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중국의 WTO 가입으로 세계 최대 섬유·패션 교역

국으로 부상한 중국 패션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

은 가운데 현재 중국은 고대의 전통의복에서 현대의

서구식 패션으로의 전환점에 있으며 나아가 세계적

명품으로 인정 받는 의류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

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상해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거리인 푸싱루의 경우 해외 유명 브랜드나 까르푸나

메트로등 대형 할인매장은 물론 세계 각국의 명품점

등이 즐비해 있으며 이곳을 찾는 소비자의 패션 스타

일이 서울의 명동과 큰 차이가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현대의 서구 패션이 중국의 과거 패션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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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to influence on buying behavior of Chinese male
consumers in regards to apparel types. Furthermore, this study provided fundamental data for marketing
strategy in export apparel business to China from domestic apparel business.

Returned 863 questionnaires from Chinese male consumers analyzed by factor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scaling with SPSS10.0.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Chinese male consumers bought formal wear with evaluating two groups of factors; one for functional

(fitness, A/S, durability, and management), the other for external (brand, and trend). They bought casual
wear with evaluating three groups of factors; functional/useful (price, A/S, and durability), aesthetic
(color, and design), and external (brand and trend). Also they bought sports wear with evaluating three
groups of factors; functional/useful(price, A/S, durability, and fabric), aesthetic(design and color), and
external(brand and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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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평가요인)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6, No. 4.  pp.141~150(2002)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늘어

가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

어 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국 시장 진출은 1992년

한.중 수교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경제적인 교

류가 빈번이 이루어 지면서 현재 중국시장은 미국, 일

본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패션 상품 수출 시장 중 하나

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김효숙, 2001).

그러나 과거 양적인 수출만을 고집하던 우리 나라

기업들이 중국 의류 산업의 특성이나 소비시장의 욕

구 등 질적인 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삼성

패션 연구소의 연구 자료(2002)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의류시장 규모는 4,650억 위안 (한화 62조 7,745억원,

환율 : 1위안=135원)으로 추정되며 국내 의류 시장 규

모 대비 약 4.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수준은 세계 의

류·패션 시장의 약 16%정도에 육박하는 점유율이다.

중국의 의류 시장은 90년 중반까지 급성장하 다가

97년을 정점으로 성장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 발전과 소득의 증가에 비하여 중국 가계의

의류 구매 지수는 감소하고 있어 향후에도 과거 90년대

초반과 같은 시장의 급팽창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WTO 가입으로 인해 중

국시장 개방으로 섬유/패션 부분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7.6%에서 16.2%로 인하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 일반

특혜 관세 등 무역 장벽과 규제가 완화되면서 새로운

세계 수출시장으로 부상 될 것임에 틀림 없다.

이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국내

패션 기업들의 진출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승하

여 낮은 생산 단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 산업보다

많이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진출한 기업들의 소수 기

업만이 성공을 거두고 있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실패

를 거듭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실패의 원

인은 실증적인 조사 없는 중국 시장의 진출과 중국 소

비자의 구매 행동에 따른 소비형태를 간과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의류의 소비자 행

동에 관한 한국과 중국 비교 연구(심종성 외, 1997), 중

국 의류 소비자 특성 고찰(유혜경, 1998), 중국인의 라

이프 스타일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김화, 1999),

국내 패션업체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장인식, 2001) 등

이 있으나, 중국 남성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한 의류 상품 유형에 따른

구매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의 패션 상품에 대한

실증적인 소비 형태를 파악해 소비자의 패션 상품 구

매 행동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국내 의류 업체

들의 중국 진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소비자중에서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국 내 의류 상품의 유형별 구매 행동 시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중국 진출을 위한 국

내 패션 업체에게 효과적인 상품 기획과 마케팅 전략

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1. 중국 소비자의 전통적 가치관과 소비자

특성

중국은 유교와 도교 사상에 바탕을 둔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이며 이러한 전통은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국민은 물론 전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화교에게도 큰

향을 주고 있다. Yau(1988)에 의해 연구된 중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중국인의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향과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은 가장 현실적인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표 1>.

