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세계 최대 섬

유·패션 교역 국으로 중국 내 패션시장에 대한 관심

이 매우 높은 가운데 현재 중국은 고대의 전통의복에

서 현대의 서구식 패션으로의 전환점에 있으며 나아

가 세계 의류 시장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개혁개방에

따른 무한한 패션 비즈니스 기회와 전 세계 최대의 패

션 단일 시장에 대한 로벌 다국적 기업과 한국, 일

본 등 아시아 업체, 중국 현지 업체, 홍콩과 대만 업체

들 간의 중국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치열한 비즈니

스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국제 섬유 신문, 2002).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중국 시

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과거 양

적인 수출에서 중국 의류 산업의 특성이나 소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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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inese men’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Korean
apparel products. The 10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Chinese men, and returned 863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mean and percentage with SPSS 10.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Chinese men had more perception on their own brand and Italy brand than UK, Korean, and Japan

brand. Over age fifties of Chinese men preferred Korean brand to the other ages.
Chinese men perceived positively Korean fashion products as more trendy, very creative, high-class,

qualitative, expensive and creditable, otherwise, there were little famous brands among Koran apparel
products.

Chinese men satisfied on Korean apparel products positively, specially, age forties and fifties, resident
from Harbin, income 2 and 3 level, and young casual mild group showed higher satisfaction on Korean
apparel products than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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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구 등이 반 된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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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류 시장 규모 대비 약 4.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수준

은 세계 의류·패션 시장의 약 16%정도에 육박하는

점유율이다.

그러나 중국의 의류 시장은 90년 중반까지 급성장

하 다가 97년을 정점으로 성장이 감소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 발전과 소득의 증가에 비하

여 중국 가계의 의류 구매 지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시장은 과거 90년대 초반과 같은 시장의 급

팽창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그에 따른 수요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고 또한 중국은 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시장 개방으로 관세율 인하(섬유·패션부분은 현

재 27.6%~16.2%), 비관세 장벽 완화, 일반 특혜 관세

등 무역 장벽과 규제가 완화되면서 새로운 세계 수출

시장으로 부상 될 것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김진 ,

2003). 이러한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진출의 중요 요소임에 분명하

다. 특히 국내 패션 기업들의 진출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승하여 낮은 생산 단가와 경쟁력 확보를 위

해 타 산업보다 많이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진출한 기업들의 소수 기업만이 성공을 거

두고 있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실패를 거듭해오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실증적인 조

사 없는 중국 시장의 진출과 중국 소비자의 구매 행동

에 따른 소비형태를 간과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이미 진출하여 중국 현지화에 성공한 해외 브랜드

나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높은 주요 명품 브랜

드에 비해 국내 진출 브랜드가 아직까지 정착한지 얼

마 되지 않은 단점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 브랜드들

의 중국 시장으로의 접근이 그다지 쉽지 않다는 것은

아직 국내 브랜드의 인지도가 중국 시장에 큰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김화, 1999).

지금까지 중국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류상품 유

형에 따른 구매행동 요인을 규명한 연구(신상무 외,

2002) 외에 중국 남성 소비자의 국내 브랜드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남성 소비자들의 한국

산 패션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규명하고 이

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진출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II.

1. 중국 패션 산업의 현황

중국의 현재 패션산업은 소비재 분야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1980년 개혁 개방이후 매년

20%가 육박하는 고속 성장을 거듭하여 20여년간 15배

의 발전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가구 생활비 중에서 의류비 지출만은

신흥 개발도상국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이 빠르게 진

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해외 수출 시장을 위협하는 가

운데 현재 78년 약 7억 달러의 의류 수출 비중이 97년

현재 317억 달러를 수출하는 등 세계 패션 선진국으

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1994년부터 중국

은 최대 의류 생산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의류

시장의 1/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최대 의류 수출

대국으로도 자리 매김하 다. 현재 중국의 의류 산업

수출입 총액은 중국 전체 무역액에서 약 13.9%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OEM방식을 통한 생산 기지의 수준

을 넘어서 세계 패션기업의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부

각 될 것이다(손희정, 2000). 이러한 상황에 중국 기업

들은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하에 5-10년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해외투자진출을 서두

