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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consumer's traits of market segmentation based on the apparel 

benefits. The subjects were 302 college students living in Yunnam, China. The mean, 

ANOVA, factor analysis, Duncan test, and K-means cluster analysis were used for 

statisticals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ollege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six subdivisions, according to the apparel benefits by cluster analysis: 

indifference group, utility pursuit group, hedonic/brand pursuit group, individuality pursuit 

group, social recognition/fashion pursuit group, and pursuit benefits-minded group. In the 

factors of happiness-pursuing and life-centered of materialism,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the groups of apparel benefits, and all factors of symbolic 

consumption and brand loyalty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roups of apparel benefits. The evaluation criteria of clothing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apparel benefits subdivision in criteria of aesthetic, socio-psychological, and 

utility. The use of information was shown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roups of apparel benefits. The study results are highly expected to be utilized as useful 

sources in marketing plans for the midwest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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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 악화 등 국내외적인 경  , 

제 불안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여건의 악화와 

그 여파로 내수시장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응해 국내 

소비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조사연구와 동시에 소비

시장이 큰 해외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진

출지역시장에 대한 조사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제 보 에서는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 1 >

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과 우리나라 중국의존

도 등 중국진출을 위한 환경 분석을 하고 중국정, , 

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서부개발 프로젝트로 , 

인하여 향후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중서부 지

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통계적 

요인들과 물질주의 성향에 따른 소비자 태도와 구매

행동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억 인  56 13.5

구와 남한의 배 면적 세계 위 을 가진 거대한 나97 ( 4 )

라로 년 가입과 동시에 시장경제체제와 , 2001 WTO 

개방형 경제시스템의 도입과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증과 교역량의 증가로 교역규모 세

계 위에서 위로 급성장하면서 연평균 의 높6 2 10%

은 성장률을 보였다 세계경기의 침체 가운데 중국. 

경제도 다소 둔화되어 년 의 경제성장률2013 7.7%

을 보여 중속성장시대로 진입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valuation to light landing criticism of Chinese 

년 한중 수교 이래 한국경economy", 2011). 1992 ․
제의 중국 의존도를 살펴보면 중국은 한국의 세계 , 

최대 수출국임과 동시에 세계 위의 수입시장이며2 , 

한국은 년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 중국의 제2011 , , 4

대 교역국 대 수출국 대 수입국이 되었다, 6 , 4

("Evaluation for 10years to China WTO joining", 

한국의 제 위 투자대상국인 중국이 우리나라 2011). 1

전체 해외투자의 을 차지할 만큼 중국경제성장률 1/4

의 변화는 한국의 대중 수출 의 변화를 유1% 2.9%

발할 정도로 한중 (D. Kang, Lee, & Whang, 2010). ․
가 체결될 경우 대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FTA ,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진출 기업들은 중국경제와 

소비시장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년까지의 서부 대개발 장기계획을 추진   2050

중인 중국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청두 우한 창, , 

사 시안 등 급 중서부 내륙의 대표적인 도시들, 2, 3

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경제성장률 이상의 높10%

은 성장세를 보여 중국 평균성장률을 크게 상회한

다 중국의 중서부 대개발 계획과 후커우 폐지론이 . ‘ ’ 

대두되면서 중서부지역의 급 도시들이 글로벌 2, 3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정(S. Park, 2011), 

부도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의 중서부 개발 분야로 

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의 , 

중서부 개발 관련 성 시 간 협력채널을 적극 ( ), ( )省 市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Export extension", 2013). 

해외진출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지속적이고 안정된 

마케팅활동을 전략적으로 구사하기 위해 그 나라의 

환경 분석과 함께 일반적인 소비문화의 특성과 구, 

매행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가 중서부지. 

역개발을 확대하고 도시화율을 높이면서 산업인구 

유입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

며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명품 브랜드의 패션기, , , 

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O. Lee & Kang, 2014). 

연령적으로 청년기 혹은 대학생 시기는 생애주기에

서 가장 패션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은 시기이다. 

대규모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중서부지역의 젊은 층 

소비자와 소비시장 특성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의

류브랜드들이 진출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둔화된 내수시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의복추구혜택은 의류제품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설

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대상 지, 

역 시장의 소비자가 가지는 기대와 함께 앞으로의 

구매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의복추구혜택과 . 

함께 소비행동의 의사결정 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주의와 같은 가치관과 상징적 소비 기업의 성, 

Key words 의복추구혜택 상표충성 상   : apparel benefit( ), brand loyalty( ), symbolic consumption(

징적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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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직결될 수 있는 상표충성도 등은 의류제품 소

비자의 세분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해외진출 기업의 전략적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 보 에서는 중국 소. < 2 >

비문화의 일반적 특성과 중국 정부의 집중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는 중서부지역 운남성 소비자들을 대상

으로 의복추구혜택에 따른 물질주의 상징적 소비, , 

상표충성 등의 세분시장의 특성과 의복구매행동특성

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Ⅱ

 

중국 소비문화의 특성  1. 