중국 소비자에게 전통적인 동양 사상이 깊은 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산주의 사상 혹은 마

오주의의 향으로 인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

고 있다(Cheng & Schweitzer, 1996). 또한 근래에 시작

된 산업화와 서양 문명의 급속한 확산도 현재 중국 소

비자에게 중요한 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러한 마오주의, 산업화의 향에 따른 현대 중국 소비

자의 특성은 첫째로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그들의 태

도에 있어서 매우 호의적인 점 특히, 그 동안의 상황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중국인들은 정부 규제나 소득

격차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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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둘째로 광고의 기능이 서양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큰 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 소비자들은 광고의 정

보량에는 무관심했으며, 특이하면서도 즐겁게 해주는

광고, 상징적인 광고를 원했고, 외국 기업이나 외국 합

작 기업의 광고에 비해 중국회사 광고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olly, Tse & Wang, 1990). 셋

째는 가족과의 관련성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

국 소비자들은 가족을 전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집단

의 단위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가족

은 대가족을 의미하며 이는 직계 3대를 통틀어 의미

한다. 이는 곧 소비 구매 형태로도 연결되어 어린 나

이부터 집안의 의복 구입 형태를 익히고 이에 향 받

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의복 구매 행동에 관련된 소비자 특성과

평가 요인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은 제품의 평가 기준

에 근거한 제품의 여러 속성에 대한 신뢰에 의해 형성

되며 제품을 평가하는 것은 소비자 행동에 향을 받

는다(신상무, 2000).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제품을 최종

선택할 때 사용하는 평가 속성 즉 결정 속성은 다르다.

Abraham & Littrell(1995)은 직물 특징, 의복구성 관련

요인, 관리 요인, 외모 요인, 개인적인 표현성 요인으로,

Fiore & Damhorst(1992)는 직물 요인(섬유 조성, 재질,

관리성, 옷감)과 표현성 요인(스타일, 유행성, 코디)으로,

또는 외모지향 속성과 실용성지향 속성으로, 심미성,

기능성, 유용성, 외재적 기준 등으로 평가하 다.

의복 구매 행동에 관련된 의복 관여는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소비자의 상품 구매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

하여 관여의 개념이 널리 도입되고 있는데 이는 관여

가 상품과 구매에 관련된 소비자의 관심으로 이에 관

련된 태도와 행동을 결정지으며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의사 결정자로서 상품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능동

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최은 ,

1991). 박은주(1992)는 의복 관여가 의복 구매에 관련

된 상황 변수와 의미 있는 관계를 지닌 소비자 특성임

을 확인하 고, 의복 관여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가 받

는 상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의복 관

여는 전반적인 의복 행동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여의 정도에 따라 구매 상황의 자극 인지와 감정적

요인으로부터 받는 향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

측된다(박은주 외 2인, 1994).

이러한 소비자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한 요인은 소비

자가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상품의 어떠한 특

성을 기준으로 그 제품을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

는 것으로써 의복 구매시의 경우, 의복의 특성에 따라

평가 기준의 개념을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 평

가 요인의 정의는 소비자들이 의복을 선택할 때 기본

적으로 고려하는 의복 주관적 혹은 객관적 특성을 말

한다(이은 , 1982).