르고 있으며, 또한 WTO 가입에 앞서 중국기업들의 이

미지와 실력의 제고를 통한 고품질 상품으로 국제 경

쟁력을 강화하여 21세기 세계화 제패를 준비하고 있

다. 이러한 기업 환경과 경제 활동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 경제의 개방화와 내수 경기의 활성화는 물론 중

국 내 경제력 향상과 이에 따른 소비재 증가를 통한

수요의 증대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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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따른 중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의류·패

션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값싼 노동력을 이용 패션 선진국의 생산 기지로

서의 의류 하청 국가에 불과했던 이미지를 벗고 세계

패션 장악을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입점 관리는 물론, 각종 의류, 패

션 관련 행사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유치하여 현재는

95년 이후 3년째 세계 제 1위를 기록하며 세계 패션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유혜경, 1998).

따라서, 잠재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 의류

시장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체계적

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한국 패션 산업이 중국 패션 산

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국

소비자의 구매 형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이 시급하다.

2. 국내 의류 패션 업체 진출 현황

최근 의류업체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

운데, 지난 80~90년대에는 섬유봉제업체가 값 싼 인

건비를 노리고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에 진출했다면 이제는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을 노리

고 브랜드를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의 꾸

준한 개방정책과 WTO 가입, 2008년 북경 올림픽 유치

로 인한 경제 성장 가능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같은 현상은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과 맞물려 한류열

풍과 함께 근본적으로 더 이상 진출을 미루면 시장 진

입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인구는 13억, 이들 중 5%에 해당되는 고소

득 계층은 서구의 대중 소비 단계와 유사한 서방 자본

주의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여전히 국내 70년대를 연상시킬 만큼의 단계이다. 또

한 생산품의 상표가 많이 나타나지만 유명 상표는 적

어 각종 상표가 평균 6%이하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

고 있어 장기적인 흡인력과 향력을 갖추고 있는 상

표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브랜드

는 이미 중국 시장의 진출을 시작했고 발렌티노, 아르

마니 등 해외 유명 브랜드도 중국에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홍콩 현지기업과 함께 거대한 소비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LG경제연구원, 2001).

이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중국 진출도 활기를 띠고

있고 현재, 국내 의류업체의 중국 진출은 직 진출, 라

이센스 수출, 생산 기지화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

행되고 있다.

직 진출은 중국에 현지공장을 세우고 브랜드로 시

장을 파고드는 것으로 초기 진출업체들이 많이 사용

하고 있다. 지난 94년 여성복업체로는 처음으로 중국

에 진출한 데코는 97년 천진에 봉제공장을 설립했으

며 20여개 매장에서 지난해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97년 진출한 제일모직 역시 중국에 생

산 공장을 두고 신사복‘갤럭시’와 스포츠웨어‘라피

도’를 전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골프웨어‘아스트

라’를 런칭하여 중국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유력 유통업체를 통한

라이센스 수출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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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년도 별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

1990년대 중반 이랜드, 스코필드, 비엠 로벌‘울시’, 데코

1997년 제일모직 갤럭시, 제일모직 라피도, 쌈지

1999년 보끄레머천다이징‘온앤온’

2000년 모가산업‘랑시’, 정호코리아‘미니멈’, 가인섬유‘뮬’, ‘끌레몽뜨’

2001년 예신퍼슨스‘오앤지’, 베비라, 아가방, 성도‘톰키드’

2002년
끌레몽뜨 (4월), 연승어패럴 클라이드 (5월, 홍콩), 제일모직 아스트라 (7월), SBF.inc 카라 임플런트(8월),

성도 톰키드(8월), 사보이아이앤씨 루츠 (9월, 홍콩), 정호코리아 미니멈 (9월), 제일모직

출처: 삼성패션연구소, 2002



예신퍼슨스, 베비라 외에도 에스비에프INC, 화림모

드, 아가방 등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라이센스 수출도 앞으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현재, 국내 의류 브랜드 중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의류업체는 약 23개로 이들 기업

들의 진출 시기는 90년대가 제일모직, 데코, 이랜드 등

이며 최근 러시를 이루고 있는 여성복 및 아동복 업체

의 대부분은 2000년대 이후임을 감안한다면 시작은

뒤쳐졌지만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은 중국 진출 시기에 따른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3. 인지도와 만족도가 의류 제품 구매

행동에 미치는 향

의류 상품 구매 시 상품이나 상표에 대한 만족도나

인지도가 소비자의 의류제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향

에 대한 선행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진

의류 마케팅 전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김칠순, 이훈자, 1998)에서는 상표나 상품에 대한

인지는 잠재구매자가 특정 상표를 재인식 또는 상기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소비자가 구매 장소에서 브랜드

를 결정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

혔다.

