢰도 간에는 측정의 안정성, 일

관성, 예측 가능성, 정확성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강병서, 김계수, 

1998).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들 중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법을 통하여 각 개념들의 신뢰도을 검증하였다. 일반

적으로 Crnobach's Alpha값이 0.6이상이면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한다. 신뢰도 확보에 있어 탐색적 연구에서는 0.5∼0.6정도면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0.7이상으로 충분한 신뢰

도를 확보하였다. 

<표 4>에서 측정항목의 Cronbach's Alpha값에 대한 신뢰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변 수 항목 수 Cronbach’s α값

브랜드 체험

감각체험 3 .835

감성체험 3 .886

행동체험 3 .815

지적체험 3 .849

브랜드 개성

진실 3 .920

열정 4 .921

역량 4 .927

세련성 3 .867

강인 3 .927

고객 만족도 4 .932

브랜드 충성도 3 .894

마케팅 현지화 5 .927

브랜드 글로벌성 4 .971

<표 4> 신뢰성 분석 결과

2. 타당성 분석 

타당성이란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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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아무리 정확한 측정 대상을 선정했다 하여도 잘못된 측정도구나 측정방

법을 사용하여 측정했다면 그 측정값들은 의미가 없다(이훈영, 2008). 

2.1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내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특별한 사전지식이나 결

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변수 간의 내재된 관계를 탐색적으로 찾아내

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다수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여 변수들의 바탕을 이루는 공통차원들(common underlying 

dimensions)을 통해 이 변수들을 설명하는 통계기법이다(이학식, 임지훈, 

2009).

본 연구에서 독립 요인 구조를 밝히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계수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23개의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 결과 <표 5>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회전 방법은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요인구 

조가 가장 뚜렷할 때 까지 요인을 회전시키는 직각요인회전 방법 중 일

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배리맥스(Varimax) 방법을 선택하

였다(이학식, 임지훈, 2009).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이 각각의 요인으로 잘 묶였고 전체  9개

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총 분산비는 86.4%로 나타나 높은 설명력

을 보였다.

전체 상관관계 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KMO (Kaiser-Meyer-Olkin) 값이 기준치 0.5보다 높은 0.946으로 나타

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고, 버틀렛 구형성 검증의 유

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적이

며, 본 자료를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라고 나타났다.

주성분분석의 경우 요인과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값이 0.3이상이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

훈영, 2008). 또한 고유값(eigenvalue)은 추출된 1개 요인이 설명하는 전



- 32 -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열정4 .778 .248 .173 .225 .192 .172 .193 .123 .127