III.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중국 내 소비자들의 3가지 상품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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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인의 전통적 가치관과 마케팅적 시사점

중국의 문화적 가치 마케팅적 시사점

인간의 자연 지향성 낮은 기대감

자연과의 조화 불만 표출을 꺼려함

운명

인간의 내부 지향성 적극적인 판매원 지양

겸양 실리적, 원칙보다 상황 우선

상황 지향성

관계 지향성 의견선도자의 중요성

권위에 대한 존경 선물의 호혜성

상호 의존성 비공식적 통로의 중요성

체면의 중요성 높은 상표 충성도

집단 중심주의 대가족의 중요성

시간의 지향성 높은 상표 충성도

연속성

과거지향성

개인적 활동 지향성 불평행동의 최소화

중용을 강조 새로운 패션과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늦음

타인과의 화합 복잡한 혁신 기술에 거부 반응

중국의 문화적 가치 마케팅적 시사점



소비자 구매 행동 시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각 유형별 의류 상품 평가 요인에 대한

선정은 김미 (1992)과 이은 (1982) 연구의 이론적 근

거를 바탕으로 색상, 디자인, 유행성, 관리성, 맞음새,

내구성, 가격, 소재, A/S, 브랜드, 코디네이션으로 11개

의 평가 요인을 선정 하 다.

연구 문제: 중국 남성 소비자의 의류 상품 유형별

구매 행동 시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 6대 도시(북경, 상해, 대련,

천진, 하얼빈, 광주)거주자를 대상으로 임의 추출 설문

조사를 하 으며 회수된 17세 이상 남자 863명(북경:

272, 상해: 293, 대련: 104, 천진: 10, 하얼빈: 120, 광주:

64)의 설문을 분석하 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10.0(WINDOWS)를 사용하여 기술 통계량, 빈도분

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차원 분석을 실시하 다.

IV.

1. 인구 통계적 분석

본 연구에 대한 인구 통계적 분석은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나는 인구 통계적 분석 결과 연령은

20-39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고, 지역은 상해와 북

경, 직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소득 수준을 보면

평균 2000-3999위안 정도 으며 미혼 보다 기혼 남성

이 그리고 3명의 가족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패션 상품별 소비자 구매 행동

중국 남성 소비자의 의류 상품 유형별 구매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

시 하 다. 이를 분석하기 앞서 KMO(Kaiser-Meyer-

Olkin)측정을 통해 요인 분석의 타당성을 밝힌 결과

0.81로써 요인 분석을 실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Varimax직교 회전법을

이용하여 요인을 산출하고 고유값(Eigen value) 및 누

적 변량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류 상품 유형별

요인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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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응답자 특성 빈도 %

전 체 863 100

19세이하 14 1.8

20-29세 261 34.3

연 령 30-39 262 34.4

40-49 182 23.9

50세 42 5.5

북경 272 31.5

상해 293 34

지 역
대련 104 12.1

천진 10 1.2

하얼빈 120 13.9

광주 64 7.4

학생 46 6.1

공무원 101 13.5

직 업 회사원 418 55.7

전문직 73 9.7

기술직 17 2.3

2000위안미만 152 19.8

연평균
2000-3999 270 35.2

가구 소득
4000-5999 141 18.4

6000-9999 123 16.1

10000위안 이상 80 10.4

결 혼
미혼 271 36.1

기혼 478 63.7

1명 37 5

2명 70 9.4

3명 433 58.4

가 족 수
4명 130 17.5

5명 48 6.5

6명 16 2.2

7-9명 6 0.8

10명이상 2 0.2

구 분 응답자 특성 빈도 %



1) 신사복 구입시 소비자 구매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

신사복 구입시 중국 남성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정장 의류 구입시 중국 남성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향을 미치는 평가 요인은 위 표와 같이 두 가지로

추출되었다. 요인 1은 맞음새, A/S, 내구성, 관리성, 색

상, 가격, 디자인, 소재로 이들 요인 1를 의류 상품 구

입시 소비자 행동에 향을 미치는 기능/유용성 요인

으로 분류하 다. 이들의 설명력은 25.79%로 나타났으

며 신뢰도는 0.76으로 나타났다. 신사복 구입시 맞음새

와 구입후 A/S 정도에 대한 평가가 크게 작용하 고

감성에 관여된 색상, 디자인, 소재와 같은 평가 요인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브랜드, 유행성, 코디네이션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 요인 2를 상품 외재적 요인으로 분류하 다.

