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7

중국소비자의 위조 제품 사용문화연구
: 동기, 만족과 불만족 요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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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들이 왜 위조명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중국소비자들이 위조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만족 요인이 무엇인가? 또한 위조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불만족 요인
은 무엇인가? 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를 토대로 위조품 사용동기, 사용만족 및 사용불만족 요인을 알아보고 이러한 
위조품 사용행동과 관련된 동기, 만족 및 불만족 요인 각각이 위조품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위조품 사용동기요인은 과시성, 경제성, 만족감, 실용성의 4가지로 나타났으며, 위조
품 제품태도에는 과시성과 경제성, 만족감 및 실용성 동기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위조품 사용 만족요
인은 개인적 만족과 경제적 만족의 2가지로 나타났다. 2가지 만족요인중 위조품 제품태도에는 개인적 만족요인이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조품 구매의도에는 경제적 만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위조품사용 불만족 요인은 개인적, 사회적 및 물질적 불만족 요인의 3가지로 나타났다. 위조품 제품태도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매의도에는 개인적 불만족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국소비자의 위조품사용행동과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향후 위조
품 사용을 줄이는 공공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위조품, 위조품구매동기, 위조품사용만족, 위조품사용불만족, 공공캠페인

Abstract  This study started why do consumers use the counterfeit goods. We executed the pretest through the 
depth interview, and made an purchase motivation scale, useful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factor scale of 
counterfeit goods. We found out having the recognition difference of China consumers about these.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Counterfeit use motivation ostentation, economic efficiency, satisfaction, and the practicality 
of four was All counterfeit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ttitudes. Second, the personal satisfaction 
and economic satisfaction as two counterfeit satisfaction factors were Counterfeit products personal satisfaction 
factors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ttitude. Also the purchase of counterfeit economic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Third, counterfeit dissatisfaction factors were personal, social and material factors 
of dissatisfaction into three Significant influence attitude toward counterfeit products is a factor. Purchase of 
personal dissatisfaction factors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These findings made   it possible for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 and culture in China of counterfeit consumer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has 
provided data that can be utilized in the future counterfeits reduce the use of public awareness campaigns.

Key Words : counterfeit, purchase motivation, satisfaction factor, dissatisfac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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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국은 세계 최  명품 소비국인 동시에 세계 최 의 

조품 생산국이기도 하다. 세계 계기구(WCO)의 조

품 황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 으로  세계 교역

량의 5-7%(5120억 달러 상당)를 조품이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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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조품의 67%를 국산이 차지한다고 발표했

다. 이는  세계 조품의 2/3를 국에서 생산하고 있

다는 것으로 결국 세계 조품 시장의 부가 국이라

는 통계수치이다. 국시장에서의 명품의 조품의 생산

과 소비도 증하여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 진품

을 구입하기에 경제 으로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이 명품

의 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조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늘

고 있다[2]. 

이러한 조품 시장성장과 련하여 국 명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의 규모 한 일본에 이어 세

계 2 이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 내 명품시장의 

규모는 107억 달러(12조원)로 일본에 이어 세계 2 로 올

랐다. 이는 미국보다 앞선 순 이고, 한국의 명품시장규

모(5조원)보다 2배 이상 큰 수치이다. 세계 명품 시장이 

최악의 해를 보낸 2009년에도 국의 명품시장은 10% 이

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의 세계 명품 시장 성장

률도 국 시장의 성장률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체로 소비자는 진품이나 조품이나 어느 정도는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이유

로 조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

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본인이 소유한 진품과 조품의 

비율에 차이가 있다. 진품만을 소비한 사람은 조품에 

해 부정 이고 조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품에 해 부정 이지 않으며 조품이 진품의 구매

의도에 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10]. 

조품이 국에서 소비되는 시장의 규모가 확 되어 

가고 있으며, 조품에 한 구매태도 뿐 아니라 주요 소

비층 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반  사회 

통계  변인의 향에 따른 조품의 소비가치 한 이

에 따른 주요 소비성향과 조품 소비층에 심리에 한 

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에서 조품에 한 태도

의 연구가 하다고 단된다.  