중국인들은 중국이 세계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  

각하며 자부심 체면 인내 정의 등을 중시하는 중, , , 

화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 우월감과 자기중심

적 경향이 강한 반면 규율이나 법 개념은 약한 편이

다 현실적 실용주의적 성향과 전통적으로 체면과 . , 

관계를 주시하는 성향이 있고 만만디 의 느( )慢慢的

긋함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필요할 때는 한국인들

보다 빨리빨리 의 철저한 프로비즈니스적인 태도를 ' '

가진다 중국인들은 짝수를 좋아하며 발음이 발. ( , 發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에서 기인 자와 유사한 : )發財

이라는 숫자를 선호하며 선물포장은 길하다는 붉은 8

색이나 숭고함을 나타내는 황색 사용을 좋아하는 경

향이 있다("The temperament according to region 

즉 중국인들은 자존심이 매우 of Chinese", 2005). , 

강한 편이며 무엇보다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면서도 

매우 실리적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의 소비 주류는 년대 후반 이후에   70

출생한 대 중반부터 대 초반의 연령층으로 이20 40 , 

들은 문화대혁명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를 겪지 않고 

개혁개방의 정책 속에 성장해왔기 때문에 소비성향

이나 생활방식이 기존 세대와는 매우 다르다. 1976

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가1

구 자녀로 태어나 귀하게만 자란 소황제1 ‘ ( )’小皇帝

처럼 성장했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근면 검소함과 대

비되는 특성을 가지며 대도시의 이들은 더욱 그러한 

현상이 심하다 매년 태어나는 유아들(Jeong, 2012). 

의 수는 한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 명 2,000 

정도로 소비성향이 높은 이들이 소비시장에서 더욱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이들을 고객으

로 만들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중국 소비. 

문화의 가지 특징 을 살펴보면 믿을 수 5 (Bae, 2005) , 

있어야만 지갑을 열고 구매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 

아는 사람에게 묻고 또 물어보고 나서 구매하는 경

향 즉 신뢰 신드롬 과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을 쓰, ‘ ’ , 

지 않으며 현시성이 강한 제품에 대해서는 빠른 고

급화 추이가 나타나는 현시성 신드롬 체면을 목숨‘ ’, 

보다 중요시하여 체면을 위해서는 과소비도 불사하

는 미엔즈 신드롬 이다 또‘ (showing-off syndrom)’ . 

한 중국인들 마음 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중화사상 

즉 팍스시니카 신드롬 과 다, ‘ (Pax-sinica syndrom)’

양한 개 민족 개 성 개 자치구 사회 구성원(56 , 23 , 5 )

들만큼이나 단조로운 것보다는 다양한 것을 좋아하

는 다양성 신드롬 이다 값싼 중국의 종말 의 저자 ‘ ’ . ‘ ’

숀레인은 중국소비자들은 양극화된 소비성향을 보이

며 루이비통 같은 럭셔리 브랜드를 갈망하면서도 , 

중요하지 않은 아이템은 자라나 같이 저렴하H&M 

고 합리적인 제품을 선호한다고 하였다("Now, it's 

그동안 저consumer's market of China!", 2013). 

렴한 임금과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중국이 년대 초부터 경제의 초고속 성1990

장으로 생산중심에서 이제는 소비중심의 시대로 전

환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힘입어 부유층. 

과 중산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소비

자의 소비관념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서구의 현, 

대적 소비방식과 사고방식에 익숙한 중국의 신세대

들이 성장하면서 필요성 보다는 소유와 개성을 중시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능적인 욕구보다 상징적. 

인 가치추구하며 사회적 신분을 위한 과시적 소비 

성향이 증가하고 자기만족을 위한 명품구매가 늘면

서 년 중국사치품시장 소비규모총액이 억 2011 107

달러로 세계 사치품시장규모의 을 차지하였다1/4

중국은 여러 민족과 성과 자치구의 (Jeong, 2012). 

구성상 다양한 계층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중국시장, 

은 과거 도시위주의 단일시장에서 소득계층별 연령,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8 4

100

별 성별 유통수단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 , 

중국시장에 진입할 때 소비계층의 분화와 소비제품

의 문화적 요소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의복추구혜택  2.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함으로서 누리게 되는 이점  

이나 상품평가 기준의 한 차원으로 (Gutman, 1982)

소비자가 상품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효용으로 정의

되고 있는 추구혜택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속성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요구 및 

욕구로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이나 기대하는 긍정적 결과(Peter & Olson, 

를 의미한다 추구혜택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2008) . 

고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거나 특정 소비활동에서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한 는 소비자가 Lai(1995)

제품구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본원적 혜택에 대하여 

기능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미적 쾌락적 상황적 , , , , , , 

혜택 등 가지 혜택을 제시하였다8 .

는 혜택을 기본적 동기로 기능적 혜택 Keller(1993)

과 감각적 즐거움이나 다양성 인지적 자극 등의 경, 

험적 혜택 그리고 사회적 승인이나 자기표현 자아, , 

개념 등 비본질적인 것과 관련된 상징적 혜택으로 

구분하였다 은 의복추구혜. M. Lee and Rhee(2010)

택은 소비자가 의류제품을 구매할 때 획득하고자 하

는 핵심요소로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이나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여 추구혜택이 소비자마다 다르게 평가될 , 

수 있는 주관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Yeonjung Lee & Park, 

는 것을 뒷받침한다2013) .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의류상품에서 추구하는 혜Aiken(1963) 

택을 의복의 상징성 동조성 편안함 흥미성 경제, , , , 

성 등의 요인을 제시하였으며5 , Jenkins and 

은 의복추구혜택의 차원을 심미성과 Dickey(1976)

실용성으로 밝히고 의복추구혜택 차원으로 소비자집

단을 패션추종자 품질추종자 검소한 심미주의자, , , 

실용주의자 등 개 집단의 구분하였다 추구혜택을 4 . 

