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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proposes and tests an integrative model for global consumers to examine 
the relation among fashion marketing mix, brand attitude, brand loyalty, and purchase intention 
in the jeans market. The questionnaire surveys 692 consumers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France.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that are used are as follow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SEM analysis, and multi-group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fashionability, perceived 
quality, and advertising have a direct and also a positive effect on brand attitude; however, ad-
vertising didn’t have a direc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EM 
analysis show that brand attitude leads to brand loyalty, while also showing a direct and indirect 
posi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Furthermore, the multi-group analysis reveals significant dif-
ferences in SEM amo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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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패션 기업들은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변화

를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화 된 산업 환경 아래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의류상품 공급 네

트워크를 형성하려 하고 있으며, 가격, 품질, 서비스

등 모든 측면에서 다국적 소비자들이 만족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Dickerson1)은 패션 산업의 글로벌화

에 대하여 산업혁명 이후 세계화만큼 패션 산업에

극적인 영향을 준 사건은 없었다고 하였으며, 글로벌

화는 우선적으로 패션제품이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이 전 세

계의 경쟁사나 파트너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에 어떻

게 맞춰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고 논하였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되고 소비자들의 욕구가 개성

화될수록 패션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세계 주요 패션 국가들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통하여 패션 제국의 위상을 차지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WTO 수출통계 결과 세계

6위의 섬유 수출국으로, 약 121억 달러의 수출 규모

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주요 패션 산업국으로서 위

치하고 있다.2) 이러한 패션 산업은 전후방 파급 효과

가 높은 산업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섬

유 및 관련 산업을 모두 포함할 경우 사업체수가

271,936개(17.6%), 종사자수가 758,898명(11.5%)을

차지하는 핵심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패션 산

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일은 국가적

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패션 소비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연구대상자의 확보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의 대표적인 패션 국가를

선정하여 소비자 구매행동을 조사함으로써 글로벌

소비자에 대한 자료의 다양성을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진 브랜드로, 이는 진

브랜드가 저가 라인부터 고가 라인까지 다양하게 분

포되어 있으며 남녀노소에게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의류시장의 중요품목이기 때문이다.
3)
뿐만 아니라 최

근 몇 년간 패션 경향이 점차 캐주얼화 되어감에 따

라 자유와 젊음을 대표하는 청바지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구입, 착용되는 단일 품목 중의 하

나이므로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 많아, 다른 패션 품

목보다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4)
또

한 진 브랜드의 경우 다른 의류 품목보다 수입 브랜

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5) 국내 진 브랜드의 해외시

장 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소비자의 진 브랜드 구

매행동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연

구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진 브랜드가 해외에 진출할

때 고려할 사항을 탐색해보기 위하여 패션 마케팅

연구모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즉 아메리카(미국),

아시아(중국), 유럽(프랑스)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패션 마케팅 요소와 마케팅 성

과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마케팅 요소 중 특히 제품과 커뮤니케이션을

연구요소로 삼았으며, 이에 따른 마케팅 성과에 대해

서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충성도, 구매의도를 종속

변인으로 삼았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의 패션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중점

을 둘 패션 마케팅 요소는 무엇이며, 각각의 요소들

이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충성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어떠한지를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글

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 하였다. 또한 각 국가의 소비자별로 연구요소 간

의 영향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해외 시장별 세분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각 시장별로 제품 전략과 커

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각각 어떠한

요소를 중요시하여 브랜드 태도와 충성도, 나아가 구

매의도를 높일 수 있는 지를 국내 패션 기업에게 알

려줌으로써 이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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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진 브랜드의 시장 현황
국내 진 브랜드 시장은 1982년 교복 자율화 시행

과 함께 대중화되기 시작하여, ‘조다쉬’, ‘리바이스’ 등

의 해외 진 브랜드들이 국내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

약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었다. 1990년대 초반

‘Guess’, ‘MFG’ 등의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가 인기를

모으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는 국산 진 브랜드인 ‘닉

스’, ‘스톰’, ‘GV2’ 등의 전성기가 이어졌다. 2000년대

에 들어서는 진 브랜드 시장이 다양화되면서 현재

‘세븐진’, ‘트루릴리전’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유럽

의 직수입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00년대 중

반 이후 캐주얼 시장에서의 진 선호도가 두드러지면

서 국내 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4

년 9천5백억 원이었던 시장이 2006년도에는 1조7천9

백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성장률 36.3%를 달성하였고,

전체 의류 시장 중 단일 아이템인 진이 전체 마켓

규모 중 11%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마켓으로 성장

하였다.6) 2010년 세계 진 브랜드의 판매액은 138.2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9년 137.7억 달러보다 0.4% 증

가하였으며, 특히 여성 진 부문의 경우 86.4억 달러

의 매출을 기록하여 2.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최근 진은 최고의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아 디자이

너들은 데님 소재를 이용하여 하이패션을 디자인하

기도 하고, 데님이 아닌 소재에 염색을 해 데님 분위

기를 내기도 하며, 테일러링을 하기도 한다.7) 특히

2010년에는 ‘버커루’와 ‘빈폴진’으로 대표되는 내셔널

진 브랜드가 강세를 보여 국내 진 브랜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해라 할 수 있다. ‘버커루’는 2010

년 약 1,300억 원의 매출(추정)을 보임으로써 국내

진 브랜드로는 최초로 1,000억 원을 넘는 매출을 기

록하였으며, ‘잠뱅이’, ‘겟유즈드’, ‘GV2’ 등의 중저가

진 브랜드들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면서 유통망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8)

2. 미국, 중국, 프랑스의 패션 시장 현황
미국 패션 마켓의 규모는 2,485억 달러 규모(2008

년)이며, 여성복은 1,237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세

분집단을 차지한다. 미국의 의류 패션산업은 2009년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

는 가운데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다소 풀리면서 패션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의류 등 패션품목은