열정2 .729 .230 .232 .228 .105 .183 .229 .227 .119

열정3 .683 .148 .312 .291 .222 .165 .231 .148 .152

역량4 .125 .810 .292 .181 .175 .133 .115 .058 .055

역량1 .242 .768 .275 .146 .136 .169 .129 .058 .236

역량3 .301 .635 .297 .346 .195 .085 .100 .192 .172

강인2 .274 .292 .794 .145 .168 .129 .164 .114 .091

강인1 .198 .356 .739 .248 .168 .157 .144 .127 .120

강인3 .213 .332 .675 .331 .220 .117 .135 .167 .170

진실3 .204 .126 .186 .761 .226 .209 .170 .135 .202

진실2 .230 .285 .256 .728 .231 .160 .213 .183 .101

진실1 .320 .290 .227 .706 .201 .176 .134 .200 .025

감각1 .155 .336 .151 .096 .802 .048 .084 .092 .017

감각2 .140 .137 .133 .203 .720 .119 .321 .230 .117

감각3 .141 -.011 .176 .287 .719 .212 .218 .008 .204

행동2 .197 .178 .074 .143 .154 .869 .085 .089 .056

행동3 .124 .089 .183 .187 .090 .783 .189 .270 .150

감성2 .256 .182 .151 .198 .289 .176 .786 .165 .082

감성3 .273 .119 .204 .209 .295 .162 .745 .161 .171

지적3 .330 .105 .150 .220 .111 .208 .263 .734 .215

지적2 .154 .142 .222 .266 .254 .414 .118 .670 .091

세련성1 .204 .261 .174 .197 .185 .167 .194 .191 .782

세련성3 .415 .337 .371 .131 .270 .180 .075 .174 .465

고유값 2.729 2.720 2.629 2.608 2.500 2.061 1.842 1.530 1.245

분산(%) 11.867 11.826 11.431 11.338 10.868 8.959 8.007 6.651 5.413

누적분산(%) 11.867 23.693 35.123 46.462 57.330 66.290 74.296 80.948 86.360

체 분산의 크기로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의 분산 크기로서, 그 요인이 몇 

개 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가를 나타낸다(이훈영, 2008). 이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량이 모두 0.3이상으로 나타났고 고유

값 역시 모두 1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독립변수의 요인 분석결과

종속변수와 조절변수들이 정확한 개념으로 측정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계수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13개 항목에 대하여 

요인 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회전 방법은 배리맥스

(Varimax) 방법을 선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이 각각의 요인으로 잘 묶였고 전체 4개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총 분산비는 86.8%로 나타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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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현지화5 .825 .187 .214 .224

현지화4 .825 .130 .171 .186

현지화3 .816 .272 .271 .166

현지화1 .773 .267 .385 .143

현지화2 .749 .356 -.007 .291

글로벌성2 .180 .929 .156 .130

글로벌성3 .217 .926 .135 .159

글로벌성1 .214 .918 .176 .113

글로벌성4 .305 .858 .139 .153

충성도2 .323 .229 .770 .380

충성도1 .320 .259 .770 .376

만족도2 .322 .187 .347 .798

만족도3 .347 .233 .372 .750

고유값 3.836 3.834 1.833 1.781

분산(%) 29.511 29.491 14.102 13.703

누적분산(%) 29.511 59.002 73.103 86.806

전체 상관관계 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도 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KMO (Kaiser-Meyer-Olkin) 값이 기준치 0.5보다 높은 0.913으로 나타

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고, 버틀렛 구형성 검증의 유

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적이

며, 본 자료를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라고 나타났다.

주성분분석의 경우 요인과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값이 0.3이상이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

훈영, 2008). 또 한 고유값(eigenvalue)는 추출된 1개 요인이 설명하는 전

체 분산의 크기로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의 분산 크기로서, 그 요인이 몇 

개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가를 나타낸다(이훈영, 2008). 이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량이 모두 0.3이상으로 나타났고 고유

값 역시 모두 1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조절변수와 종속변수의 요인 분석결과

2.2 확인적 요인분석

구성 개념들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 항목들에 대

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행하였

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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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항목
표준화 

요인적재량
C.R. AVE 적합도

감각

감각1 .739

.634 .838

χ2=999.313, 

df=516,   

χ2/df=1.937, 

RMR=.031, 

GFI=.831, 

TLI=.942, 

CFI=.952, 

RMSEA=.058

감각2 .868

감각3 .776

감성
감성2 .907

.838 .912
감성3 .924

행동
행동2 .787

.718 .835
행동3 .904

지적
지적2 .887

.729 .843
지적3 .819

진실

진실1 .892

.798 .922진실2 .944

진실3 .840

열정

열정2 .880

.783 .915열정3 .894

열정4 .881

역량

역량1 .873

.749 .900역량3 .873

역량4 .850

세련성
세련성1 .751

.673 .803
세련성3 .884

강인

강인1 .904

.809 .927강인2 .891

강인3 .903

만족도
만족도2 .873

.790 .882
만족도3 .904

충성도
충성도1 .910

.837 .911
충성도2 .920

현지화

현지화1 .892

.726 .930

현지화2 .792

현지화3 .899

현지화4 .806

현지화5 .866

글로벌성

글로벌성1 .959

.896 .972
글로벌성2 .962

글로벌성3 .966

글로벌성4 .897

²=999.313(df=516, p=.000), GFI=.831, CFI=.952, TLI=.942, 

RMR=.031, RMSEA=.058으로 나타났다(표 7). RMSEA 값은 0.1 이하, 

RMR 값은 0.05 이하, GFI, AGFI, NFI, IFI, TLI, CFI 값은 전반적으로 0.9

를 초과하고 있어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오계택, 이명주, 2017).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이 외에도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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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각