소비자들이 제품에서 찾는 혜택의 유형이라고 한 

은 미국여성의 의복추구혜택 Shim and Biekle(1994)

차원을 자기향상과 사회적 위신 성적 매력 여성스, /

러움 유행성 등으로 나눈 가지 차원으로 소비자 , 9

집단을 상징적 수단적 사용자 실용적 보수적 사용/ , /

자 무관심 집단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라이프스타, 3

일 구매성향 상점 애고 행동 인구통계적 특성에서 , , ,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의복추구혜택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주부를 포함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추구혜, 

택에 관한 연구(Koh & Hong, 1995; Lim, 1998; 

가 주를 이루는데 Hong & Koh, 1996) Koh and 

은 대 이상의 제주 성인여성을 대상Hong(1995) 20

으로 한 연구에서 브랜드 가치 심미성 유행 등 가, / 5

지 차원을 기준으로 경제성추구집단 브랜드가치추, 

구집단 심미성 유행추구집단 관리의 편의성 추구집, / , 

단으로 분류하여 추구집단별 라이프스타일과 의류구

매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Hong and Koh(1996)

은 추구혜택에 대한 상황과 소비자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소비자들이 구매할 의류제품에 

대한 젊음 유행 브랜드 가치 자기표현 경제성의 / , , , 

추구 정도가 의복착용상황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

다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의복구구혜택에 관한 연. 

구 에서 (Lim, 1998; Yoonjung Lee, 2007) Lim(1998)

은 의복추구혜택에 따른 남성소비자들의 집단을 개

성과 외모향상 추구집단 편안함추구집단 무관심집, , 

단으로 구분하여 추구혜택집단에 따른 쇼핑성향과 , 

정보원 구매상표군을 분석하였다 남성들은 의복추, . 

구혜택으로 외모향상추구와 같은 심미성과 편안함, 

과 같은 실용성 외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소속된 

직업을 나타낼 수 있는 직업 및 사회적 지위상징성

을 의복에서 추구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J. 

본 연구와 같Kang, 1995; J. Kim & Hong, 2000). 

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들(Hwang, 2003: N. 

에서는Park & Park, 2007; E. Park & Ku, 2012) , 

의복추구혜택 유형에 따라 쇼핑태도와 의복구매의

도 제품평가기준 선호이미지 라이프스타일의 차, ,, , 

이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의복추구. 

혜택 연구 에서 (H. Park & Ku, 2008; E. Kim, 2009)

은 의복추구혜택차원으로 한H. Park and Ku(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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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대학생의 경우 브랜드 가치를 그리고 미국 대학

생의 경우 체형 표현 및 보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일수록 브랜드 충성도가 높았다고 하였으며, 

의류제품 속성 평가 요인 중에서 한국과 미국 대학

생 소비자들 모두 심미적 속성 평가 요인을 중요한 

패션 브랜드 충성도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하였

다 또한 세 연령의 한국과 미국 소비자들의 . 18-30

온라인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에서 E. 

은 제품속성 거래서비스 원산지 등의 추Kim(2009) , , 

구혜택요인에 대하여 미국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제품속성 요인에서는 색 스타일 디자인 사, , , , 

이즈 소재 등을 거래서비스요인에서는 판촉인센티, , 

브 회원혜택 지불조건 및 배송 등을 그리고 원산, , , 

지를 미국소비자가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하였다.

 

의복추구혜택 관련 소비자 특성  3. 

  의복추구혜택과 관련 소비자 특성으로 물질주의

와 상징적 소비 상표충성도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 

를 토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물질주의 가치관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는 물질, Belk(1984)

주의를 물질적 소유와 소비를 행복의 주된 원천으로 

보고 자유재량적인 소비를 통해 심리적 행복을 추,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물질주의에 대한 . 

견해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양립하

는데 물질주의 성향이 강한 소비자일수록 자신을 , 

집단에 통합하거나 집단으로부터 차별하기 위해 제

품의 사용과 소유를 통해 자신의 향상과 유지에 공

헌한다 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에 반하(Belk, 1984)

여 은 물질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줄 , Sung(1994)

것이라는 신념을 강하게 가질수록 그 사회는 물질주

의가 팽배하게 된다고 보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물질주의 가치관은 소비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물질주의 가치관이 물질을 통해 자신의 신, 

분을 과시하려는 과시소비를 유도하며(Paik & 

의 연구에서는 Rhee, 1993), O. Lee and Jo(2000)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과시소비성향이 높고 의

복을 구매할 때 모든 정보원의 사용정도가 높게 나

타났다 중국 소비자의 물질주의는 아직 불안정한 . 

상태이니 신상품에 대한 열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하여 는 중국소비자의 , Belk and Zhou(1987)

성향이 혁신적이어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신상품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나타

났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물질주의 가치관. 

은 의복쇼핑성향이나 의복구매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들 에서 밝히고 있어 (K. Park & Soh, 2001)

물질주의 가치관은 추구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상호작용과정에서 사회  

적 도구로서의 제품의 역할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

션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징으로 본다(Grubb & 

특히 의복은 어떤 제품이나 어떤 Grathwohl, 1967). 

행위보다 더 시각적이고 추상적 상징적이어서 착용, 

자 자체나 사회적 상황에서 그가 포함하고 있는 것

에 대한 의미를 지각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는 의복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동Kaiser(1985)

기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며 행동을 체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의복의 상징적 소비에 관한 . 

질적 연구들은 의복의 상징적 의미를 신체적 사회, 

적 내적 의미수준의 세 가지 구조 와, (Min, 1999) , 

또 쾌락적 의식적 표현적 소비의 세 차원, , (H. Lee, 

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상징적 소비성향을 1989) , 

은 신분이나 지위의 상징성이 부Yangha Kim(2005)

여된 제품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능력 있음을 , 

남에게 보이려는 소비유형이라 하였다. O. 