경기침체 시 가장 먼저 지출이 줄고, 회복기에는 가

장 나중에 살아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의류 소비

지출도 급증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구매효과가 높

은 액세서리, 신발 품목이 주도적으로 소비를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서히 지갑을 열더라도 소비

자들의 눈길을 끄는 트렌디한 ‘잇(It)’ 아이템은 뜨거

운 호응이 예상되며, 의류업체들도 이를 잘 알고 있

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9)

중국 패션 마켓의 규모를 살펴보면, 약 27,000개

이상의 기업이 존재하며, 약 6백만 명의 노동자가 종

사하고 있다. 2008년 중국 패션 마켓의 규모는 약 83

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소비자들의 의류에 대

한 관심 또한 수량 면에서뿐만 아니라, 디자인, 스타

일과 기능의 측면에서 증폭되었다. 중국의 중산층 소

비자는 점점 세련되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소매업자

들로부터 더 높은 품질, 다양한 요구와 혁신을 요구

하고 있다. 홍콩에서 온 캐주얼 브랜드 에스프리

(Esprit), 지오다노(Giordano)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새로운 분류는 중산층에게 적절한 가격과 지역

브랜드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

으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 소비자의

캐주얼 의류에 대한 관심은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
10)
또한 중국의

경우 SPA 브랜드의 대형 매장은 합리적 가격을 제

공, 고객 니즈를 빠르게 충족시켜주며, 상품의 다양

성을 갖춘 새로운 쇼핑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1)

프랑스 패션 마켓의 규모는 약 350억 달러(2008

년)이며, 여성복이 50%, 신사복이 30%, 나머지 20%

는 아동복으로 여성복시장은 속옷이 거의 25%를 차

지하는데 여성복시장에서 속옷의 비중이 높은 점이

프랑스 의류시장의 특징이다. 또한 디자인이 뛰어난

상품의 개발과 회전율의 향상, 광고비의 확대 등 메

이커 측의 판매촉진 노력이 수요 환기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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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수량 기준에서 프랑스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

다.12) 또한 SPA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자라

는 프랑스에 98개 매장이 있으며, H&M은 85개 매

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 SPA 체인점들은 여자 기성

복 모드 및 가격까지 주도하고 있어 이제는 프랑스

패션의 특징이었던 클래식한 모드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13)

3. 유행성
패션은 한 시점에서 모든 사람에 의해 동시에 채

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점진적 확산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행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의 하나는 유행의 대상이 되는 패션 상품이다. Sproles,

Burns
14)
에 따르면 현재 패션시장에는 여러 가지 대

안적 스타일들이 존재하고, 그 대안적 스타일은 서로

다른 정도의 소비자 수용수준과 유행주기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유행단계에 있는 상품은 특히 혁신성

또는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 스타일상의 차이를 보

이게 되는데15), 이는 소비자들의 서로 다른 채택행동

에 근거가 되기도 한다. 확산이 상당히 진행된 대중

유행상품은 이미 사회적 적합성을 획득한 상품이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이 중요한 채택 동기가 되기 쉽

고 동조성이 높은 소비자에게 자극의 요소가 된다.

그러나 초기 수용상태인 최신유행상품은 새로움이

중요한 구매동기로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자

극의 요소가 된다.
16)
특히 인터넷 등 다양하고 속도

가 빠른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대중들은 많은 정보

의 공유가 가능해졌는데, 이로 인하여 대중들은 제품

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었으며 특정 패션이 노출

되는 정도도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시

간에 대량으로 소개되는 패션 정보는 자신과의 어울

림이나 취향에 대한 고려를 할 시간적 여유를 느끼

게 해 주기보다는 자신과 마찬가지인 타인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노출하고 나아가 대중의 선택을 받도

록 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 시류에 따르기 위해서는

유행을 쫓아야 한다는 심리를 종용할 수 있다.17) 현

대 사회에서 패션 제품에 있어 유행성은 제품 선택

에 있어 절대적인 요건이 될 수 있는 반면, 인터넷

등의 발달로 유행의 지속시기가 짧아지고 유행이 과

도하게 공유되면서 트렌드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

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패션 브랜드에 있어 유행성이란 매우 중요한 요소

로, 트렌드에 부응하지 못 하는 패션은 소비자들로부

터 외면되는 경우가 많다. 진 브랜드의 경우 2000년

대 들어 시장이 다양화되면서 30-40만 원대의 프리

미엄 진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인기 연예인들의 진

패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데님을 클래식한 아이템

으로 재해석하는 등 실용성뿐만 아니라 디자인 요소

가 강화된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패

션 상품에 있어 새롭다거나 특이하다는 것은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패션 상품은 기능

적, 실용적 가치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부가가치를 잃게 되므로 패션 상품의 트렌

디한 특성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은 그 패션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18)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패션 제품의 유행성은 브랜드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패션 브랜드의 유행성은 브랜드 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지각된 품질
지각된 품질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으로, 소비자가 어느 한 브랜드에 대해

인식하는 신뢰성과 품질 특성의 총체적인 차원을 말

하며, 소비자는 특정 제품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반적

인 품질을 지각한다.19) Aaker, Keller20)는 상표의 지

각된 품질을 특정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라는

관점에서 정의하였는데, 상표에 대한 태도는 특정한

속성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속성들이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측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결국 상표의 지각된 품질이란 소비자

들이 인식하고 있는 특정 상표의 전반적인 품질수준

을 의미한다.
21)
Zeithaml

22)
은 지각된 품질이란 제품

의 우월성, 혹은 탁월성에 관한 소비자의 판단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객관적, 실질적 품질과는 구별되는

주관적 개념으로 소비자의 인식구조 내에서 특정 속

성보다는 높은 수준의 추상적 개념이고, 한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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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군 내에서 행하는 제품에 대한 판단이라는 특성