이 요인 2에 대한 설명력은 16.65%이며 신뢰도는 0.51

으로 나타났다. 사회 과학 분야에서는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a)가 0.6이상인 경우 척도간 내적 일치

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나 요인 2의 경우 신뢰도 계

수가 0.51이지만 고유값이 1.0 이상으로 나와 요인 2는

설명력을 가지므로 이를 채택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요인2를 살펴보면 소비자 구매 행동 시 브랜드 요인

이 매우 높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의류 상품의 유형별 소비자 평가 요인에 따른 포지

셔닝 맵을 통하여 상품 유형별 소비자 평가 요인에 따

른 소비자 군집을 다차원 분석에 의해 2차원 공간상

에 상대적 거리에 따라 도식화 하 다.

<그림 1>의 포지셔닝 맵은 중국 남성 소비자의 신

사복 구매 시 향을 미치는 평가 요인에 대한 집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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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사복 구입시 중국 남성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한 요인

요 인 명 요 인 부 하 치

요인 1. 상품의 기능/유용성 요인

맞음새 0.67

A/S 0.66

내구성 0.64

관리성 0.62

색 상 0.56

가 격 0.54

디자인 0.49

소 재 0.48

고유치 : 2.83   전체변량(%) : 25.79   신뢰도 : 0.76

요인 2. 상품 외재적 요인

브랜드 0.74

유행성 0.67

코 디 0.58

고유치 : 1.83   전체 변량(%) :16.65   신뢰도 : 0.51

요 인 명 요 인 부 하 치

<그림 1>  신사복 구매시 구매 요인에 따른 포지셔닝 맵



를 실시한 것으로 2차원 공간상에서 차원1은 상품 유

형에 따른 적합성, 차원2는 상품 구매 시 평가 요인의

중요성으로 명명하 다. 따라서 <그림 1, 2>에 나타난

집단을 분석해보면 신사복 구매 시 상품 유형에 따른

적합성과 상품 구매 시 평가 요인의 중요성에 있어 높

게 나타나는 집단은 신사복 구매 시 심미성 요인으로

분류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품 유형에 따

른 적합성은 비교적 낮지만 신사복 구매 시 중요한 평

가 요인은 상품 외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캐주얼 의류 구입시 소비자 구매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

중국 남성 소비자의 캐주얼 의류 구입시 구매 행동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4>와 같다.

캐주얼 의류 구입시 중국 남성 소비자의 구매 행동

에 향을 미치는 평가 요인은 <표 4>와 같이 세가지

로 추출되었다. 요인 1은 가격, A/S, 내구성, 관리성,

맞음새, 소재로 이들 요인 1을 의류 상품 구입시 소비

자 행동에 향을 미치는 기능/유용성 요인으로 분류

하 다. 이들의 설명력은 21.74%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는 0.72으로 나타났다. 캐주얼 의류 구입시 가격과 구

입 후 A/S 정도에 대한 평가가 크게 작용하 고 맞음

새와 소재와 같은 평가 요인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색상, 디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 2

를 상품의 심미성 요인으로 분류하 다. 이 요인 2에

대한 설명력은 14.98%이며 신뢰도는 0.44로 나타났다.

요인2도 신사복에서의 요인 2와 마찬가지로 고유값이

1.0 이상으로 나와 요인 2는 설명력을 가지므로 채택

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평가 요인을 살펴 보면 색상

이 높게 나타났으며 디자인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요인 3은 브랜드, 유행성, 코디네이션으로 대

변되는 평가기준으로 이들 요인을 상품 외재적 요인

으로 분류하 다. 이들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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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캐주얼 의류 구입시 중국 남성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한 요인