소비자가 조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낮은 가격에 진

품의 이미지를 갖기 해서[6]이고 조품에 한 호의

 태도가 높을수록 구매행 가 높아진다[8]. 뿐만 아니

라 주변에 조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거나 집단의 

향을 많이 받는 소비자일수록 조품을 쉽게 구입하는 

경향이 보이고[6], 규범 으로 덜 민감한 경우 조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7]. 심지어 국 조품 구매

자 에는 조품이 기업에 응하는 세업자의 응 

방안 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으며 진품을 쉽게 살 수 있

는 경제력이 된다 해도 조품을 구매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5].

본 연구는 이러한 조품에 한 구매동기와 태도  

구매행동과 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 로 국소비자 상의 비조사를 

실시하 으며, 첫째, 사회문화  변화에 따른 국 소비

자의 조품 구매동기에서 변화요인이 무엇인가를 탐색

하고 조품 구매동기  조품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향을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 다.

둘째, 그 동안 연구자들이 간과해왔던 조품 사용이 

주는 만족과 불만족의 에서 조품사용이 주는 만족

요인과 불만족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 다. 

셋째,  이러한 조품사용 만족과 불만족요인이 조

품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각국의 조품 사용행동을 

이려는 목 의 공공 공익 캠페인의 요한 자료를 제

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국소비자를 상으로 조품 사용동기 

요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각각의 조품 사용동기 요

인이 조품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고자 하 다. 한 국소비자들이 조품을 사용

하면서 평소에 느끼는 만족감이 무엇인가를 이익-손실 

에서 확인하 다. 이러한 조품 사용 만족요인이 

조품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가도 알아

보고자 하 다. 그 밖에 국의 소비자들은 조품을 사

용하면서 평소에 느끼는 손실감 는 불만족감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해 알아보고 이러한 불만족 요인이 

조품 구매태도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가도 알아보

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목 은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문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한다. 이러

한 목 을 연구문제로 정리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 국 소비자의 조품 사용 동기는 무엇

이며, 조품 사용동기는 조품 사용행

동에 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1-1 : 국 소비자의 조품 사용동기는 

조품 제품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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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2 : 국 소비자의 조품 사용동기는 

조품 구매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 국소비자들이 조품 사용을 통해 얻

는 만족요인은 무엇이며,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 만족요인은 조품 사용행

동에 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1 :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 만족요인은 

조품 제품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2 :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 만족요인은 

조품 구매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의 결과로 

래되는 불만족 요인은 무엇이며, 국소

비자의 조품 사용 불만족요인은 조

품 사용행동에 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1 :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 불만족요인

은 조품 제품태도에 향을 미칠 것

이다.

연구문제 3-2 :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 불만족요인

은 조품 구매의도에 향을 미칠 것

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참여자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 행동을 알아보기 해,  

국의 경우 북경과 길림성 소재 4개 학 학생 300명을 

조사하 다. 성별분포는 남성 24.9%, 여성 75.1%이었다. 

나이의 분포는 18세이서 34세까지 소비자를 상으로 하

다. 조사기간은 2012년 3월 15일-3월 30일(약 15일간)

이었다.

3.2 측정도구

3.2.1 중국소비자 위조품 구매동기척도

본 연구에서 조품이란 “정품과 같은 상표를 부착

한 복제품”을 상으로 하 다. 국 소비자들이 평소에 

조품을 구매한 경험을 생각하면서 왜 조품을 구매하

게 되었는지에 한 동기나 이유를 Likert 5  척도(1 =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로 측정하 으며,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유승엽과 김나미

의 척도를 활용하 다[3]. 조품 구매동기척도에 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α 계수는 .894로 나타났다. 

국소비자 상 척도는 국 고 문가가 1차 번역 후 

국인에게 비조사를 통해 어색한 표 을 수정한 후 사

용하 다. 

3.2.2 중국소비자 위조품 사용 만족요인 척도

국소비자들이 평소에 조품을 구매해서 사용함으

로써 얻은 경험을 생각하시면서 조품을 사용하면서 느

낀 만족감 요인은 무엇인지에 해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으며,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4]. 조품 

사용 만족척도에 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α 계수

는 .890으로 나타났다. 국소비자 상척도는 조품 구

매동기척도 제작 과정과 동일하 다.

3.2.3 중국소비자 위조품 사용 불만족 요인척도

국소비자들이 평소에 조품을 구매해서 사용함으

로써 얻은 경험을 생각하면서 조품을 사용하면서 불만

족감은 무엇인지에 해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으

며,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4]. 조품 사용 불만족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α 계수는 .920로 나타

났다. 국소비자 상 척도는 조품 구매동기척도 제

작과정과 동일하다.