감

성

행

동

지

적

진

실

열

정

역

량

세

련

성

강

인

만

족

도

충

성

도

현

지

화

글

로

벌

성

감각 .634

감성 .442 .838

행동 .194 .247 .718

지적 .293 .387 .417 .729

진실 .388 .397 .294 .442 .798

열정 .323 .460 .280 .444 .509 .783

역량 .295 .272 .206 .272 .440 .436 .749

세련성 .346 .362 .267 .412 .403 .493 .487 .673

강인 .321 .332 .223 .342 .482 .479 .587 .476 .809

만족도 .360 .393 .299 .406 .521 .494 .479 .453 .552 .790

충성도 .335 .284 .314 .388 .530 .377 .462 .404 .508 .619 .837

현지화 .336 .286 .269 .389 .464 .370 .338 .362 .399 .429 .420 .726

글로벌성 .157 .127 .129 .214 .244 .202 .482 .284 .394 .225 .252 .295 .896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의 값을 추출하

여 수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CR의 경우 .70 이상, AVE의 경우 모두 

0.5 이상이 수렴 타당성 확보의 기준인데 모든 변수들이 이 수용수준을 

초과하여 수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8>　평균분산　추출값과 요인 간의 상관계수 제곱값

판별타당성은 잠재요인이 얼마나 구분되어있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집

중타당성과는 반대로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판별타당성은 높게 나타난다.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로 세 가지의 방법(AVE>

상관계수2,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 간의 χ²변화량)을 이용한다(우종필, 2012). 이 

중 가장 보수적인 방법인 AVE>상관계수2 를 확인한 후　적합하지 않으

면 단계적으로 나머지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이충기, 2016). 본 연구

에서는 판별타당성 검토를 위해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AVE값과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비교하여 ＜표　８＞에 표시하였다. 

각 요인의 AVE 값과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비교한 결과 AVE 값이 모

두 더 크게 나타나 본 연구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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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감성 행동 지적 진실 열정 역량
세련

성
강인

만족

도

충성

도

현지

화

글로

벌성

감각

감성 .665**

행동 .441** .497**

지적 .542** .622** .646**

진실 .623** .630** .542** .665**

열정 .568** .678** .529** .666** .714**

역량 .543** .522** .454** .522** .663** .660**

세련성 .588** .602** .517** .642** .635** .702** .698**

강인 .567** .576** .472** .585** .694** .692** .766** .690**

만족도 .600** .627** .547** .637** .722** .703** .692** .673** .743**

충성도 .579** .533** .560** .623** .728** .614** .680** .636** .713** .787**

현지화 .580** .535** .519** .624** .681** .608** .581** .602** .632** .655** .648**

글로벌성 .396** .356** .359** .463** .494** .449** .694** .533** .628** .474** .502** .543**

3. 연구가설 검증

3.1 상관관계분석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통한 단일차원의 확인된 요인들의 적

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측 타당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

석을 통하여 척도의 관계에 있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측정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결과 제시된 요인간의 관계가 기준타당성을 충

분한 만족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판별 타당성은 95% 신

뢰구간에서 각 구성 개념 간의 상관계수가 1이 아니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1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때 각 요인들의 

관계는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이 변수들 사이 방향성과 관계성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상관관계 분석

주:**상관관계가0.01 수준에서 유의한다(양측)

3.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이용하

였다. 가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2>과 같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χ²=999.313(df=516, p=.000), GFI=.831, 

CFI=.952, TLI=.942, RMR=.031, RMSEA=.05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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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t P 채택여부