요 인 명 요 인 부 하 치

요인 1. 상품의 기능/유용성 요인

가 격 0.69

A/S 0.69

내구성 0.63

관리성 0.59

맞음새 0.52

소 재 0.51

고유치 : 2.39   전체변량(%) : 21.74   신뢰도 : 0.72

요인 2. 상품의 심미성 요인

색 상 0.79

디자인 0.47

고유치 : 1.39   전체변량(%) : 14.98   신뢰도 : 0.44

요인 3. 상품 외재적 요인

브랜드 0.80

유행성 0.64

코 디 0.48

고유치 : 1.62   전체 변량(%) :14.76   신뢰도 : 0.51

요 인 명 요 인 부 하 치

<그림 2>  선형 적합도의 산점도



이며 신뢰도는 0.51이다. 요인 3 역시 고유치가 1.0이

상이므로 설명력을 가지므로 채택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분류된 평가 요인을 살펴 보면 브랜드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유행성이나 코디

네이션 또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류 상품의 유형별 소비자 평가 요인에 따른 포지

셔닝 맵을 통하여 상품 유형별 소비자 평가 요인에 따

른 소비자 군집을 다차원 분석에 의해 2차원 공간상

에 상대적 거리에 따라 도식화 하 다.

<그림 3>의 포지셔닝 맵은 중국 남성 소비자의 캐

주얼 의류 구매 시 향을 미치는 평가 요인에 대한

집단화를 실시한 것으로 2차원 공간상에서 차원1은

상품 유형에 따른 적합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차원2는

캐주얼 의류의 구매 시 평가 요인의 중요도를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그림 3, 4>에 나타난 집단을 분석해

보면 캐주얼 의류 구매 시 적합성과 평가 요인의 중요

도에 있어 높게 나타나는 집단은 캐주얼 의류 구매 시

기능/유용성 요인과 상품의 심미성 요인으로 분류된

집단이다. 또한 상품 구매 시 낮은 평가요인으로 관리

성과 A/S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적합성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캐쥬얼 의류 구매 시 평가 요인의

중요도가 높은 요인으로 유행성이 분류되어 캐주얼

의류에서의 유행성이 매우 민감한 평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소비자의 캐주얼 의류 구매 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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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선형 적합도의 산점도

<그림 3>  캐주얼 의류 구매 시 구매 요인에 따른 포지셔닝



품의 심미성이 상품의 기능/유용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집단화 되어 있어 캐주얼 의류 상품은 신사복

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스포츠 의류 구입시 소비자 구매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

중국 남성 소비자의 스포츠 의류 구입시 구매 행동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5>와 같다

스포츠 의류 구입시 중국 남성 소비자의 구매 행동

에 향을 미치는 평가 요인은 <표 5)와 같이 세가지

로 추출되었다. 요인 1은 가격, A/S, 내구성, 소재, 맞

음새, 관리성으로 이들 요인1를 의류 상품 구입시 소

비자 행동에 향을 미치는 기능/유용성 요인으로 분

류하 다. 이들의 설명력은 31.34%로 나타났으며 신뢰

도는 0.74으로 나타났다. 캐주얼 의류 구입시 가격과

구입 후 A/S 정도, 그리고 상품의 내구성에 대한 평가

가 크게 작용하 고 맞음새와 관리성과 같은 평가 요

인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인 2 는 디자인, 색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

인 2를 상품의 심미성 요인으로 분류하 다. 이 요인

2에 대한 설명력은 12.24%이며 신뢰도는 0.61으로 나

타났다. 분류된 평가 요인을 살펴 보면 디자인과 색상

이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 스포츠 의류 구입시 매우

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브랜드, 코디네이션, 유행성으로 대변되는

평가기준으로 이들 요인을 상품 외재적 요인으로 분

류하 다. 이들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14.76%이며 신

뢰도는 0.51이다. 요인 3 역시 고유치가 1.0이상이므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정, 이를 채택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분류된 평가 요인을 살펴 보면 브랜드에

대한 평가 요인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코디네이션

이나 유행성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류 상품의 유형별 소비자 평가 요인에 따른 포지

셔닝 맵을 통하여 상품 유형별 소비자 평가 요인에 따

른 소비자 군집을 다차원 분석에 의해 2차원 공간상

에 상대적 거리에 따라 도식화 하 다.