는 의복의 상징적 소비를 의류제품의 실Lee(1997)

용성보다는 상징적 주관적 심미적인 측면에서 소, , 

비경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상징적 소비의 하위범, 

주로서 쾌락적 소비 과시적 소비 커뮤니케이션 소, , 

비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쾌락적 소비는 제품에 . 

대한 개인경험의 다감각적 환상적 감정적 측면으, , 

로 의류 상품 소비행위로부터 경험되고 기대되는 즐

거움과 관련되는 것을 의미하며 과시적 소비는 자, 

신의 주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값비싼 유명상표를 의

복이나 상표가 잘 알려진 수입의류를 구매하는 등, 

무리한 지출을 하여 남의 시선을 끄는 행동으로 커, 

뮤니케이션 소비는 소비자가 타인들에게 자신에 대

한 의미를 전달하고 바람직한 반응을 일으키는 커뮤

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의류제품의 소비행위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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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도 의류상품 소비시 . Choi and Rhee(1994)

경험하는 주관적 경험적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 

할 것을 주장하면서 의류제품을 구매하고 착용하는 , 

과정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감 흥분감 자유로, , , 

움 환상 등 다양한 감정은 소비자들의 소비동기이, 

며 경험으로 축적되어 상품선택이나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상표충성은 특정상표를 다른 상표보다 더 선호하  

거나 반복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으로(Jacoby 

는 상표에 집착 몰& Chestnut, 1978), Day(1969) , 

입 등 심리적 개입없이 단순히 반복 구매하는 행동

을 의사 상표충성 이라고 하였다(spurious loyalty) .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복의 신분상징성이 (Jin, 1991), 

높은 소비자일수록 고급상표의 의복으로 자신을 나

타내려 하기 때문에 유명상표를 선호하고 상표충성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대 성인 남녀를 대상. 20-30

으로 의복추구혜택과 상표충성도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은 의복추구혜택 차원인 이상적Hwang(2008)

체형 인상형성과 개성 그리고 브랜드와 패션을 추/ , 

구하는 소비자일수록 상표충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의 대학생의 . Yu, Chung, and Jeon(2009)

의복추구혜택과 상표충성도의 관계 연구에서는 의복

추구혜택을 신분상승 및 자아향상 인지도 및 지속, 

성 개성추구 및 호감도 진귀적 가치의 가지 차원, , 5

으로 분류되었으며 신분상승 및 자아향상은 상징적 , 

상표충성요인과 개성추구 및 호감도 요인은 지속적 , 

상표충성과 정적상관을 가져 의복이 착용자를 돋보

이게 하고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요과가 있다고 느끼

는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구입하는 상표의 로고나 

심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며 독특하고 , 

개성을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는 의류의 상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의복추구. 

혜택의 인지도 및 지속성과 개성추구 및 호감도 요

인이 헌신적 상표충성과 정적 상관을 보여 착용자의 

개성을 잘 나타내주며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보이는 

의류의 상표를 세일하지 않더라도 구매하고 주위사

람들에게 추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의복추구혜택에 따라 의복구매행동의 차이를   

밝힌 연구들을 살펴보면 추구혜택집단에 따라 정보, 

원활용과 의류제품평가기준의 차이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연구에서는 추구혜택무관심  An and Lee(2013)

집단보다 유명상표와 개성 외모매력성 그리고 유, , 

행추구집단에서 정보원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 연구에서는 스타일 유행 추구Ha and Kim(2009) /

형과 유명상표추구형이 라디오광고와 백화점의 TV, 

전단지를 많이 이용하며 특히 잡지광고는 스타일 유/

행 추구형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 

은 추구혜택에 따라 진 제품 Park and Park(2007)

구매자의 평가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J. 

의 연구에서도 의복구매기준인 Lee and Kim(2007)

실용성 편안함 요인과 디자인 요인 생산국가 브랜/ , /

드 요인 등 세 요인 모두에서 의복추구혜택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의복추구혜택은 물질주의와   

상징적 소비 상표충성 등의 소비자특성을 파악하고 , 

의복구매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 시장세분화의 중요

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이해를 . 

바탕으로 각 시장에 적합한 전략을 고안해야 할 필

요와 함께 해외진출지역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신상

품 개발에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 보 에서는 중국 대. < 2 >

학생들의 의복추구혜택에 따라 제 보 의 요인분석< 1 >

에 사용한 물질주의가치관과 상징적 소비 의복구매, 

행동 등의 차이를 분석하여 추구혜택집단에 따른 세

분시장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 Ⅲ

  연구문제1.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중국 대학생들의 의복추구혜택 하위 구1. 

조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중국 대학생들의 의복추구혜택에 따라 2. 

집단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의복추구혜택 집단에 따른 소비자 특성3. 

물질주의 상징적 소비 상표충성 과 의복구매행동 ( , , )

특성 의류제품평가기준과 정보원 을 밝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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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2. 

의복추구혜택은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통해 소비  

자가 원하는 보상이나 기대하는 혜택으로 선행연구

를 토대로 (M. Lee, 2010; O. Lee & Kim, 2003) 17

문항을 사용한 소유물에 대한 가치 태도 느낌 등, , , 

을 반영한 물질주의는 Richins and Dawson(1992)

이 사용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의류제품의 12 . 

실용성보다는 상징적 주관적 심미적인 측면에서 , , 

소비 경험하는 상징적 소비성향(O. Lee, 1997) 21

문항과 패션명품의 개념과 관여도를 묻는 패션명품

태도 문항을 점척도로 측정하(Choi, 2001) 17 likirt 5

였다 이 외에도 성별과 가계소득 등 인구통계적 문. 