쇼핑동기와 서비스품질 지각이 고객의 감정적 반응

과 패션점포 만족도 연구(홍금희, 2002)와, 청소년의 소

비 능력과 의복만족도 및 의복구매행동과의 관련성

연구(고애란 외 2인, 1996) 등에서 상품에 대한 만족도

가 높으면 높을수록 의류 제품에 대한 구매 행동과 재

구매에 대한 욕구가 더 높다고 하 다. 또한 소비자

만족은 제품의 질적 수준보다는 소비자의 기대가 충

족되었는지의 여부와 기대충족을 위한 기업의 노력

등이 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서 반복 구매, 대체구

매, 그리고 구전 등을 유발시킨다고 하 다. 즉, 소비

자 만족은 제품/서비스의 획득,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의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평가

라고 할 수 있다.

의복과 관련된 소비자 만족도와 인지도는 의복의

속성 및 착용자의 가치관에 의해 변하는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어떤 특별한 의복의 구입, 착용

행위는 그 의복에 대한 만족의 결과로 볼 수 있고, 만

족도는 곧, 인지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다.

III.

1. 연구 문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남성 소비자의 패션 제품 국가별 선호를 조

사한다.

2) 중국 남성 소비자의 한국산 패션 제품에 대한 보

유 현황을 조사한다.

3) 중국 남성 소비자의 한국산 패션 제품의 인지도

를 규명한다.

4) 중국 남성 소비자의 한국산 패션 제품에 대한 만

족도를 규명한다.

2.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연구대상은 중국 5대 도시(북경, 상해, 대련, 하얼빈,

광주)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이며, 조사방법으로는 총

1,000부를 배부하여 설문조사를 하 고, 그 중 응답이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863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채택하 다. (북경: 282명, 상해: 293명, 대련:

104명, 하얼빈: 120명, 광주: 64명)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중국 성인 남성 소비자

를 대상으로 그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문항, 주요

브랜드별 인지도, 선호도 문항, 한국 의류 제품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의류

제품에 대한 패션제품 선호국, 한국 의류 제품에 대한

인식, 한국 의류 제품 구입 및 보유 여부, 만족도, 한국

의류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각 질

문에 대한 평가는 5점 리커드 척도법으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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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C+ 10을 사용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 산출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 다.

IV.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 지역별. 직업별, 월 소득, 결혼

상태, 가족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인 특성은 30대가 34.4%, 20대

가 34.3%, 40대가 23.9%, 50대 이상이 5.5%, 10대가

1.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해가 34.0%, 북경이

31.5%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회사원이 55.7%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은 2,000위안 이상에서

3,999위안 미만의 월 소득 층이 가장 많았으며(35.2%),

결혼여부는 기혼이 63.7%, 가족 수는 3명이 58.4%로

가장 많았다.

2. 연령별 패션 제품 선호국

중국 남성 소비자의 연령별 패션 제품에 대한 선호

국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적으로 자국 상표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이태리가 자국 브랜

드와 더불어 전체 연령 대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이나 한국, 일본의 선호 정

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중국 소비자들은 국내

브랜드 이외에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가 많이 배출되

는 이태리 브랜드와 프랑스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높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는 30-

39세의 연령 대에서 가장 높은 선호를 나타냈으나 전

체적으로 아직 한국 제품의 선호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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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항 목 구분 빈도(명) (%)