가설1-1 감각체험 -->고객 만족도 .077 1.024 .306 기각

가설1-2 감성체험 --> 고객 만족도 .001 .011 .991 기각

가설1-3 행동체험 --> 고객 만족도 .093 1.668 .095
* 채택

가설1-4 지적체험 --> 고객 만족도 .075 .831 .406 기각

가설2-1 진실 --> 고객 만족도 .256 2.962 .003
** 채택

가설2-2 열정 --> 고객 만족도 -.009 -.104 .917 기각

가설2-3 역량 --> 고객 만족도 .113 1.032 .302 기각

가설2-4 세련성 --> 고객 만족도 .121 .935 .350 기각

가설2-5 강인 --> 고객 만족도 .297 3.458 *** 채택

가설4 고객 만족도 --> 브랜드 충성도 .851 17.563 *** 채택

주: * p<.10, ** p<.05,  *** p<.01

<그림 ２>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1) 가설 1의 검증결과

가설 H1-1 감각체험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로계수는 .077이며, t값은 1.024(p=.306)으로 나타나 감각

체험이 고객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1-1

은 기각되었다. 가설 H1-2 감성체험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로계수는 .001이며, t값은 .011(p=.991)으로 

나타나 감성체험이 고객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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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H1-2는 기각되었다. 가설 H1-3 행동체험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로계수는 .093이며, t값은 

1.668(p<.1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10에서 행동체험이 고객 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1-3은 채택되었다. 가설 H1-4 지적체

험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로계수는 .075

이며, t값은 .831(p=.406)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1-4는　기각되었다. 이로 미루어 브랜드 체험은 

고객 만족도를 형성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가설 2의 검증결과

가설 H2-1 진실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보면 경로계수는 .256이며, t값은 2.962(p<.05)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5에서 진실이 고객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2-1은 채택되었다. 가설 H2-2 열정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로계수는 -.009이며, t값은 -.104(p=.917)으

로 나타나 열정이 고객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H2-2는 기각되었다. 가설 H2-3 역량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로계수는 .113이며, t값은 .109(p=.302)

으로 나타나 역량이 고객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2-3은 기각되었다. 가설 H2-4 세련성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로계수는 .121이며, t값은 

.129(p=.350)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2-4는 기각되었다. H2-5 강인함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로계수는 .297이며, t값은 .086(p<.001)으

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강인함이 고객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2-5은 채택되었다. 

(3) 가설 3의 검증결과

가설 H3 고객 만족도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로계수는 .851이며, t값은 17.563(p<0.001)으로 나타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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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준 .001에서 고객 만족도가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3은 채택되었다. 고객들은 만족을 느꼈을 때에 계속해

서 이탈하지 않고 이용할 것이다.

3.3 조절효과 검증

AMOS 프로그램의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에 의한 성

별, 교육수준, 소득수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절변수에 따른 

두 집단 간   비교분석을  위하여   비제약 모델(unconstrained   

model)과   제약모델 (constrained model)에 대하여 구조분석을 진행하

였다.

조절변수는(Morderator  variable)은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의 관계 방향 또는 강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이다(Baron & Kenny, 1986). 즉, 종속변수에 대한 독

립변수의 효과를 중간에서 조절하는 변수를 의미하며, 조절변수는 연구 

설계에 포함된다는 점 에서 외제변수와 구별되며 상황에 따라 독립변수

의 기능을 한다.

(1) 마케팅 현지화의 조절효과 검증

가설 ３에서 마케팅　현지화의 조절효과를 검정을 하기　위해서 다집단

분석을 사용했다.　따라서 마케팅　현지화를 측정하는 ５개 문항을 평균을 

구하고 평균점(mean=3.668)에서 절반법을 통해 <표 11>과 같이 전체 

271개 표본 집단에 대해 높은 마케팅 현지화와 낮은 마케팅 현지화를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했다.