항을 포함시켰다.

자료수집 및 분석  3. 

본 연구는 중국 운남성에 소재하는 대학의 남녀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선. 

행연구를 토대로 실증연구를 위하여 작성된 설문의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으로 통하여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 2011

년 월부터 년 월 까지 개월간 설문지를 편12 2012 1 2

의추출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부분적인 무응답 설문. 

지와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부의 설문지가 302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한 자료의 . SPSS WIN 

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19.0 , , , K-means 

군집분석 와 를 실시하였고, ANOVA Duncan's test , 

각 변수와 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값을 구하였다. 

소비자특성과 의복구매행동의요인은 선행연구 (O. 

에서 에 의한 Lee & Kang, 2014) Varimax Rotation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추출된 요인을 이용하였

다 요인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특성인 물질. 

주의 성향은 행복지향 과 생활중심지향 성공상징‘ ’ ‘ ’ ‘

지향 등 요인으로 나타났고’ 3 , 상징적 소비성향의 

요인들은 과시적‘ ’, ‘쾌락적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 ’ 

었으며 그리고 , 패션명품 태도에 대한 요인은 우수‘

성 관심 차별 과시성 사치성 즐거움 등’, ‘ ’, ‘ / ’, ‘ ’, ‘ ’  5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복구매행동으로 의류제품평가. 

기준의 요인은 심미적 사회심리적 실용적 요3 ‘ ’, ‘ ’, ‘ ’ 

인이며 패션정보원으로 소비자정보 매체정보, ‘ ’, ‘ ’, 

마케터정보 등 요인을 이용하였다‘ ’ 3 .

결과 및 고찰. Ⅳ

의복추구혜택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 

의복추구혜택의 요인 분석 결과 개의 요인이 추  6

출되었고 전체 분산 설명력은 였으며 이66.15% .70 

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요인 은 유(Table 1). 1

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유행추구 로 요인 는 타인‘ ’ , 2

의 인정에 관한 문항들로 사회인정추구 로 요인 ‘ ’ , 3

은 경제 지향적 소비에 관련된 내용으로 경제성추‘

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는 유명상표에 관’ . 4

한 내용으로 유명상표추구 요인 는 쾌락적 소비‘ ’, 5

에 관한 내용으로 쾌락추구 요인 은 개성 관련 ‘ ’, 6

내용으로 개성추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중국 대‘ ’ . 

학생들은 의복추구혜택들 요인가운데 유행추구요인,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으로는 사회인정과 

경제성 유명상표 추구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 

국의 대 남성들이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20-30

에서 는 편안함보다 외모향(J. Kim & Hong, 2000)

상과 사회적 지위 요인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하였으며 의 연구, N. Park and Park(2007)

에서도 진 제품에 대하여 경제성이나 실용성(Jean) 

보다 상표명이나 매력과 유행성 요인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북경과 상해의 대 . 20~30

신세대 기혼여성들에 관한 연구(S. Kim & Koh, 

에서도 의복추구혜택으로 활동성과 경제성보2007)

다 쇼핑향유 및 본인만족 요인과 과시적 브랜드가치 

추구요인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소비. 

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의복

을 통하여 매력이나 외모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하며

소비자들이 편안함이나 경제성보다는 유행이나 신분

상징 사회인정욕구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을 의복, 

추구혜택 요인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8 4

104

Table 1. Factor Analysis of Apparel Benefits

Factors Question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

's α

 Fashion

I should wear the newest style to keep 

sophisticated image. 

I purchase the new trend of fashion earlier than 

other people around me. 

I tend not to wear old-fashioned clothes any more.

.80

.75

.72

3.86 22.71 .84

 Social     

 recognition

I always tried to wear clothes that make me look 

pretty and slim.

It is important to wear a cloth that looks attractive 

to others.

Nice style of fashion makes me confident in the 

presence of others.

I consider if the cloth can be worn at any time.

.78

.74

.73

.60

2.48 14.61 .80

Economical

efficiency

I try to find the cloth that has good quality and is 

not too expensive.

I visit various stores to buy clothes at cheaper 

price.

I buy clothes that are comfortable and easy to 

move.

.82

.79

.62

1.47 8.65 .74

Brand

name

I tend to buy clothes of famous brand than low 

price brand despite the quality and design is similar 

to the cheaper one.

I buy clothes that can reveal the famous brand.

I buy famous brand's or renowned designer's cloth 

even when buying a single cloth.

.76

.72

.60

1.28 7.53 .72

Pleasure
My fashion usually express my feelings.

I consciously and intentionally change my cloth to 

refresh my feelings.

.83

.75

1.13 6.66 .71

Individuality

I want to express my individuality by wearing 

clothes that are rare.

I consider it important whether the style is unique 

and different from style that is prevalent.

.71

.70

1.02 5.99 .70

Cumulative %   66.15

추구혜택에 따른 집단분류  2. 