을 지니고 있다. 소비자의 품질지각은 제품자체의 물

리적 속성과 제품품질 자체와 관련이 없는 외적인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내재단서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초기 구매상황이거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할 경우, 또는 품질을 평가하기가 어려울

때, 소비자들은 내재단서보다 외재단서에 더 의존한

다. 이와 같이 지각된 품질은 브랜드 태도나 구매행

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상품의 실제적인 품질보다 더 중요하며 이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이 객관적 진실보다는 주관적

진실이라는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23) 즉 지각된

품질의 개념상의 특징은 객관적 품질과는 구별되는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지각된 품질과 객관적

품질의 차이를 기계적 품질과 인간적 품질간의 차이

라고 주장하여, 기계적 품질은 사물이나 사건의 객관

적 측면이나 형상을 포함하고, 인간적 품질은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반응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람들 간의 판단에 차이가 나는 상대적 현상이라

하였다.24)

패션 제품의 선택은 개인의 주관성에 의존하는 경

우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각 개인마다 인지하는 가치

가 판이하여 객관적 품질보다 주관적 품질에 근거해

서 제품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품질을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

진 브랜드의 자산가치 구성요인에 대한 선행연구25)

에서도 지각된 품질을 자산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구성요인으로 보았으므로 이를 연구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26)에서 지각된 품질이 소비자들

의 브랜드 반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여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진 브랜드에

대한 지각된 품질과 브랜드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

H2: 패션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은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광고 특성
미국 마케팅협회에 의하면 광고란, 누구인지를 확

인할 수 있는 광고주가 하는 일체의 유료형태에 의

한 아이디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적 활동이 아닌

정보 제공 또는 판촉활동을 말한다.27) 이러한 광고의

소구 유형에는 감성적 소구(emotional appeal)와 이

성적 소구(rational appeal)가 있으며28),이 중 감성적

소구는 광고에 있어서 제품 패키지나 모델 이미지를

통하여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브랜

드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켜 효과적으로 제품 구매

율을 높이는 것을 뜻하며, 이성적 소구란 광고 제품

의 성능, 품질, 가치, 경제성 등 기능적 편익과 당위

성을 강조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호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29) 또한 광고에 있어서의

노출 효과는 마케팅 자극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산출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연구30)가

있는 반면, 마케팅 자극에 대한 반복 효과 이해와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31)
도 있어 글로벌 소

비자들의 패션 광고에 대한 견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구 특성, 접촉 빈도

등이 글로벌 패션 소비자들의 패션 제품 구매 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Churchill, Peter32)는 기업이 표적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제품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며, 그 제

품을 구입하도록 성과물을 제공함으로써 또는 경쟁

되는 제품과 차별화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

대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 요인 중 광고는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하유

선 외
33)
에 의하면 진 브랜드의 상표전환동기 중 광

고 요인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창우 외34)는 광고에 대한 태도와 브랜드에 대

한 태도 및 행동 간에는 직접적인 인과적 연결 가능

성이 있다고 하였다. 김효경, 손수진35)은 브랜드 태도

를 광고에 의한 감정적 반응으로 제품의 품질 및 가

치를 브랜드에 일관되게 평가하는 소비자의 행위라

고 정의하였으며, Holbrook, Batra36)는 광고에 의한 감

정적 반응이 광고태도 뿐 아니라 브랜드 태도에도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Kirmani, Wright
37)
와

Simon, Sullivan38)은 광고가 지각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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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고가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태도 및 의류제품

의 지각된 품질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가설을 수립하였다.

H3: 패션 브랜드의 광고 특성은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패션 브랜드의 광고 특성은 제품의 지각된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광고는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며
39)
,

광고와의 접촉이나 광고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는 제

품구매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40) 본 연구

에서는 패션 브랜드에 있어서도 광고 특성이 구매의

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H5: 패션 브랜드의 광고 특성은 구매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브랜드 태도
브랜드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계속적

으로 갖고 있는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인 인지적 평

가, 감정적 느낌 및 행동경향으로 정의되며, 이는 소

비자들이 브랜드와 관련하여 취하는 행동이나 조치,

즉 브랜드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

다.41) 브랜드 태도는 비교적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평

가하기 때문에 소비자 구매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

기 위한 요인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브랜드 충성도란 고객이 특정 브랜드를 일관

해서 선호하며 제품 구매 시에 특정 브랜드에 의존

하는 경향을 말한다.42) 브랜드 충성도는 전환 행동을

야기하기 위한 잠재력을 가진 상황적 영향력과 마케

팅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브랜드나

동일한 브랜드 형태를 구매하게끔 하는 것으로43), 브

랜드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 및 태도에 있어 신뢰 및

일관성 있는 애착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충성도의 관계에 대하여 Dodds et

al.44)은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는 제품의 가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해당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한다고 하였다.

H6: 패션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Low, Lamb
45)
은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 만

족하게 되면 그 브랜드에 대한 선호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가장 선호하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구매

결정을 하게 되고 실제적인 구매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여 구매에 있어 브랜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또한 김효진, 이혜주46)의 연구에서도 브랜드 태도

를 형성하는 브랜드 선호도의 요인들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

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H7: 패션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태도는 구매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충성도란 특정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보다

더 선호하고 구매하려는 경향으로 정의되며, 특정 브

랜드에 대한 애착의 정도로 표현된다.47) 기존의 마케

팅 분야의 연구에서 충성도는 특정상품, 특정점포,

특정기업제품 등에 대한 반복구매와 관련된 것이며,

매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언급되어 왔다.

또한 기업이 고객 충성도를 확보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으로 마케팅 비용의 절감, 거래 비용의 감소, 소

비자 유인비용의 감소, 상호 판매성공의 증가, 긍정

적인 구전효과, 실패비용의 감소 등이 있다고 하였다.