<표 11> 마케팅 현지화에 의한 그룹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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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F Δχ2 P NFI
Delta-1

IFI
Delta-2

RFI
rho-1

TLI
rho2

모형간 
차이 26 40.220 .037 .006 .007 -.001 -.001

그룹 빈도 백분율 평균점

높은 그룹 125 46.1

3.668낮은 그룹 146 53.9

합계 271 100

<표 12>와 같이 제약이 없는 비제약　모형(Unconstrained)과 제약을 

가한 측정가중치모형 간의 Δdf=26, Δχ2=40.220(p=.037)로 5% 유의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마케팅 현지화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１2> 모델 비교

<표 13>과 같이 마케팅　현지화에 따른 모델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가설 3-1은 낮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대한 결과를 보면 감각체험과 

고객 만족도에서 낮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로계수(1.011), t값

(.297), p값(.766)으로 추정되어 기각되었다. 감성체험과 고객 만족도에

서 낮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로계수(-.458), t값(-.353), p값

(.724)으로 추정되어 기각되었다. 행동체험과 고객 만족도에서 낮은 마

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로계수(.979), t값 (.309), p값(.757)으로 

추정되어 기각되었다. 지적체험과 고객 만족도에서 낮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로계수(.288), t값(.377), p값(.706)으로 추정되어 기각

되었다. 

높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대한 결과를 보면 감각체험과 고객 만족도

에서 높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로계수(.210), t값(1.721), p값

(.085)으로 추정되어 채택되었다. 감성체험과 고객 만족도에서 높은 마

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로계수(.004), t값(.039), p값(.969)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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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고 현지화  저 현지화  

경로

계수
C.R. P 경로계수 C.R. P

가설 

3-1

감각체험 -->고객 만족도 .210 1.721 .085
* 1.011 .297 .766

감성체험 --> 고객 만족도 .004 .039 .969 -.458 -.353 .724

행동체험 --> 고객 만족도 .155 1.829 .067
* .979 .309 .757

지적체험 --> 고객 만족도 .034 .259 .796 .288 .377 .706

가설 

3-2

진실 --> 고객 만족도 .121 .889 .374 -.286 -.161 .872

열정 --> 고객 만족도 .282 1.942 .052
* .365 .220 .826

역량 --> 고객 만족도 .231 1.326 .185 1.666 .327 .743

세련성 --> 고객 만족도 -.110 -1.061 .289 -3.450 -.287 .774

강인 --> 고객 만족도 .275 1.719 .086
* .925 .433 .665

정되어 기각되었다. 행동체험과 고객 만족도에서 높은 마케팅 현지화 집

단에 있어 경로계수(.155), t값(1.829), p값(.067)으로 추정되어 채택되

었다. 지적체험과 고객 만족도에서 높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

로계수(.034), t값(.259), p값(.796)으로 추정되어 기각되었다. 

<표 13> 가설3의 검증 결과

주: * p<.10, ** p<.05,  *** p<.01

가설 3-2는 낮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진실과 고

객 만족도에서 낮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로계수(-.286), t값

(-.161), p값(.872)으로 추정되어 기각되었다. 열정과 고객 만족도에서 

낮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로계수(.365), t값(.220), p값(.826)

으로 추정되어 기각되었다. 역량과 고객 만족도에서 낮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로계수(1.666), t값 (.327), p값(.743)으로 추정되어 기

각되었다. 세련성과 고객 만족도에서 낮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로계수(-3.450), t값(-.287), p값(.774)으로 추정되어 기각되었다. 

강인과 고객 만족도에서 낮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로계수

(.925), t값(.433), p값(.665)으로 추정되어 기각되었다. 