19세이하 14 1.8

20-29세 261 34.3

연령 30-39세 262 34.4

40-49세 182 23.9

50세이상 42 5.6

북경 282 32.7

상해 293 34.0

지역 대련 104 12.0

하얼빈 120 13.9

광주 64 7.4

학생 46 6.1

공무원 101 13.5

회사원 418 55.8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73 9.7

직업
기술직(엔지니어) 17 2.3

생산직 근로자 30 4.0

판매/서비스직 16 2.1

자유직(프리랜서) 9 1.2

자 업 16 2.1

기 타 24 3.2

2,000위안미만 152 19.8

월평균 2,000-3,999위안 270 35.3

가구소득 4,000-5,999위안 141 18.4

수준 6,000-9,999위안 123 16.1

10,000위안이상 80 10.4

결혼여부
미혼 271 36.2

기혼 478 63.8

1명 37 5.0

2명 70 9.4

3명 433 58.4

가족수
4명 130 17.5

5명 48 6.5

6명 16 2.2

7-9명 6 0.8

10명이상 2 0.2

* 무응답은 제외하고 처리하 기 때문에 빈도에 차이가

있음.

항 목 구분 빈도(명) (%)



3. 한국 의류 패션 제품에 대한 인지도

한국 의류 패션 제품에 대한 중국 남성 소비자들은

<표 4>와 같이 인지하고 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

남성 소비자들의 인식은 고급스러움에 대한 질문에서

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 고, 한국 제품이

유행성이 있는 제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산 제품이 매우 창조적이라고 인지했고

그에 반해 유명 브랜드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인지했

다. 또한 제품의 신뢰성에 관한 질문에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50세 이상에서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격대비

품질에 대한 질문에서는 역시 제품의 질이 괜찮은 것

으로 나타났고, 복제품이 많은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른다고 답하 으며, 저가품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 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한국

산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경향을 보 으며, 대체적으

로 20-29세의 연령 대에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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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령별 패션 제품 선호국

연령국가 이태리 프랑스 미 국 국 중 국 한 국 일 본 기타 전체

20-29세 85(11.8) 28( 3.9) 28(3.9) 13(1.8) 75(10.4) 7(1.0) 23(3.2) 7(1.0) 268(36.9)

30-39세 74( 1.3) 58( 8.0) 24(3.3) 9(1.2) 44( 6.1) 22(3.1) 19(2.6) 2(0.3) 252(35.0)

40-49세 46( 6.4) 20( 2.8) 10(1.4) 13(1.8) 43( 6.0) 18(2.5) 12(1.7) 3(0.4) 165(22.9)

50세이상 11( 1.5) 5( 0.7) 2(0.3) 1(0.1) 15( 2.1) 3(0.4) 0(0) 1(0.1) 38( 5.3)

전체 216(30) 111(15.4) 64(8.9) 36(5.0) 177(24.5) 50(6.9) 54(7.5) 13(1.8) 721(100)

c2 57.427

유의확률 0.001

연령 국가 이태리 프랑스 미 국 국 중 국 한 국 일 본 기 타 전 체

빈도(%)