즉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유지할수록 업체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결과는 기업과 소비자의 의미

있는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브랜드 충성

도는 브랜드 자산의 핵심이면서 또한 다른 구성요소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브랜드 충성도는 제품을 구

매할 때 특정 브랜드를 타 브랜드보다 더 선호하여

동일한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

선호를 의미하며 상표충성도, 상표애호도라고도 한다.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하는 요인은 소비자 만족과 관

련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제품구매경험

과 서비스 이용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제품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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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Labarbara, Mazursky
48)

는 소비자 만족은 반복구매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과거의 구매의도는 미래의 반복구매행동에 대하여

적응수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브

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는 동일 브랜드로부터 계

속적이고 장기적인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브랜

드 충성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많은 양의 구매를

하며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49) 또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는 고객 획득 비용을 낮출 수 있어 미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며, 우호적인 구전효과 및 가격

프리미엄 효과를 통해 업체의 이익을 높여준다.50)

8. 구매의도
구매의도는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의 하나로서 개인

의 태도와 행동사이의 중간변인이다.51) 또한 구매의

도는 상품을 기회가 되면 구매할 가능성에 대한 소

비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지이자 미래에 계획된 소비

자의 구매의사로서,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를 구매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한다. 구매의도가 있으나 상

황적인 요인으로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도 있고 구매의도가 없더라도 충동적인 구매가 이루

어 질 수도 있으나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

적인 태도는 대부분 실제 그 브랜드 상품의 구매로

이어진다.52) 때문에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브랜드 태

도와 구매의도 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구매의도란 소비자가 상품

구매에 있어 특정한 미래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표현된다.53) 김정구, 안용현54)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

자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브랜

드를 선호하고, 소비자의 개성과 일치되는 브랜드에

대해 높은 구매의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김효진,

이혜주
55)
의 연구에서도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 브

랜드 선호도의 요인들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이상에서 브랜드 충성도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브랜드 충성도란 선호하는 제품 또는 서비

스를 재구매하거나 단골고객이 되려는 깊은 몰입상

태이며 향후 상표전환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시도에

도 불구하고 동일 브랜드를 재구매하려는 경향이

다.
56)
즉 브랜드 충성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애착

및 애호의 정도로, 다른 브랜드보다 더 선호하고 구

매하려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을수록 구매의도

가 강할 것임을 가정하였다.

H8: 패션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는 구매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은 독특하고 특정한 문화를 가

진 다양한 그룹에 소속되는데, 각 집단의 문화와 생

활양식은 각 그룹 안에서 공유되는 그 무엇을 대표

하고 상징할 뿐 아니라 어떤 그룹을 다른 그룹들로

부터 구별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57) 결국 개인은 독

특한 문화, 경제, 인종적 배경 때문에 소비 행동에

있어서도 다른 행태를 보인다. 국가 간 비교연구는

한 사회집단의 성향과 위치를 파악 분석하는데 있어

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케팅의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각 집단별로 맞춤화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패션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연구모델에 있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을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H9: 패션 마케팅 요소와 브랜드 태도, 브랜드 충

성도 및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

조방정식 모형은 국가별(미국, 중국, 프랑스)

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전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 대륙별로 대표적인 패션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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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H2

H3
H4

H6

H5

H7

H8

H9: 국가별 패션 소비자의 진 브랜드 구매행동 비교(미국, 중국, 프랑스)

유행성

지각된 품질

광고 특성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패션마케팅 요소 마케팅 성과

<그림 1> 연구 모형

라 사료되는 국가(아메리카: 미국, 아시아: 중국, 유

럽: 프랑스)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중

국, 프랑스의 소비자 각각 200명, 220명, 350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설

문지를 제외한 유효 설문지 172부(미국), 205부(중

국), 315부(프랑스)를 대상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남성

41명(23.8%), 여성 131명(76.2%)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으며, 평균 연령이 만

21.1세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경우도 남성 72명

(35.1%)보다 여성이 133명(64.9%)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평균 연령은 만 25세이었으며, 만

18세가 69명(3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프랑스의 경우 남성 119명(37.8%), 여성 196명

(62.2%)으로 여성 응답자가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21.8세를 기록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수년간 소비자행동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온 각국의 마케팅 전공 교수진들

이 직접 패션소비자조사에 참여하여 자료수집의 신

뢰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세 국가의 비교연구인 만큼,

조사 설계 시 국가 간의 문화 및 언어차이를 고려하

여 설문 설계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translation and

back-translation 방법을 통하여 타 언어 사용 설문지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소비자 행동

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변인으로 패션 마케팅 요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 충성도, 구매의

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포함하였다. 즉 본 연구

에서는 1) 패션 마케팅 요소가 2) 마케팅 성과에 어

떻게 영향을 주며, 3) 국가별 소비자 구매행동과정은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패션 마케팅 요

소에 있어서는 마케팅 4P's 믹스를 중심으로 연구변

인을 선정하되, 패션의 경우 전통적인 수요-가격 함

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58)
, 본 연구의

소비자 행동 분석 변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유

통의 경우 글로벌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연구하는

조사인 바, 가능한 유통 구조 및 형태의 범위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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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측정변수

패션 마케팅

관련 요소

유행성 세련됨/스타일

지각된 품질 견고성/고품질/어울림

광고 특성 광고내용의 합리성/광고 빈도/광고의 구매설득력/유머광고

브랜드 태도 매력/평판/명성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만족도/브랜드 일관성/반복 구입

구매의도 향후구매의도/타인에게의 추천도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연령/전공/거주지/월 소득/의복비지출정도

<표 1> 연구변인의 내용

넓으므로 연구 변인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패션

마케팅 요소 중 제품과 커뮤니케이션을 연구 변인으

로 삼았으며, 그 중 제품에 대해서는 지각된 품질 요

인과 함께 패션 제품의 특성인 유행성에 대한 분석

을 행하였다. 또한 가장 대표적이며 빈번하게 행해지

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광고 특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고관여 제품인 패션 브랜드의 특성을 고려

하여 주요 마케팅 성과인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충

성도, 구매의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 브랜드의 경

우, 설문지의 첫 문항에서 피험자에게 가장 최근에

구매한 진 브랜드를 질문한 후, 이 브랜드를 대상으

로 이후의 설문문항에 대하여 답을 하도록 하였다.