높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진실과 고객 만족도에서 

높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로계수(.121), t값(.889), p값(.374)

으로 추정되어 기각되었다. 열정과 고객 만족도에서 높은 마케팅 현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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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Δdf Δχ2 P NFI
Delta-1

IFI
Delta-2

RFI
rho-1

TLI
rho2

모형간 
차이

1 .352 .553 .000 .000 .000 .000

그룹 빈도 백분율 평균점

높은 그룹 170 62.7

3.833낮은 그룹 101 37.3

합계 271 100

집단에 있어 경로계수(.282), t값(1.942), p값(.052)으로 추정되어 채택

되었다. 역량과 고객 만족도에서 높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로

계수(.231), t값 (1.326), p값(.185)으로 추정되어 기각되었다. 세련성

과 고객 만족도에서 높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로계수(-.110), 

t값(-1.061), p값(.289)으로 추정되어 기각되었다. 강인과 고객 만족도

에서 높은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 있어 경로계수(.275), t값(1.719), p값

(.086)으로 추정되어 채택되었다. 감각, 행동, 열정과 강인이 고객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은 마케팅 현지화가 높은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

(2) 브랜드 글로벌성의 조절효과 검증

가설 5에서 브랜드 글로벌성의 조절효과를 검정을 하기　위해서 다집단

분석을 사용했다.　따라서 브랜드 글로벌성를 측정하는 4개 문항을 평균

을 구하고 평균점(mean=3.833)에서 절반법을 통해 <표 14>과 같이 

전체 271개 표본 집단에 대해 높은 브랜드 글로벌성과 낮은 브랜드 글

로벌성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했다. 

<표 14> 브랜드 글로벌성에 의한 그룹분류

<표 15>와 같이 제약이 없는 비제약　모형(Unconstrained)과 제약을 

가한 측정가중치모형 간의 Δdf=1, Δχ2=.352(p=.553)로 5% 유의수준

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브랜드 글로벌성이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5는 기각된다.

<표 １5> 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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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중국의 커피시장은 미래 가능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라고 할수 있

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 커피 시장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브랜드 커피 전문점들도 중국 시장을 선점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전문점의 브랜드체

험과 브랜드 개성이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여 마케팅 현지화와 브랜드 글로벌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다. 급성장 

하는 커피 전문점 시장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며 관련 학문에 기초 자료로 기여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설검증을 위하여 커피전문점을 이

용하는 고객으로 모집단을 선정했으며, 총 300부를 배포하여 그중 271

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SPSS와 AMOS 통계프로그램

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피전문점 이용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자주 이용하는 커

피전문점 브랜드로는 스타벅스가 191명(7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성별의 경우 여성 161명(59.4%)

이 남성 110명(40.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 20∼30세 143

명(52.8%)으로 가장 많았고, 31∼40세 54명(19.9%)은 그다음으로 나타

났다. 학력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177명(65.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직업의 경우 회사직원 116명(42.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수입정도로는 3000위안 이하 74명(27.3%)으로 나타났고, 그다음

으로는 3000∼5000위안 73명(26.9%)으로 나타났다.

둘째, 커피전문점의 브랜드 체험 중 감각체험이 고객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커피전문점 브랜드의 다양한 

감각들(조명, 커피향, 외형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 형성에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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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커피전문점을 찾는 고객에게 고객 만족

도는 일상에서의 라이프스타일과의 어울림을 통해 상승되는 반면 감성체

험을 통해 인지되고 삶의 일상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고객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브랜드 체험 4가지 

요인 중 지적체험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커피전문점에서의 호기심의 자극, 관심 그리고 다양

한 생각을 하게 하는 자극 등을 의미하는 지적체험이 고객 만족도로 다

가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브랜드체험에 관한 중국의 기존 연구들은 소비자의 소비 동기나 제품

의 기능적 측면에 중심을 두어 진행되었으며, 특히 외식 서비스 분야에

서는 양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브랜드체험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중국 외식 서비스 분야에서도 특히 요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 시장 영역에서 브랜드체험은 고객 만족도를 통해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지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브랜드체험에 대한 확장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한 외식 서비스 분야의 연구라는 

것에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문 조사가 중국 2선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2선 도시 