3.2.4 위조품 제품태도척도

국소비자들의 조품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 해 

김재 과 이경 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 다[1]. 조품 

제품태도 척도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형 5

척도(1 =  동의하지않는다, 5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 다.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 α

계수는=.651로 나타났다. 국소비자 상 척도의 제작

과정은 의 척도들의 과정과 동일하다.

3.2.5 위조품 구매의도척도

국소비자들의 조품 구매의도는 Yoon이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11]. 항목은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구매할 가능성이 

없다’, ‘구매할 것 같다/구매하지 않을 것 같다’이며 7  

의미변별척도로 이루어졌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α 계수는 .823으로 나타났다. 국소비자 상 척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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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과정은 의 척도들의 과정과 동일하다.

3.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해 SPSS/PC+(Windows 18.0 Version)

을 사용하 다. 국 소비자들의 조품 사용동기와 사

용 만족  사용 불만족 요인에 한 구성을 알아보기 

해 주성분 분석방법을 활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한 국 소비자의 조품 사용동기요인과 사용 만족요

인  사용 불만족 요인이 조품 제품태도와 구매의도

에 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문항 내

일치도계수(Cronbach's ⍺)를 활용하 다.

4. 연구결과

4.1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동기가 위조품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4.1.1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동기

본 연구자의 첫 번째 연구목 은 국 소비자들이 

조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나 동기가 무엇인가에 한 것

이었다. 따라서 국소비자의 조 제품 사용동기요인을 

알아보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주성분 분석방법

을 사용하 으며, VARIMAX 회 방식과 KMO와 

Bartlett검증을 실시하 다. KMO 측도는 0.6기 을 사용

하 다. 요인 수는 Eigen value 1.0기 을 사용하 다. 커

뮤넬리티 값 기  .40을 문항으로 선택하는 기 을 사용

하 다. 

<표 1>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종 국소

비자의 조품 사용동기에 한 요인분석 결과는 4개 요

인으로 나타났다. 제1요인은 과시성동기, 제2요인은 경제

성동기, 제3요인은 만족감동기, 제4요인은 실용성 동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승엽과 김나미의 연구결

과[3]와 유승엽의 연구결과[4]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 

보 다. 

따라서 조품 사용동기에 한 결과를 해석해 보면 

국소비자들에게 조품을 사용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요한 이유 는 동기는 과시성으로 나타났으며, 

한 경제성과 실용성과 같은 경제 인 이유도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성분 커뮤넬리티

값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동기12

동기11

동기15

동기 9

동기10

동기14

동기13

동기 8

동기16

.842

.832

.819

.815

.809

.807

.792

.760

.671

.767

.733

.716

.735

.732

.689

.660

.719

.513

동기 1

동기 2

동기 3

동기 4

.853

.843

.827

.690

.749

.748

.707

.586

동기 5

동기 6

동기 7

.804

.697

.693

.742

.679

.709

동기19

동기17

동기18

.805

.768

.690

.712

.690

.603

Eigen value 7.262 3.472 1.349 1.109

설명량

(%)
38.22 18.27 7.10 5.84

설명량(

%)
38.22 56.49 63.59 69.43

<표 1>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동기 요인분석 결과  

4.1.2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동기가 위조품 제

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동기에 해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4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과시성동기, 경

제성동기, 만족감동기, 실용성 동기이다. 이러한 4가지 

조품 사용동기가 조품 제품태도에 향을 미치는 가

를 알아보기 해 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B 표 오차 베타

과시성동기

경제성동기

만족감동기

실용성 동기

.089

-.078

.137

.144

.037

.033

.033

.030

.156

-.148

.285

.296

2.393*

-2.385*

 4.120***

4.788***

<표 2>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동기가 위조품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F=24.910, p<.001, R2=.283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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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2>의 결과를 보면, 국소비자의 조품 사

용동기  실용성 동기(t=4.79, p<.001)와 만족감 동기

(t=4.12, p<.001), 과시성 동기(t=2.39, p<.01)는 조품 제

품태도에 정 (positive)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성 동기(t=-2.39, p<.05)는 부 인

(negative) 방향으로 조품 제품태도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승엽과 김