<표 4>  연령에 따른 한국 의류 패션 제품에 대한 인지

그렇다 보통이다그렇지않다모르겠다 그렇다 보통이다그렇지않다모르겠다

20-29세 13.0 51.6 11.8 23.6
제품에

20-29세 27.7 37.9 8.7 25.7

고급 30-39세 22.3 45.9 9.4 22.3
신뢰성이

30-39세 30.5 39.8 6.4 23.3

스럽다 40-49세 34.4 43.9 7.0 14.6
있다

40-49세 31.0 43.2 6.5 19.4

50세이상 21.9 53.1 - 25.0 50세이상 41.2 26.5 5.9 26.5

20-29세 36.7 37.1 8.0 18.3
가격대비

20-29세 25.3 36.4 13.4 24.9

유행성이 30-39세 34.3 40.6 6.3 18.8
풀질이

30-39세 31.9 36.2 8.1 23.8

좋다 40-49세 38.8 42.5 5.0 13.8
좋다

40-49세 29.9 36.9 14.6 18.5

50세이상 31.3 31.3 9.4 28.1 50세이상 36.4 24.2 12.1 27.3

20-29세 37.5 35.5 7.6 19.5 복제 20-29세 20.5 19.3 24.5 35.7

창조적 30-39세 36.3 36.3 7.3 20.1 (모방 30-39세 23.3 25.4 18.1 33.2

이다 40-49세 41.7 40.4 3.2 14.3 제품)이 40-49세 24.7 16.9 27.9 30.5

50세이상 40.0 25.7 5.7 28.6 많다 50세이상 18.2 6.1 24.2 51.5

유명
20-29세 10.7 42.5 20.6 26.2 20-29세 10.8 26.5 32.9 29.7

브랜드가
30-39세 16.8 41.8 16.4 25.0 저가품 30-39세 9.1 31.9 28.9 30.2

많다
40-49세 26.3 37.5 11.8 24.3 이다 40-49세 6.5 28.8 33.3 31.4

50세이상 20.6 35.3 11.8 32.4 50세이상 11.8 32.4 26.5 29.4

그렇다 보통이다그렇지않다모르겠다 그렇다 보통이다그렇지않다모르겠다

(%)



이는 50대의 연령대의 소비형태보다 20-29대의 소비

형태가 다소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20-29세

연령 대는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보다는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복종별 한국 의류 제품 구입율

한국산 제품의 복종별 한국 의류 제품에 대한 구입

율은 아래 <표 5>와 같다.

한국 제품에 대한 구입율에서 티셔츠 및 스웨터와

같은 단품에 대한 판매가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

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진출한 의류/패션 업체가 대체

적으로 단품과 같은 상품에 집착하고 있어 그만큼 고

부가가치의 효용을 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마케팅의 확산과 함께 스포츠웨어 소재

개발과 코디네이션이 용이한 디자인을 개발하여(신상

무 외, 2000) 세분화된 캐쥬얼 브랜드전략이 시급하다,

5. 연령별 한국 의류 제품 구입율

중국 남성 소비자의 연령별 한국 의류 제품 구입율

은 <표 6>과 같다.

전체 연령 대에서 티셔츠 및 스웨터와 상의(자켓,

점퍼), 그리고 신발류에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국내 의류 패션 기업들이 중국 진입 시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신사복이나 가죽, 모피보다는 안정적으

로 판매율을 올릴 수 있는 티셔츠, 스웨터와 같은 단

품 판매를 하는 것으로 국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20-29세 연령에서는 티셔츠

및 스웨터, 자켓이나 점퍼, 신발 순이고 30-39세 연령

대에서는 20-29세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나 남방이나

내의류에 대한 구입 율로 타 연령 대에 비교 했을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0-39세 또한 가장 많이 구입한

부분은 20-29세 연령 대와 동일했으나 내의류에 대한

구입 율이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 연령 대에서는 남

방과 신사복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6. 한국 의류 패션 제품에 대한 만족도

위의 내용을 총괄하여 분석한 한국 의류 패션 제품

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한국 의류 패션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도표이다.

전체 항목은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세분시장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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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복종별 한국 의류 제품 구입율

아이템 응답자수 %

티셔츠 및 스웨터 283 49.7

상의(자켓, 점퍼) 137 24.1

신발 126 22.1

신사복 109 19.2

남방 99 17.4

내의류 91 16.0

하의 79 13.9

기타 66 11.6

액세서리 44 7.7

가죽 36 6.3

코트 29 5.1

모피 20 3.5

아이템 응답자수 %

<표 6>  연령별 한국 의류 제품 구입율

아이템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신사복 10.4 11.7 10.7 17.6

상의(자켓, 점퍼) 23.9 23.8 26.5 20.7

하의 13.8 14.3 14.3 6.9

티셔츠 및 스웨터 45.2 49.2 55.1 44.8

남방 14.4 17.5 19.7 17.2

코트 4.8 6.3 4.8 3.4

가죽 6.9 9.5 2.7 3.4

모피 1.6 3.7 5.4 6.9

신발 21.8 20.6 24.5 24.1

내의류 7.4 16.9 24.5 13.8

액서서리 5.9 7.4 10.2 3.4

기타 17.0 10.1 4.8 10.3

아이템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



나누어 조사하 고, 특히 세분시장은 중국 의류소비자

특성 고찰(유혜경, 1998), 중국 남성 패션 시장 분석 보

고서(삼성패션연구소, 2000)에 나타난 시장 세분화에

의해 분류하 다.