커피전문점의 소비자들은 커피에 대한 오감 감각이나 감성적 체험보다는 

커피전문점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어울리고 커피 전문점의 판촉 활동

에 더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2선 도시들에서는 소비

자들이 아직 커피전문점의 소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사람들

은 여전히 커피전문점의 소비를 사치로 여긴다. 따라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예: 적립카드, 할인율 적용, 이벤트 등)을 통

해 다른 브랜드로의 이탈고객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브랜드 개성의 5가지 요인 중 진실과 강인함이 고객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객들이 브랜드의 외부적인 

특성(활발, 성공, 상류층)보다 내부적인 특성(책임감, 진취, 터프)을 더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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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브랜드 매니저들

은 기업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개성의 구성요인이 되는 원천들이 무엇

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된 브

랜드 개성 원천들은 기업이 자신들의 브랜드에 원하는 개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즉, 다양한 나라로 진출하고

자 하는 기업들은 자사 브랜드의 브랜드 개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차원

들을 나라별로 찾아내어 이에 중심을 두고 마케팅을 하여야 한다.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실’과 ‘강인함’을 강화하고 싶다면 구전, 직원, 원

산지, 서비스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넷째, 마케팅 현지화는 브랜드 체험과 브랜드 개성과 고객 만족도 간

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과 

행동이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고 마케팅 현지화 집단에서 

높은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커피전문점의 현지화 디자인이 높을 때 감

각이 고객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에 중국적 

요소를 추가하거나, 메뉴에 중국적인 제품을 추가하여 오감으로 고객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명절에 맞춰 브랜드가 중국문화에 

녹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열정과 강인함이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고 마케팅 현지

화 집단에서 높은 조절효과를 보였다. 브랜드의 마케팅 현지화가 높을 

때, 고객은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중국

적인 요소가 짙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활력이 높아지고 고객이 

브랜드의 향상심을 느낄 수 있다.

다섯째, 브랜드 글로벌성은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 간의 관계에

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에서 스타벅스

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크기 때문에 브랜드 글로벌성의 평균점이 특히 

높기 때문에, 고 그룹이든 저 그룹이든 그 수치가 다 높기 때문에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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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첫째, 본 연구에서 설문에 사용된 브랜드 개성 항목은 외국의 연구 결과를 번역 

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우리 정서에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 좀 더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개성 항목과 요인의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의 대상인 표본 구성에 관한 부분이다. 표본의 연령이 주로 20대-30

대이고, 수입도 5000 위안　이하가 많아서 다양한 연령층과 커피 전문점 자주 가

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 점이 한계점이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하는 곳은 

중국 2선 도시에 편중해 커피전문점이 상대적으로 유행하지 않아서 결과에 영향

을 미쳤다. 

셋째, 수집된 데이터 중 70% 이상이 스타벅스 브랜드이고 너무 단조롭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 브랜드 선택이 더욱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커피 전문점을 방문하는 빈도와 각 브랜드별 시

장점유율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설문 조사 부분에서 이 부분

을 추가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소비자에 따라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서 향후 연구에서 설문 조사를 할 때 소비자를 구분해서 조사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향후 연구에서도  커피의 맛과 서비스 품질 등 변수를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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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Brand Experience and Brand Personality 

on Brand Loyalty

- Focused on the Adjustment Effect of Marketing Localization and Brand Globality -

Hou Xinyi1

Park JuSik2

This study will look at the impact of brand experience and brand 

personality on brand loyalty in the Chinese market. The Korean 

coffee shop will find out why it is going bankrupt in the Chinese 

market. In particular, research on the Adjustment Effect off 

marketing localization and brand globality will be done．

In this study, 271 Chinese consumers who have been to coffee 

shop a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brand experience and 

brand personality have a partial impact on satisfaction. Marketing 

localization has played a part of the regulatory role, but the brand 

globality has no significant regulatory rol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Key Words:  Brand Experience, Brand Personality, Marketing 

Localization, Brand Globality

1 Maste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Ulsan, houxinyi@naver.com

2 Advi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Ulsan, parkjsys@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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