나미의 연구결과[3], 즉 한국소비자의 경우 조품 사용

동기  과시성 동기(t=3.20, p<.01)와 실용성 동기(t=4.84, 

p<.001)만이 조품 제품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행동을 이

기 해서는 조품이 사용이 실용성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비합리 이거나 비윤리 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4.1.3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동기가 위조품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동기가 무엇인가를 알아보

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한바 <표 1>과 같이 조품 사

용동기는 과시성 동기, 경제성 동기, 만족감 동기  실용

성 동기 4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4가지 조품 사용동

기 각각이 조품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

보기 해 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B 표 오차 베타

과시성동기

경제성동기

만족감동기

실용성동기

-.019

.202

.061

.163

.171

.142

.152

.136

-.009

.109

.036

.094

-.111NS

 1.421NS

 .405NS

1.199NS

<표 3>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동기가 위조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F=1.831, p>.05, R2=.033       NS=No significance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동기가 조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조품 사용동기  과시성 

동기와 경제성동기와 만족감 동기  실용성 동기 모두

가 조품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승엽과 김나미의 한국

소비자 상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즉, 이들 연구결과에서는 경제성, 만족감, 실용성동기

가 조품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 조품 사용동기가 조품 제품

태도에는 향을 미치지만 조품 구매의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조품 구매의도

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태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필요한 시간  경과가 요구된다는 을 감안

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4.2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 만족이 위조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4.2.1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 만족요인

국소비자들이 평소 조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만

족감이 무엇인가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국소비자들이 조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만족감이 무

엇인가를 묻고 그 결과를 요인분석 하 다. 주성분 분석

과 VARIMAX회 을 이용하 으며 KMO와 Bartlell검증

을 활용하 다. KMO 측도는 0.6기 을 사용하 으며, 

아이겐 값 1.0기 과 커뮤넬리티 값 0.4이상의 기 을 사

용하 다.

문항
성분

커뮤넬리티값
요인1 요인2

만족 7

만족11

만족 5

만족 8

만족 6

만족12

만족 9

만족10

만족 4

.878

.873

.862

.853

.840

.827

.822

.799

.615

.778

.778

.743

.738

.706

.686

.691

.648

.528

만족 3

만족 2

만족 1

.914

.912

.858

.840

.846

.751

Eigen value 6.120 2.613

설명량(%) 51.004 21.774

설명량(%) 51.004 72.778

<표 4> 중국소비자위조품 사용만족 요인분석 결과

의 <표 4>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품 사용

만족요인에 한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제1요인은 개인

 만족요인이며, 제2요인은 경제  만족요인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승엽과 김나미(2012)의 한국소비

자 상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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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국소비자들이 조품을 사용하면서 

혜택 는 만족감  개인 인 가치가 높게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조품을 사용

하는 동기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조품 

사용동기  과시 인 동기가 가장 요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조품 사용만족감 요인  개인  요인이 우선 으

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된다. 

4.2.2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 만족요인이 위조

품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 소비자의 조품 사용 만족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개인  

만족과 경제  만족 2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

가지 조품 사용 만족요인이 조품 제품태도에 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해 다회귀분석(multiple re- 

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소비자의 조품 사

용 만족 요인  조품 제품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  만족(t=5.166, p<.001)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  

만족요인은 조품 제품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승엽과 김나미

의 한국소비자 상 연구결과와 동일한 형태이다[3].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B 표 오차 베타

개인 만족

경제 만족

.227

.007

.033

.030

.396

.014

6.932***

 .237

<표 5>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 만족요인이 위조품 제품태
도에 미치는 영향

F=24.536, p<.001, R2=.158 *p<.05,    **p<.01,   ***p<.001 

4.2.3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 만족요인이 위조

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 만족요인 즉, 개인  혜택

과 경제  혜택 요인이 조품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

는 가를 확인하기 해 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 

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B 표 오차 베타

개인  만족

경제  만족

.216

.406

.124

.127

.114

.210

1.744

3.206**

<표 6>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 만족요인이 위조품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

F=25.947, p<.001, R2=.063   *p<.05,    **p<.01,   ***p<.001 

<표 6>을 보면 2가지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 만족

요인  경제  혜택 요인만이 조품 구매의도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

품 사용 혜택요인  개인  혜택요인만이 조품 제품태

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표 5>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소비자들에게 개인  혜택요인

이 조품에 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요한 것으로 지

각되지만 조품 구매행동을 유발시키는 데는 경제  혜

택요인이 요하게 작용한다고 해석된다. 