<그림 5>의 포지셔닝 맵은 중국 남성 소비자의 스

포츠 의류 구매 시 향을 미치는 평가 요인에 대한

집단화를 실시한 것으로 2차원 공간상에서 차원1은 상

품 유형에 따른 적합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차원2는 캐

주얼 의류의 구매 시 평가 요인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림 5, 6>에 나타난 집단을 분석해보면

스포츠 의류 구매 시 적합성이 높게 나타난 집단은 브

랜드와 유행성, 코디네이션을 포함하는 집단이고 상품

구매 시 평가 요인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집단은 스

포츠 의류 구매 시 A/S와 관리성을 포함하고 있는 집

단이다. 이와 상반되게 상품 구매 향의 적합성이 낮

은 집단으로 내구성, 맞음새, 가격으로 집단화 되어 있

고 스포츠 의류 구매 시 평가 요인의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요인으로 다자인과 색상과 같은 상품의 심미성

요인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스포츠 의류에 대한 평가

요인은 디자인과 색상으로 분류된 심미성 요인이 스포

츠 의류 구입시 크게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중국 소비자가 스포츠 의류 구매 시 대부

분 패션 상품으로서의 스포츠 의류 구매보다는 스포츠

를 위한 의류로 여기는 것으로 사료되어 앞서 분석한

다른 두 가지 유형과는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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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스포츠 의류 구입시 중국 남성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한 요인

요 인 명 요 인 부 하 치

요인 1. 상품의 기능/유용성 요인

가 격 0.70

A/S 0.67

내구성 0.67

소 재 0.62

맞음새 0.56

관리성 0.52

고유치 : 3.45   전체변량(%) : 31.34   신뢰도 : 0.74

요인 2. 심미성 요인

디자인 0.78

색 상 0.73

고유치 : 1.35   전체변량(%) : 12.24   신뢰도 : 0.61

요인 3. 상품 외재적 요인

브랜드 0.80

코 디 0.62

유행성 0.54

고유치 : 1.02   전체 변량(%) : 9.28   신뢰도 : 0.57

요 인 명 요 인 부 하 치



V.

본 연구는 중국 내 남성 소비자의 의류 상품 유형

별 구매 행동 시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봄으

로써 한국 패션 기업의 중국 시장에의 진입 시 효과적

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현지에서 거

주하는 중국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패션 상

품 구매 시 나타나는 평가 요인에 대해 규명하 다.

연구 결과 신사복 구매 시 나타나는 요인은 2그룹

으로 분류되었으나 캐주얼의류나 스포츠 의류 구매

시 나타나는 요인은 각각 3그룹의 요인이 나타나 다

소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사복의 경우

에서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심미성 요인이

상품의 기능/유용성 요인으로 귀속 되어 있는 점은 중

국 소비자의 신사복 구매 행동 시 상품의 미적인 요인

은 깊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의류 상품별 구매 행동 시 평가 요인의 요

인 부하치에서 브랜드에 대한 평가 요인의 값이 3가

지 유형별 평가 요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요인 부하치

를 나타내 중국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평가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포지셔닝 맵을 통해 소비자 군집의 시장 세분

화를 통해 소비자 구매행동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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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선형 적합도의 산점도

<그림 5>  스포츠 의류 구매 시 구매 요인에 따른 포지셔닝



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중국 소비자의 구매 요인을 살펴 본 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하여 중국 시장 진입

시 상품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고 해당 브랜드 인지도

를 높임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다. 또한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브랜드의

활성화 및 중국 소비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가

가능한 질적인 시장 성장이 필요하다. 즉, 현지 중국

소비자의 구매 행동 시 평가 요인에 적합한 상품과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소비 특성을 파악한 상품의 개

발, 이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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