패션 마케팅 요소 및 브랜드 태도, 충성도, 구매의도,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구체적 측정변수의 내용

은 <표 1>과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계 프로그램 PASW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AMOS 18을 이용하여 각 변수들의 확인된

요인들에 대하여 요인구조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

를 규명하고 모델의 전체적인 적합도 검증 및 구조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

용하였으며,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하여 각 군집 간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 변인에 대한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요

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성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

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총 6개의 요인이 추

출되었으며, Cronbach's α의 값은 0.7에서 0.8의 값을

나타내어,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시켰다. 또한 모형

적합도의 경우 χ2=534.24(***p:.00), GFI=.90, CFI=

.90, IFI=.90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본

확인적 요인분석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각 요인의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요인 1

은 세련된 감각과 높은 유행 감각을 나타내는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행성’ 요인이라 명명하였

다. 또한 요인 2는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고품질,

내구성, 가격에 부응하는 품질 등을 특성으로 하므로

‘지각된 품질' 요인, 요인 3은 광고의 내용 전달성,

구매 설득력, 접촉 빈도 등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광고 특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광고 특성 중 “해당 브랜드의 광고는 재미있다” 등

유머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은 요인분석 결과 제외되

었는데, 이는 진 브랜드의 경우 유머 소구를 빈번히

사용치 않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인 4

는 브랜드의 평판, 명성, 매력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브랜드 태도’ 요인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5는 브랜드 선호, 브랜드 일관성, 반복 구매 경

험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

로 ‘브랜드 충성도’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6은

재구매, 추천의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매

의도’ 요인이라 명명하였다(표 2). 또한 상관관계분

석 결과에 의하면 모든 변인들의 관계는 정(+)의 관

계를 나타내고 있어 타당한 결과를 보인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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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내 용
요인

부하량
t α

유행성
이 브랜드는 유행 감각이 뛰어나다 .74 Fix

.66
이 브랜드는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다 .69 15.35

지각된 품질

이 브랜드는 튼튼하여 오래 입을 수 있다 .74 Fix

.68구매한 브랜드의 제품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68 13.05

나는 해당하는 돈의 가치만큼의 제품을 얻었다고 확신한다 .64 11.39

광고 특성

구매한 브랜드의 광고는 내용 전달이 잘 되고 있다 .82 Fix

.78
구매한 브랜드의 광고를 보고 그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75 17.04

구매한 브랜드의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다 .66 15.68

브랜드 태도

이 브랜드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어 좋은 평판을 듣는다 .86 18.36

.79이 브랜드는 명성이 뛰어난 브랜드이다 .74 16.71

이 브랜드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다 .67 Fix

브랜드 충성도

이 브랜드의 옷을 반복해서 구입한 경험이 있다 .74 15.58

.74옷을 살 때 가격과는 상관없이 이 브랜드를 선호한다 .71 15.02

나는 이 브랜드를 특별히 좋아하여 이 브랜드만 산다 .63 Fix

구매의도
나는 이 브랜드를 즐겨 구입한다 .76 16.63

.66
나는 좋아하는 이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 자주 추천 한다 .65 Fix

Model Fit: χ2=534.24(***p:.00), GFI=.90, CFI=.90, IFI=.90

<표 2> 연구 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2 3 4 5 6 Mean SD

유행성 1.00 - - - - - 3.62 .71

지각된 품질 .351** 1.00 - - - - 3.81 .50

광고 특성 .290** .287** 1.00 - - - 3.20 .71

브랜드 태도 .658** .466** .415** 1.00 - - 3.88 .61

브랜드 충성도 .410** .297** .315** .371** 1.00 - 3.24 .79

구매의도 .366** .310** .298** .395** .714** 1.00 3.41 .78

**p<.01

<표 3> 연구 변인 요인의 상관관계

2. 가설 검증 및 분석
1) 연구 모형 분석

본 연구의 전반적인 모형분석을 위해 the max-

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를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도출하였다. 모형 도출시 모형의 적합도가 높으면서

국가별로 일치되는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비자

행동 변수들만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χ2=431.28(***p:.00), GFI=.93,

CFI=.92, IFI=.92로, 적합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

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2).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요소 중 유행성

과 지각된 품질, 광고 특성 모두가 브랜드 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패션 브

랜드로서의 세련된 이미지와 품질에 대한 명성, 내구

성은 브랜드 태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

히 광고의 경우, 양적 요소인 빈도(“구매한 브랜드의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다.”)가 대체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Cobb-Walgren

et al.
59)
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패션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요소 중 광고

특성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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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지각된 품질

광고 특성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88***

.19
***

.26***
.27**

*

.56***

.02

.11*

.87***

Model Fit: χ
2
=431.28(***p:.00), GFI=.93, CFI=.92, IFI=.92

<그림 2> 글로벌 패션 소비자의 진 구매행동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치지 않고 브랜드 태도를 거쳐 구매의도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좋아하게 될 경우 고전적 조건화처럼 그 감

정이 브랜드에도 전이되어 광고 태도가 브랜드 태도

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
60)
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광고 특성이 지각된 품질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광고 특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품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61)
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소비자의 패션 브랜드에 대한 태도는 브랜

드 충성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제품의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쳐 결국 해

당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62)
,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 만족

하게 되면 브랜드에 대한 선호를 가지게 되어 결국

에는 실제적인 구매가 발생된다는 선행연구
63)
의 결

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넷째, 소비자의 패션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충성

도는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랜드 충성도는 브랜드의 재구

매 경향과 관련이 깊다는 선행연구64)의 결과를 지지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 모