개의 의복추구혜택 요인들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6

을 군집분석방법에 의해 군집화한 결과는  K-means 

와 같다 군집 수가 개일 경우 각 집단의Table 2 . 6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복추구

혜택에 따른 군집은 개로 설정하였다 집단 은 추6 . 1

구혜택 요인의 점수들이 대부분 낮게 나타나 혜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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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형 집단 는 경제성 추구요인의 점수가 가장 , 2

높아 실리추구형 집단 은 쾌락추구요인과 유명상, 3

표추구요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쾌락 유명상표추/

구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는 다른 집단에 비해 . 4

개성추구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아 개성추구형으로, 

집단 는 사회인정욕구와 유행추구요인의 점수가 높5

게 나타나 사회인정 유행추구형 집단 은 유행추구/ , 6 , 

사회인정욕구 유명상표추구 개성추구요인등 대부, , 

분의 추구혜택요인에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 

추구혜택관심형이라 명명하였다 개의 집단의 분포. 6

를 살펴보면 추구혜택관심형이 명으로 가장 많은 , 72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은 혜택무관심형 사회, , 

인정 유행추구형 실리추구형 개성추구형 쾌락 유/ , , , /

명상표추구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 대학. 20

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 우

리나라 대 남녀 소비자의 의복 추구혜택의 연구에20

서 는 스타일추구 개성추구 유Ha and Kim(2009) , , 

명브랜드추구 유행추구 실리추구 등으로 나타난 , , 

의복 추구혜택요인으로 가지 유형의 소비자 집단4

즉 스타일 유행 추구형 실용성 추구형 유명상표 , / , , 

Table 2. Group Segmentation by Apparel Benefits

   Group

Apparel

benefits

Indifference 

(59)

Utility

pursuit 

(48)

Hedonic/

brand

pursuit(29)

Individuality 

pursuit(45)

Social 

recognition/

fashion pursuit 

(49)

Pursuit 

benefits-

minded(72)

F -

value

Fashion
.33191

B

-.73898

D

-1.19661

E

-.20261

C

.75827

A

.31323

B
34.74***

Social

recognition

-.21747

B

-.11677

B

-.14776

B

-.71209

C

.96327

A
.10506 19.01***

Economical
-.93062

E

.92171

A

-.62098

D

 .51848

B

.49092

B

-.25991

C
46.13***

Brand
-.52312

C

-.08606

B

.76127

A

-.82346

C

-.08717

B
.7534A 31.74***

Hedonic
-.35126

C

-.14423

C

1.15494

A

-.16570

C

.75685

B

-.49271

C
26.78***

Individuality
-.65860

D

-1.02726

E

.12849

C

1.11640

A

.07089

C

.42678

B
55.89***

Note: A, B, C =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Duncan test. ***p<.001

추구형 패션무관심형으로 분류하였다, .  

의복추구혜택집단에 따른 소비자특성의    3. 

차이     

의복추구혜택집단에 따른 중국소비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물질주의와 상징적 소비 성향 상, , 

표충성도와 같은 변수들의 요인분석 결과 물질주의 

성향은 행복추구적 물질주의와 생활중심적 물질주

의 성공상징적 물질주의 등 개 요인으로 분류되었, 3

고 상징적소비성향은 과시적 소비 쾌락적 소비 커, , , 

뮤니케이션 소비 등 개 요인으로 특정한 상표를 3 , 

타 상표보다 선호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인 상

표충성도는 지속적 요인과 상표적 요인으로 분류되

었다. 

에 의하면 물질주의 성향의 행복추구요인  Table 3

과 생활중심적 요인에서 추구혜택집단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인정 유행추구형은 행복추구. /

적 물질주의성향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높고 

생활중심적 물질주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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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보다는 좋은 물건들

을 많이 사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고 물질의 , 

소유가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비성향 및 성취지향성이 높고 활. 

동적인 특성을 지닌 소비성취지향형이 새로운 자극

에 대한 욕구가 크고 변화를 추구하며 물질주의 성

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 를 지지Koh et al. (2002)

한다 실리추구형과 개성추구형 쾌락 유명상표추구. , /

형 추구혜택관심형은 필요한 것만 구매하며 소유나 , 

물질적인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생활중심적 

물질주의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상징적 소비성향의 과시적 요인과 쾌락적 커뮤니  , 

케이션 요인에서 추구혜택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과시적 요인은 사회인정 유행추(Table 4). /

구형과 추구혜택관심형이 가장 높고 다음은 쾌락 유/

명상표추구형이 높게 나타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 

상표와 최신유행의 스타일로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자신의  쾌락적 만족을 , 

추구하는 유형의 소비자들이 값비싼 해외 유명상표

의류를 구매하려는 과시적 성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쾌락적 요인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사회인정. /

유행추구형의 평균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 

체면추구형 집단에서 쇼핑향유 및 본인만족 추구 요

인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 의 S. Kim and Koh(2007)

중국 신세대 기혼여성의 의복추구혜택 연구의 결과

를 지지한다 커뮤니케이션 요인은 사회인정 유행추. /

구형과 쾌락 유명상표추구형 추구혜택관심형이 다/ , 

Table 3. The Difference of Materialism between Divided Groups, according to Apparel Aenefits

    Group

Mate

-rialism

Indifference 
Utility

pursuit

Hedonic/

brand

pursuit

Individuality 

pursuit

Social 

recognition/

fashion 

pursuit

Pursuit 

benefits-

minded

F-value

Happiness-

pursuing
2.86C 2.83C 2.97BC 3.06BC 3.59A 3.28B 7.63***

Life-centered 3.17AB 3.26AB 3.20AB 3.41A 3.01C 3.29A 2.50*

Success-

symbolic
3.25A 3.44AB 3.60A 3.63A 3.47AB 3.47AB 1.66

Note: A, B, C =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Duncan test. *p<.05 ***p<.001

른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상표충성은 지속적 요인과 상표적 요인에서 의복  

추구혜택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추구혜택관심형과 사회인정 유행추구형 쾌락 유5). / , /

명상표추구형이 지속적 요인과 상표적 요인의 평균

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고 실리추구형과 개성

추구형은 상표충성 요인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상표충성집단이 비충성집단보다 . 