4.3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 불만족 요인이 

위조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4.3.1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 불만족요인

소비자들이 조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불만족이 무엇

인가를 확인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주성분 

분석과 VARIMAX회 을 활용하 으며 KMO와 Bartlell

검증을 실시하 다. MO 측도는 0.6기 을 사용하 으며, 

아이겐 값 1.0기 과 커뮤넬리티 값 0.4이상의 기 을 사

용하 다.

조품 사용 불만족요인에 해 알아본 결과 제1요인

은 개인  불만족요인, 제2요인은 사회  불만족요인, 제

3요인은 물질  불만족인의 3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소비자를 상으로하는 유승엽[4]과 유승엽

과 김나미[3]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소비자의 경우는 개인  손실, 품질손실, 물질  

손실  사회  손실의 4가지의 불만족 요인이 나타났으

나, 국소비자의 경우는 품질과 련된 불만족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분석결과는 조품 사용만족과 요인과 반

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즉, 조품 사용 만족

감요인이 개인  만족과 사회  만족으로 나타난 반면 

조품 사용 불만족 요인은 개인  불만족, 사회  불만

족  물질  불만족으로 나타났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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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성분

커뮤넬리티값
요인1 요인2 요인4

불만족 5

불만족 6

불만족 4

불만족12

불만족 8

불만족 7

불만족11

불만족10

.824

.816

.799

.792

.767

.732

.697

.674

.733

.711

.688

.688

.679

.575

.650

.608

불만족15

불만족16

불만족14

불만족 9

불만족13

.882

.851

.830

.530

.449

.824

.743

.768

.500

.413

불만족 7

불만족13

불만족 9

.863

.853

.821

.575

.413

.500

Eigen value 7.336 1.987 1.618

설명량(%) 45.852 12.417 10.109

설명량(%) 45.852 58.268 68.378

<표 7> 중국소비자위조품 사용불만족 요인분석 결과

4.3.2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 불만족 요인이 

위조품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표 7>에서,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 불만족 요인

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4가지 조품 사용 불만족 요인이 나타났다. 즉  

개인  불만족, 사회  불만족, 물질  불만족요인 이다. 

이러한 3가지 조품 사용 손실요인이 조품 제품태도

에 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해 다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바 <표 8>와 같

이 나타났다.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B 표 오차 베타

개인 불만족

사회 불만족

물질  불만족

.077

-.015

.009

.040

.040

.040

.150

-.030

.016

1.919NS

-.385NS

.224NS 

<표 8>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 불만족 요인이 위조품 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

F=1.746, p>.05, R2=.020             NS=No significance 

의 <표 8>을 살펴보면,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 

불만족 요인  조품 제품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

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 불만족 요인은 조품 제품태도

형성에 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앞의 조품 사용만족 요인에 한 회귀분석결과

와 결부시켜 해석해 보면 만족감요인이 불만족 요인보다

는 조품 제품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4.3.3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 불만족 요인이 

위조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 불만족 요인 4가지 즉, 개

인  불만족, 사회  불만족  물질  불만족 요인이 

조품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기 해 

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B 표 오차 베타

개인 불만족

사회 불만족

물질 불만족

-.439

.186

-.177

.143

.141

.141

-.249

.103

-.092

-3.073**

-4.323NS

-1.295NS

<표 9> 중국소비자의 위조품 사용 불만족 요인이 위조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F=5.171, p<.01, R2=.066           NS=No significance, ***p<.001 

의 <표 9>를 살펴보면 국소비자의 조품 사용 

불만족 요인이 조품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  불만족요인(t=-3.07, p<.01)뿐인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사회  불만족과 물질  불만족요인은 조품 구

매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5. 결론 및 논의

최근 들어 격히 팽창하고 있는 모조품 유통시장이 

바로 그 것이다. 한국의 불법 짝퉁시장 규모는 140억 달

러로 세계 10 권이라는 불명 를 안고 있다. 조 상품

의 범 도 다양해지고 있다. 명품가방과 의류, 화장품, 시

계, 서 에서부터 사람의 안 과 생명에 치명 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부품과 의약품, 식품류까지 그 역