형의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연

구 가설이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패션 브랜

드의 유행성과 지각된 품질, 광고 특성은 브랜드 태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형성된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지며, 또한 브랜드 태도

는 구매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광고 특성은 지각된 품질에 정(+)의 영향을

주어 지각된 품질이 브랜드 태도에, 브랜드 태도가

브랜드 충성도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Kirmani, Zeithaml
65)
이 말한 광고 특성이 지각된 품

질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을 통해서 브랜드 자산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2) 연구 모형에 대한 국가별 차이

본 연구에서는 다중집단분석을 활용하여 연구 모

형의 국가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66)
즉 연구 모형에 설

정된 관계 및 경로계수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67) 기준모형과 모든 경로계

수를 제약한 모형간의 χ2차이 검증 결과 *p<.0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국가별로 경로계수

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multi-group analysis

result: Δχ2=72.87, ***p=.00). 또한 구조방정식 모

형의 다중집단분석결과 모형적합도는 미국이 χ
2=230.00(***p:.00), GFI=.87, CFI=.91, IFI=.91, 중

국이 χ2=199.99(***p:.00), GFI=.90, CFI=.90, IFI

=.90, 프랑스가 χ2=285.77(***p:.00), GFI=.90, C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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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group Analysis Result: Δχ2=72.87, ***p=.00, Supported

                        Model Fit: U: χ2=230.00(***p=.00), GFI=.87, CFI=.91, IFI=.91

C: χ
2
=199.99(***p=.00), GFI=.90, CFI=.90, IFI=.90

F: χ2=285.77(***p=.00), GFI=.90, CFI=.88, IFI=.89

U: 미국, C: 중국, F: 유럽

U:.40***

C:.37***

F:.23**

U:.72***

C:.1.25**

F:.79***

U:.68***

C:.65***

F:.39
***

U:.39***

C:.32
F:.38***

유행성

지각된 품질

광고 특성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U:.20**

C:.41*

F:.37*** U:.04
C:.11
F:.05

U:.14
C:.18
F:.04

U:.88***

C:.65***

F:.96***

<그림 3> 국가별 패션 소비자의 진 구매행동에 대한 다중집단분석 결과

=.88, IFI=.89로, 세 국가 모두 적합지수가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적합하

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로 각 경로계수별 유의 관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

첫째, 미국의 경우, 광고 특성과 브랜드 태도는 구

매의도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경로계수(H1〜H4, H6, H8)는 모

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광고 특성과 브랜드 태도

가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난 것 이외에, 지각된 품질이 브랜드 태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럽의 경우, 광고 특성과 브랜드 태

도는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미국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미국, 유럽의 경우에

는 광고 특성이 지각된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

된 품질이 다시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H4⥅H2), 광고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내

재적 단서를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재적 단서로 제공하여 지각된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품질은 지각된 가치, 브

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Kirmani, Zeithaml68)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지

각된 품질이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품질과 브랜드 태도 간 상호작용이 다른 두 국

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중국,

유럽 모두 브랜드 태도가 직접적으로 구매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충성도를

거쳐 구매의도로 연결되고 있다. 즉 긍정적 브랜드

태도 형성이 구매의도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므

로 이들 국가에 진출 시 소비자와 브랜드의 지속적

인 관계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우 패션 제품의 유행성과 지각된 품질, 광

고 특성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데에 반

하여, 중국의 경우 지각된 품질이 브랜드 태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국가

마다 마케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패션 마케팅 요

소가 다름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패션 마케팅 믹스의

구성을 차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패션 커뮤니케

이션을 접한 후의 브랜드 태도가 각 국가 소비자별

로 상이하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69)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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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우리나라 진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패션 마케팅의 탐색

적 모형을 연구하고 국가별 연구모형의 관계 및 차

이점을 분석하여 국가별 세분화 전략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

tion method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도출하였으며, 모형 도

출시 모형의 적합도가 높으면서 국가 간에 공유 가

능한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비자행동 변수를

사용하였다. 마케팅 4P's 믹스 중에서 글로벌 패션

마케팅의 주요 요소인 제품과 커뮤니케이션을 연구

요인으로 삼았으며, 이들 패션 마케팅 요소가 마케팅

성과(브랜드 태도, 브랜드 충성도,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요소 중 유행성

과 지각된 품질, 광고 특성 모두가 브랜드 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광고

특성의 경우 광고의 적합성과 빈도가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끼쳤다. 광고의 유머 속성은 요인분

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기준 이하로 나타나 구조방정

식 분석 대상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글로벌 진 브랜드

의 마케팅 관리자는 진 브랜드의 광고를 기획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패션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요소 중 광고 특성이 지각된 품질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구매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브랜드 태도를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션 브랜드

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수록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며, 구매의도에도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패션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는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국가 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국가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형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우 패션 제품

의 유행성과 지각된 품질, 광고 특성이 브랜드 태도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매결정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는 데에 반하여, 중국의 경우 제품의 지각된 품

질이 브랜드 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국가 별로 마케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요소가 다름을 고려하여 국가

별 패션 마케팅 믹스의 구성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제품의 내구성,

고품질 요인은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나 명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트렌디한 디자

인 등 다른 제품 관련 요소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의 글로벌 패션 마케팅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미한

실정으로, 본 연구를 통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산학응용연구 분야에 대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는 국내 진 브랜드 기업의 마케팅 전

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

구의 결과 개발된 해외 소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략모델 등은 국내의류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

장개척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

내의류기업의 초기 해외진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진출의 성공률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예를 들어, 중국 시장의 경우 지각된 품질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유행성은

브랜드 태도와 정(+)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자라, H&M 등 SPA 브랜드의 유통망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과 접목시

켜 생각할 때, 고품질은 아니지만 트렌디함을 장점으

로 하는 콘셉트로 의류 브랜드를 진출시키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글로벌 패션 마케팅,