연령별에서는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

이고 있으며 40, 50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

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하얼빈과 광주에서 만족도가

타 지방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련은 5개 조사 지역 중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2, 3분

위 소득층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분에 따른

세분시장별 만족도를 보면 캐주얼 mild 지향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3.61로 만족도가 대

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정

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득별 만족도에서 볼 수

있듯 대체적으로 고소득층인 4, 5분위 집단에서의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 지역별로 상대적으로 발전되

어 있는 대련, 상해에서 낮게 나타난 점, 그리고 세분

시장에서의 소극적, 무관심 집단에서 비교적 낮은 만

족도가 나타났다.

V.

본 연구는 중국 남성 소비자의 한국산 의류 패션

제품에 관한 인지 정도 및 만족도를 규명하고 이에 따

른 중국 시장 진입 시 효과적인 전략을 구축하고자 실

시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 현지에 생활하고 있는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한국산 의류 패션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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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 의류 패션 제품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만족도

(5점척도)

전 체 7.8 48.2 41.5 1.9 0.6 3.61

20-29세 6.2 48.3 41.7 2.4 1.4 3.55

연령
30-39세 6.4 45.1 45.6 2.5 0.5 3.54

40-49세 11.6 49.7 37.4 1.3 - 3.72

50세 11.1 50.0 38.9 - - 3.72

북경 11.3 46.3 40.0 1.9 0.6 3.66

상해 4.7 43.8 48.9 1.7 0.9 3.50

지역 대련 3.3 44.4 46.7 4.4 1.1 3.44

하얼빈 17.5 63.9 18.6 - - 3.99

광주 - 42.1 55.3 2.6 - 3.39

1분위 9.7 46.0 41.1 3.2 - 3.62

2분위 9.7 52.4 36.6 0.4 0.9 3.70

소득 3분위 7.4 53.7 37.0 0.9 0.9 3.66

4분위 2.9 44.7 47.6 3.9 1.0 3.45

5분위 5.1 37.3 54.2 3.4 - 3.44

소극적 무관심집단 5.7 37.1 57.1 - - 3.49

경제적 구매/상표충성 집단 3.6 47.3 46.4 2.7 - 3.52

세분시장 의복 관심자 집단 8.4 51.0 36.1 1.9 2.6 3.61

캐쥬얼 mild지향집단 8.6 44.8 44.8 1.7 - 3.68

luxury & formal 선호 집단 10.6 48.5 39.4 1.5 - 3.60

*소득분위 : 1분위(2,000위안이하), 2분위(2,000-3,999위안), 3분위(4,000-5,999위안), 4분위(6,000-9,999위안), 5분위(10,000위안 이상)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만족도

(5점척도)



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규명하 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 진입한 국내 의류 패션 업체가 최초 진입

시 브랜드 가치에 중심을 준 것보다는 위험 부담을 줄

여 안전적인 방향으로의 접근을 시도한 결과, 대체적

으로 중국 내 인식이 고가 제품임에는 분명하나 해외

유명 브랜드와는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별 선호국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해외 유명 브랜

드 보유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선호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안정

적인 진입으로 인해 실질적 구매층인 20-30대 층, 그리

고 주요 소비 지역인 북경, 상해, 고소득층인 3, 4분위

층, 그리고 세분시장에서 luxury & formal 선호 집단에

서의 각각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국내 업체의 중국 시장 진입에 있어 세분시장별 마케

팅 전략이 이루어져야겠다.

다행히 중국 내 국내 기업의 인지 정도가 연구결과

에 따라 대체적으로 좋은 이미지임을 감안한다면 앞

으로 중국 시장의 효과적인 진입을 위한 전략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시장 진입 시에는 상품의 질적인 수준을 고려

하고 그것을 향상 시켜 해당 브랜드 인지도를 높임으

로써 차후 중국 시장에서의 판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중국 의류 패션 소비 시장이 현시점에서 고

소득층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한국 의

류·패션 산업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선호도 및 만족

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매력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중산층을 대상

으로 한 시장 공략과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브랜

드의 활성화 및 중국 소비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제

고가 가능한 마케팅을 통한 질적인 시장 진출이 필요

하다. 우리 제품을 처음부터 중국 소비자에게 저가, 저

품질 이미지로 심어 놓으면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

으로 적당한 가격과 현지 소비자의 기호와 체형에 적

합한 제품,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소비 특성을 파악

한 제품의 개발과 이를 차별화 시키는 전략이 강구되

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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