이  확 되고 있다. 특히 가짜 의약품과 식품은 국민 

보건에 심각한 험을 래할 수 있으며, 조된 불량 자

동차부품은 운행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

'에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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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유명 소셜커머스를 통해 불법 짝퉁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어 떠들썩하기도 했다.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정품을 매해오던 수입업체가 슬그머니 짝퉁제품

을 정품으로 둔갑해 공 하다가 발된 것이다. 물론 상

품을 감별하는 단계별 확인과정이 부실했던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허술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공정

거래 원회는 소셜커머스 업체들과 매물품이 조품

으로 명되면 구매가에 10%의 가산 을 얹어 환불 보

상해야 한다는 '소비자보호 자율 수 가이드라인'을 마

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피해자다. 이를 직  구입한 소비자들은 어떠한가? 정가

를 주고 조품을 구입한 억울함을 차지하더라도, 구입

제품이 다름 아닌 음식과 의약품 등 안 과 직결된 것들

이라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불법 조품을 납품한 

업체의 행 를 사실상 '살인미수'에 다름없다는 지 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조품은 진품과 반 되는 용어로 정당한 권

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부착하거나 타인

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말한다. 즉, 조품(僞造品)은 

소비자를 속일 목 으로 진짜처럼 보이게 한 물품이다. 

흔히 짝퉁이라고도 불린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명품

을 모방한 조품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최근 명품의 

열기가 확산되면서 선뜻 진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은 

계층들이 명품의 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조품을 구입하

는 것을  하나의 트 드로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최 의 조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의 

소비자를 상으로 조품 사용행동에 한 문화를 연구

해야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 소비자를 상으로 이러

한 조품사용동기와 사용만족 요인  사용 불만족 요

인척도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요인분석과정을 거

쳐 각각에 한 요인구조를 악하고 궁극 으로 이를 

토 로 국소비자의 조품 제품태도나 조품 구매의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를 확인하 다. 

즉, 본 연구의 최종 목 은 조품사용동기요인과 조

품사용 만족요인  조품사용 불만족요인 각각이 조

품 제품태도나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

자 하 다.

연구결과 첫째, 국소비자들의 조품 사용동기는 과

시성, 경제성, 만족감, 실용성의 4가지로 나타났으며, 

조품 제품태도에는 실용성, 만족감, 과시성동기와 경제성 

동기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국소비자들은 조품에 한 실용성등의 경제 인 

속성과 과시성동기와 같은 사회  속성 모두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국소비자

의 조품에 한 구매행동을 이기 해서는 조품 

사용의 경제성이 합리 이지 않다거나 과시성과 같은 사

회  가치가 부도덕하고 비윤리 이라는 측면을 강조하

는 것이 효과 이라고 사료된다. 를 들면, 국소비자

의 경우 조품 구매행동을 이기 해서는 조품을 

사용하는 이유인 경제성요인이나 과시성 요인  품질요

인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인식시키는 것이 요하

다. 즉, 조품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 인 소비나 정당한 

소비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캠페인을 지속

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국소비자들의 조품 사용 만족요인은 개인  

만족과 경제  만족의 2가지로 나타났다. 개인  만족 요

인만이 조품 제품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경제  만족 요인만이 조품 구매의도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 소비자들에게 개인  만족요인이 조품 제품태도를 

형성하는데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조품 구매행

동을 유발시키는 데는 경제  만족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즉, 조품 사용행동을 이기 한 목

을 지닌 정책입안자들은 조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

족감 요인이 비합리 이며, 정당하지 못하며, 사회정의를 

실 하는데 방해요인이라는 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국 소비자들의 조품사용 불만족 요인은 개

인  불만족, 사회  불만족  물질  불만족의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3가지 조품 사용 불만족 요

인은 조품 제품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  불만족 요인은 조품 구

매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개인  만족요인이 하지 않다는 인식을 강조한 

로모션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공익 고를 제작할 때 조품을 사용하는 손실요인을 

고의 배경이나 핵심 컨셉으로 선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하

면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국소비자의 조품사용행동

과 문화에 한 심층  이해를 통해, 향후 조품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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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것으

로 기 한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갖는 한계 으

로는 40  이상의 주류 국 조품 소비자들을 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 연령층을 연구 상으로 표집하

지 못했다는 한계 이 있다. 이러한 표집 상의 한계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을 밝힌다. 향후에는 조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해본 경

험이 있는 국소비자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

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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