글로벌 패션 브랜딩 연구 및 교육 분야에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연구의 활성화 및 학문발전에 기여할 것

으로 사료되며, 관련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및 정보데

이터베이스에 연동하여 산, 학, 연, 관의 수요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연구결과정보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패션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해외 패션소비자정보를 유통시킴으로써, 진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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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글로벌 마인드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3개

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

를 수집하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는 반면, 한편으로

는 방대한 조사량 때문에 연구 모형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버려야 하는 연구변인들도 상대적으로 많았

다. 세 대륙에 걸친 전 피험자의 자료를 아우를 만한

모형을 세우기 위해서는 삭제해야 하는 연구변인들

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모형이 단순화된 경향

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에 적용할만한 마케팅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요-가격 함수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패션의 특성상 가격 요인을 제외하였고, 글로벌 연구

의 특성 상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유통 요인을 제

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진 브랜드를 저가, 중가, 고

가 브랜드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방법, 유통 구조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여 이들 두 요

인에 대한 검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참고문헌

1) Dickerson, K. G. (2003), Inside the fashion business,
NJ: Prentice-Hall, pp. 74-75.

2) “통계로 보는 섬유산업” 자료검색일 2011. 1. 20,

http://www.kofoti.or.kr

3) 김연희, 김미진, 이영미, 이규혜 (2007), 다중원산지와

가격정보가 청바지 상표태도와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

향, 한국의류학회지, 31(4), pp. 495-506.
4) 이지원, 나수임 (2006), 패션 브랜드 자산가치의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진 브랜드를 중심으로, 패션비즈니
스, 10(2), pp. 117-146.

5) 박수경 (2007),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의류 제품 만족

에 관한 비교 문화 연구, 복식문화연구, 15(1), pp.
169-178.

배병관 (2009, 12), 09/10 Best of Brands: Casual, 패
션비즈, pp. 158-159.

6) 강지혜, 진병호 (2010), 통합적 행동의도모델 적용에

의한 국내 대학생 소비자의 해외 진 브랜드 구매의도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34(8), pp. 1341-1351.
류경옥 (2010), 착시효과를 응용한 여자 청바지 디자

인: 선의 착시를 중심으로, 복식, 63(3), pp. 1-9.
7) “블루 진 포에버” 자료검색일 2011. 7. 1, http://www.

samsungdesign.net

8) “2011 복종별 전망 및 대응전략” 자료검색일 2011. 7.

9, http://www.samsungdesign.net

9) “미국 섬유패션시장 동향 분석” 자료검색일 2010. 7. 2,

http://okfashion.co.kr/index.cgi?action=detail&numbe

r=12126&thread=85

10) 동배, 오현아, 배수정 (2009), 한국과 중국 여성의 캐

주얼 스타일 비교연구: 2008년 여름 서울과 상하이의

스트리트 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59(9), pp. 97-114.
11) “2008년 상반기 중국 의류 내수시장 통계” 자료검색

일 2010. 7. 2, http://www.koreafashion.org

12) “프랑스의 의류 및 고급 전통염색제품 시장 동향 조

사” 자료검색일 2010. 7. 2, http://www.jetro.go.jp/

“프랑스 여자 기성복, 전문체인점 판매 비중 증가”

자료검색일 2010. 7. 2, http://www.globalwindow.org/

13) “2009년 프랑스 시장, 이것이 바뀐다” 자료검색일 201

0. 7. 2, http://www.globalwindow.org/

14) Sproles, G. & Burns, L. (1994), Changing appea-
rances, NY: Fairchild Publications, pp. 51-72.

15) 이유리 (2004), 의류상품화 과정에서 패션제품과 베이

직 제품의 차이 (제1보): 패션과 베이직 제품의 개념,

한국의류학회지, 28(2), pp. 280-291.
16) 김미영, 한명숙 (1997), Sproles 모델에 의한 소비자의

의류상품 구매과정에 대한 연구, 가정문화연구, 11,
pp. 51-71.

17) 임성민, 박민여 (2008), 패션에서 유행을 따르게 되는

내적 에너지에 대한 연구: Masochism을 중심으로, 한
국의류학회지, 32(3), pp. 362-372.

18) 고은주, 김경훈, 박진아 (2010), 소비와 트렌드, 서울:
KAMS Press, pp. 46-51.

19) Bettman, J. & Park, C. (1980), Effects of prior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phase of the choice

process on consumer decision processes: A protocol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De-
cember), pp. 234-248.

20) Aaker, D. & Keller, K. L. (1990), Consumer eva-

luation of brand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54(1), pp. 27-41.

21) 홍성태, 강동균 (1997), 유사성, 지각된 품질 및 기업

의 신뢰도가 상표확장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 마케
팅연구, 12(1), pp. 1-26.

22) Zeithaml, V. (1988),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Journal of Marketing, 52, pp.
2-22.

23) 박현희 (2005), 브랜드 사전지식, 사전 브랜드 태도,

지각된 품질이 VMD 인지와 태도에 학치는 영향, 한
국의류산업학회지, 7(5), pp. 519-526.

24) 이희승, 임숙자 (2000), 가격과 상표가 의복의 지각된

품질, 가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4(4), pp. 498-509.

25) 이지원, 나수임, op. cit., pp. 117-146.
26) Yoo, B., Donth, N., & Lee, S. (2001), Developing

and validating a multidimensional consumer-based

brand equity scal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2,
pp. 1-14.



글로벌 패션 소비자의 진 브랜드 구매행동

- 133 -

한은경, 홍수경 (2001),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와 영

향요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5(2),
pp. 69-115.

27) 유선미, 오인영 (2010), 향수 광고에 나타난 메이크업

디자인 특성, 복식, 60(3), pp. 84-98.
28) 이미화 (2005),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녹차음료 감성

소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p. 27.