유행에 민감한 상표와 고가인 상표 스타일이 뛰어, 

난 상표에 대한 식별력이 우수하다고 한 Yongdeok 

과 의복의 신분상징성이 높은 Kim and Shin(1998) , 

소비자는 고급상표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려 하기 때

문에 명성이 높은 유명상표를 선호하게 되고 따라서 

상표충성경향이 있다고 한 의 주장을 뒷받Jin(1991)

침한다 심미성 및 유행 그리고 품질을 추구할수록 . 

상표적 상표충성도가 높게 나타나 명품의 상표를 겉

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며 상표를 나타, 

낼 수 있는 로고나 심벌을 선호한다고 한 Hwang 

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and Yang(2004) , 

사회인정 유행추구형이 상표적 충성도가 높게 나타/

난 결과와는 일치하나 실리추구형이 상표적 충성도

가 낮은 것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 

일반적인 의복과 명품에 대한 추구혜택에 대하여 소

비자들의 시각이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이옥희 / 중국 중서부 지역 운남성 대학생들의 소비자 행동연구 제 보( ) ( 2 )

107

Table 4. The Difference of Symbolic Consumption between Divided Groups according to Apparel       

         Benefits

Group

Symbolic
consumption

Indifference 
Utility

pursuit

Hedonic/

brand

pursuit

Individuality 

pursuit

Social 

recognition/

fashion 

pursuit

Pursuit 
benefits-
minded

F

Conspicuous 2.43B 2.02C 2.43B 2.03C 2.81A 2.73A 14.64***

Hedonic 2.86B 2.99B 2.99B 3.03B 3.68A 3.16B  6.22***

Communicative 2.69C 2.57C 3.17B 2.76C 3.44A 3.05B 15.37***

Note: A, B, C =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Duncan test. ***p<.001

Table 5. The Difference of Brand Loyalty between Divided Groups according to Apparel Benefits

Group

Brand

loyalty

Indifference 
Utility

pursuit

Hedonic/

brand

pursuit

Individuality 

pursuit

Social 

recognition/

fashion 

pursuit

Pursuit 

benefits-

minded

F

Continuous

brand loyalty
2.58BC 2.42C 2.78AB 2.32C 2.87AB 2.94A  5.28***

Trademark

brand loyalty
2.51B 2.17C 2.72AB 2.19C 2.81AB 3.01A 11.60***

Note: A, B, C =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Duncan test. ***p<.001

의복추구혜택집단에 따른 의류제품평가    4. 

기준과 정보원사용의 차이    

추구혜택집단에 따라 의류제품 평가기준의 심미  

적 사회심리적 실용적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구혜택집단에 (Table 6). 

따라 의류제품 평가기준의 심미적 사회심리적, , 

실용적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인정 및 유행추구형과 쾌락 유명상표. /

추구형은 의류제품 평가기준 즉 심미적 사회심, , 

리적 실용적 요인 모두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가, 

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의복추구

혜택집단인 것과 이들은 의복의 디자인과 색 유, 

행 유명상표 가격 편안함 등을 매우 중요하게 , , ,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행과 브랜드추구혜. 

택자들이 구매선택기준으로 유행이나 브랜드를 많

이 고려한다고 한 의 결과Moon and Park(2011)

와 일치한다 개성추구형은 심미적 요인과 실용적 . 

요인을 높게 평가하여 디자인과 색 무늬 품질, , , 

다른 옷과의 조화와 편안함과 가격을 더 많이 의

식하며 의복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리추. 

구형은 가격과 편안함 다른 옷과의 조화 등 실용, 

성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편의지향적 소, 

비자가 실용성 추구혜택을 다른 집단보다 더 중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의 결Nam and Kim(2003)

과와 일치한다.

의복추구혜택의 소비자 유형별 정보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분석결과에서 보면 소비자정보와 

대중매체정보 마케터정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소비자정보와 대중매체정보 마케터정. , 

보를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

형은 사회인정 유행추구형과 추구혜택관심형인 반/

면 실리추구형과 혜택무관심형은 장보원 유형 모, 

두에서 사용정도가 낮았다 이는 사회인정 유행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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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Difference of Evaluating Attribute of Product and Fashion Information between Divided    

         Groups according to Apparel Benefit

Group

Buying

behavior

Indiffere-

nce 

Utility

pursuit

Hedonic/

brand

pursuit

Individuality 

pursuit

Social 

recognition/f

ashion 

pursuit

Pursuit 

benefits-

minded

F

Evaluating

attribute

Aesthetic 3.20C 3.70B 3.82AB 4.10A 4.07A 3.64B 13.19***

Socio-

psycho

-logical

2.92B 2.90B 3.31A 2.96B 3.34A 3.30A 8.61***

Utility 3.33C 3.90AB 4.03A 4.18A 4.06A 3.65B 12.31***

Fashion

information

Consumer 2.99C 3.27B 3.33B 3.30B 3.59A 3.34B 6.00***

Mass media 2.75BCD 2.45D 2.79BC 2.64CD 3.21A 3.03AB 7.00***

Marketer 2.91BC 2.72C 3.07AB 2.76C 3.26A 3.15AB 4.64***

Note: A, B, C =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Duncan test. ***p<.001

구형과 추구혜택관심유형은 타인의 옷차림이나 조

언 경험 대중매체의 패션광고 그리고 마케터가 , , , 

제공하는 모든 정보원에 대하여 다량사용자 집단

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실리추구형은 정보탐색에 

매우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는 스타일 유행추구형이 라디오 잡지광고/ TV, , , 

이나 광고전단지를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이 DM

사용한다고 한 의 연구 결과와Ha and Kim(2009)

는 일치하나 이에 비해 또 다른 연구에서는, (Koh 

브랜드 가치추구집단이 심미성 유& Hong, 1995) /

행추구집단을 포함한 다른 모든 집단보다 모든 정

보원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라고 하여 본 연구의 

중국소비자들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쾌락 유. /

명상표추구형은 판매원의 조언이나 매장내의 디스

플레이 등 마케터정보원과 주위사람들의 조언이나 

타인의 옷차림 구매경험 등의 소비자정보원을 많, 

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리추구형과 개성추구형, 

은 소비자정보원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론 및 제언. Ⅴ

본 연구는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복추구혜  

택 집단을 구분하고 의복추구혜택 집단에 따른 소비

자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중국 의류시장의 세분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집단별로 접근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내 의류업계의 중국 . 