29) 박장원, 박현순 (2007), 기부 관여도, 메시지 소구방

식, 자아효능감의 거부 의사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

홍보학 연구, 11(1), pp. 107-140.
30) Janiszewski, C. (1993), Preattentive mere exposure

effe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 pp.
376-392.

31) Robertson, T. & Kassarjian, H. (1990), Handbook of
consumer behavior, NJ: Prentice Hall, pp. 188-240.

32) Churchill, B. & Peter, P. (1993), Improving the

measurement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69(Spring), pp. 127-139.

33) 하유선, 정성지, 김동건 (2009), 청바지 소비자의 상표

전환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10), pp.
1673-1682.

34) 이창우, 김상기, 곽원섭 (1989), 광고심리학, 서울: 성
원사, pp. 45-51.

35) 김효경, 손수진 (2010), 스타마케팅을 이용한 광고태

도가 브랜드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
구, 25(2), pp. 229-251.

36) Holbrook, M. & Batra, R. (1987), Assessing the role

of emotions as mediators of consumer responses to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De-
cember), pp. 404-420.

37) Kirmani, A. & Wright, P. (1989), Money talk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6(December), pp.
344-353.

38) Simon, C. & Sullivan, M. (1993), The management

and determinants of brand equity: A financial

approach, Marketing Science, 12(1), pp. 28-52.
39) Kirmani, A. & Zeithaml, V. (1993), Advertising,

perceived quality, and brand image. In Asker, D.,

& Biel, A., Brand equity & advertising: Adver-
tising, NJ: Lawence Erlbaum Associated, pp. 143-
161.

40) 김주호 (1999), 브랜드자산 측정에 대한 실증연구 및

광고가 브랜드자산 구축에 미치는 영향분석, 광고학연
구, 10(1), pp. 183-209.

41) Keller, K. (2007), Strategic Brand Management, NJ:
Prentice Hall, pp. 59-74.

42) Brown, S. (1999), Retro-marketing: Yesterday's to-

morrows, today, Marketing Intelligence and Plan-
ning, 17(7), pp. 363-376.

43) Oliver, R. (1999), Whence consumer loyalty, Journal
of Marketing, 63(1), pp. 33-44.

44) Dodds, W., Monroe, K., & Grewal, D. (1991), Effects

of price, brand and store information on buyer's

product evalua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8, pp. 307-319.
45) Low, G. & Lamb, C. (2000), The measurement and

dimensionality of brand associations. Journal of
Product and Brand Management, 9(6), pp. 350-370.

46) 김효진, 이혜주 (2009), 웰빙 사회의 소비자 가치 지

향, 지각된 가치, 브랜드 선호도가 친환경 화장품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5(1), pp.
327-341.

47) Aaker, D. (1991), Managing brand equity, NY:
Free Press, pp. 84-95.

48) Labarbara, P. & Mazursky, D. (1983), A longitu-

dinal assessment of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

fac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Nov), pp.
393-404.

49) Reichheld, F. F. & Teal, T. (1996), The loyalty
effect,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pp.
11-32.

50) Rust, R. T. & Zahorik, A. J. (1993),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retention and market share,

Journal of Retailing, 69(Summer), pp. 193-215.
51) 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2003), 소비자행동(제3판),

서울: 법문사, pp. 39-51.

52) 박현희, 전중옥, 곽원일 (2007), 패션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과 VMD적합성이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 마케팅관리연구, 12(1), pp. 55-70.
53) 김경훈, 고은주, Granham Hooley, Nick Lee, 이동해,

정흥섭, 전병주, 문학일 (2008), 상표자산과 구매의도

와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마케팅과학연구,
18(4), pp. 245-276.
조윤진, 이유리, 김하연 (2009), 국가이미지, 국가에

대한 태도, 구매감정이 한국적 이미지 패션상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복식, 59(10), pp. 111-123.
54) 김정구, 안용현 (2000), 브랜드개성의 FCB모델에 따

른 역할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11(4), pp. 65-84.
55) 김효진, 이혜주, op. cit., pp. 327-341.
56) 이유재, 이지영 (2004), 브랜드 동일시, 브랜드 감정,

브랜드 로열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실용적 제품과

쾌락적 제품간의 비교, 광고연구, 65, pp. 101-125.
57) Wallerstein, I. (1990), Culture as the ideological

battleground of the modern world-system. Theory,
Culture and Society, 7, pp. 31-55.

58) 고은주, 김경훈, 문희강 (2008), 마케팅, 서울: 박영사.
pp. 26-27.

59) Cobb-Walgren, C., Ruble, C., & Donthu, N. (1995),

Brand equity, brand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Journal of Advertising, 24(3), pp. 25-40.
60) Gorn, G. (1982), The effects of music in advertising

on choice behavior: A classical conditioning

approach, Journal of Marketing, 46, pp. 94-101.
61) Archibald, R., Haulman, C., & Moody, C. (1983),

Quality, price, advertising and published quality

rating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March),
pp. 347-356.

Kirmani, A. (1990), The effect of perceived adver-



服飾 第61卷 10號

- 134 -

tising costs on brand perception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September), pp. 160-171.

62) Dodds et al., op. cit., pp. 307-319.
63) Low & Lamb, op. cit., pp. 350-370.
64) Oliver, op. cit., pp. 33-44.
Zhang, H., Ko, E., & Kim, K. (2010), The

influences of customer equity drivers on customer

equity and loyalty in the sports shoe industry,

Journal of Global Fashion Marketing, 1(2), pp.
110-118.

65) Kirmani & Zeithmal, op. cit., pp. 143-161.
66)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Y: Wiley, pp. 421-446.

67)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ress,
pp. 404-418.

68) Kirmani & Zeithmal, op. cit., pp. 143-161.
69) Ko, E., Kim, E., Taylor, C., Kim, K., & Kang, I.

(2007), Cross-national market segmentation in the

fashion industry,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24(5), pp. 629-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