의류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기 위하

여 명의 대학생들로부터 설문을 조사하였다 연302 . 

구결과에 의하면 중국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

는 의복추구혜택 요인으로는 유행과 사회인정에 대, 

한 추구성향이 높고 경제성 유명상표 쾌락 개성 , , , , 

추구성향 순으로 나타났다 의복추구혜택 요인을 기. 

준으로 조사대상을 집단을 분류한 결과 개의 집단6

으로 분류되었으며 사회인정 유행추구형과 실리추, /

구형 개성추구형 쾌락 유명상표추구형 추구혜택관, , / , 

심형 혜택무관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추구혜택집단 , . 

가운데 추구혜택관심형이 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72

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대학생들이 의류

제품에 대하여 다양한 추구혜택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추구혜택집단에 따른 중국소비자들의 . 

특성을 분석한 결과 물질주의의 행복추구적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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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중심적 요인이 추구혜택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였고 상징적 소비성향와 상표충성의 모든 , 

요인에서 추구혜택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추구혜택집단에 따라 의류제품 평가기준의 심미적, 

사회심리적 실용적 요인에서 그리고 패션정보원으, , 

로 소비자정보 대중매체정보 그리고 마케터정보에, , 

서 추구혜택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의복 추구혜택 집단에 따라 소비자 특성   

즉 물질주의와 상징적 소비 상표충성 의복구매행, , , 

동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중국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의복. , 

추구혜택은 대규모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중국 중서

부지역의 패션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은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류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는 변수임이 입증되었으며 의복추구, 

혜택에 따른 세분시장이 물질주의성향과 상징적 소

비 상표충성도 의복구매행동에서 유의하게 다르므, , 

로 마케팅적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둘째 가장 많. , 

은 분포를 나타낸 추구혜택관심형은 물질주의 요인 

가운데 성공상징적 물질주의 가장 높고 다른 집단, 

에 비해 과시적 소비성향과 상표충성 요인의 평균이 

높으며 의류제품평가기준으로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패션정보원으로 대중매체와 

마케터 정보원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집단은 고급스러운 유명상표의 제품을 소유하

고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을 표현하고 사회적으

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대중매체를 이용 매장의 인테리어와 디스플, 

레이를 구현해야할 것이다 셋째 사회인정 유행추구. , /

형은 행복추구적 물질주의성향이 가장 높은 반면 생

활중심적 물질주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 

징적 소비와 의류제품 평가기준 패션정보원의 모든 , 

요인의 평균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최신유행의 옷을 좋아하며 타인에게 . 

인정받기 위하여 매력적인 스타일의 옷을 입는 이들

에게는 제품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심리적

이고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며 쾌락적이

고 과시적인 광고소구와 매체전략을 적용해야 할 것

이다 넷째 개성추구유형은 성공상징과 생활중심적 . ,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반면 상징적 소비성향과 상, 

표충성 요인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낮고 의류, 

제품평가기준으로 심미성과 실용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며 소비자 정보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이들은 유행하거나 대중적인 옷 혹은 잘 알. , 

려진 유명상표의 제품으로 과시하기보다는 꼭 필요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특

한 스타일을 좋아하며 디자인이나 색 품질과 같은 , , 

심미성 가지고 있는 옷과의 조화나 편안함과 가격 , 

등 실용적인 면을 중시하므로 개성을 추구하는 집단

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실리추. , 

구형은 생활중심적 물질주의성향이 높으며 상징적 

소비성향과 상표충성도가 매우 낮고 의류제품평가기

준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며 소비자 정보원을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은 상징적 가치. 

나 사회심리적 가치보다는 다른 옷과의 조화와 편안

함과 같은 합리적 기준을 중요시하므로 가격이나 실

용적인 가치를 반영한 제품개발과 광고전략이 필요

할 것이다 여섯째 쾌락 유명상표추구형은 성공상징. , /

적 물질주의성향이 높고 상표충성적이며 의류제품 , , 

구매시 심미성과 사회심리적 실용성 등 평가기준을 ,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며 다른 집단보다 마케터 정보

원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분. 

포는 적지만 가구 자녀로 태어나 소황제처럼 귀하1 1

게 자랐기 때문에 근면 검소함보다는 값비싸고 고급

스러운 유명상표의 제품을 통하여 쾌락적 소비를 추

구하는 이들이 소비시장에서 더욱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특별히 주

목해야 할 집단이다 위의 결과는 연구대상이 중국 . 

운남성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표집된 자료이며 분석 , 

결과 군집의 수가 개일 경우 각 집단의 특징을 가6

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복추구혜택에 따

른 집단을 개로 설정하였으나 각 집단의 수가 적어 6

일반화의 제한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는 확장된 모집단을 선정하여 중국 중서부 지역의 

더 폭넓은 연구를 통하여 국내 의류업계의 중국시장 

진출에 보다 명화간 소비자 특성을 도출하고 비교분

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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