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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With the rapid developing of economy and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as well as the 

fierce competition of marketing, the consumer market of apparel is gradually matured. Also, 

the consumer has more requirements towards clothes, in terms of quality, style, price level 

and individuality. As a result, brand fashion, now, needs to accelerate the speed of every 

stage of producing, which is from designing to the following of finished goods in order to 

occupy the market share in a fast consuming, variety and individuality pursuing market. An 

increasing number of industries have focused on the SPA brand so as to adapt the com-

petition of modern market.

  The paper mainly researches that the differences of purchasing behaviors towards SPA 

brand between 20`s-30`s Chinese female and 20`s-30`s Korean female. The analyzing re-

sults of purchase motivation showed difference in the ‘personal motivation’ and ‘social 

motivation’ factor. Purchase standard showed differences in the ‘image management’ 

factor. The attitude toward the brand showed differences in the ‘practicality’ and 

‘trendiness’ factor. 

  Key Words Key Words Key Words Key Words : 브랜드 구매동기SPA brand(SPA ), Purchase motivation ( ), Purchas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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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 . . . ⅠⅠⅠⅠ

최근 패션 의류산업에서 라는 사업모델은 이  SPA

슈화가 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패션시장에 진. 

출한 글로벌 브랜드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SPA , 

진출한 브랜드는 거의 모두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는 자사 브랜드 의류 전문 소매상 이며 의Apparel) ‘ ’ , 

류기업이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제품에 대한 기

획 디자인 생산 제조 유통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 , , , ·

제조 회사가 맡아 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말한다.

의 개념은 미국의류회사 에서 제일 먼저   SPA GAP

제기하였으며 제품의 기획 디자인 생산 제조 유, , , , , 

통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모아서 합친 수직 통합형 ·

판매형식이다 은 신속한 소비자 업종으로부터 . GAP

를 도입하여 유행하는 업종에 대한 독특한 SPA , SPA

체계를 만들었다 이 미국에서는 성공적인 기업. GAP

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이 브랜드 경영 과정에서 GAP

자기의 독특한 모델을 형성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1)

또한 의 중점은 상품기획과 판매에 초점을 두  SPA

어야 하며 특히 여러 품종의 소량생산과 유행에 민, 

감한 의류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는 유행. SPA

의 스피드 저가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하며 또한 , , 

재료를 모아서 합치는 데로부터 계획 개발 제조, , , 

물류 판매 재고관리 점포기획 등에 이르기까지 완, , , 

전한 흐름 체계를 이루는 동일한 기업 내에서 모두 

관리되는 특징이 있다 이로서 기업체 내부의 효율. 

유실과 재고 적채 등의 폐단을 감소시키는 경영 패

턴이다 의 핵심은 소비자의 핵심적인 가치와 . SPA

민감한 공급체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이다 와 . SPA

전통적인 경영 패턴의 최대 차이점은 최종적인 소비

자와 직접적인 거래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장이 ,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하는데 있다.2)

브랜드가 국제시장에서 발전되고 전파된 시간  SPA

은 이미 여년이 지났으며 성공적으로 브랜드 기20 , 

업에서 운용되어 왔다 현재 는 의류사업에서 . SPA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속옷 의류부속품, , , 

보석장식 화장품 생활 잡화 실내장식 등 많은 기, , , 

업에까지 가 나타나는 추세이다SPA .

글로벌 브랜드의 발전과 상황을 본다면 년  SPA , 70

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기업들은 대외사업과 

국제정보에 대하여 점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 왔

다 그러나 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많은 기업. 80, 90

들은 대량의 제품에 대한 모방에 초점을 두었으며, 

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겨우 브랜드 제품과 디자인90

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중국 기업들은 . 

제품의 디자인 전문매장에 대한 경영 및 제품의 스, 

타일 방면에서 유럽 일본 및 미국에서 유행하는 브, 

랜드와의 거리를 점점 좁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 드라마와 스타들의 지속적인 중  

국 진출은 중국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 

현상을 한류 라고 말한다 한류 열풍에 의하여 많은 ‘ ’ . 

한국 패션브랜드도 성공적으로 중국에 진출하였다. 

특히 한국형 브랜드가 중국에 들어온 후로부터SPA , 

등의 국제적인 브랜드 지간에 일정Zara, H&M SPA

한 경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대 여성  , 20-30

들의 브랜드에 대한 구매행동을 비교하여 살펴SPA

봄으로써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행SPA

동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한국과 

중국 여성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구매행동을 SPA

비교 분석하여 봄으로써 양국의 여성소비자들이 구

매행동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그 차이점을 밝히고

자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한국형 . 

브랜드 업체들에게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SPA

시장에 알맞은 마케팅전략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

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 Zara, H&M, 

등 개 브랜드를 Mango, Uniqlo, Basic House 5 SPA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 . . . ⅡⅡⅡⅡ

브랜드브랜드브랜드브랜드  1. SPA   1. SPA   1. SPA   1. SPA 

의 개념과 특징 1) SPA

는   SPA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의 약자로서 자사 오리지널 기획브랜드에 Apparel" "

의한 어패럴 제조 직매전문점 을 뜻한다" .3) 는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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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에서 기획한 상품을 직접 생산하여 자사 브랜, , 

드 형태로 자사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 , 

는 업체 형태로 아웃렛을 통하여 재고 소진을 전제 ,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는 전통적인 제조자 중심의 상품공급 시스템  SPA

에서 의류 제조업체가 다수의 협력업체들과 협력관

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기존의 브랜드와는 

차이가 있는 새로운 브랜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

다.4)

는 소비자에게 제품제공을 최고로 효율적으로   SPA

연결하고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최적으로 실현

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화라는 것은 고객이 추, SPA

구하는 가치를 실행한 후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서비

스 조달과 제공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5) 

따라서 의 본질적인 포인트는 추구하는 사업형SPA

태에 따라 다르지만 고객에게 직접 판매 매장과 미, 

디어의 직접 운영 정보시스템의 총괄 상품기획과 , , 

공급의 리더십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6) 

의 핵심적 가치는 디자이너가 제품의 기획방  SPA

향을 결정하지 않고 제품기획이 제품디자인의 방향

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획의 전제적 조건은 바로 작. 

년의 판매상황에 대한 연구와 통합조정이며 시장 , 

조사에 대한 연구 통합조정 및 글로벌 정보의 포착, 

은 다음 분기의 이미 정해진 목표제품의 시리즈와 ,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 올 수 있는가를 결정하며 또, 

한 이것을 통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

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의 최대 장점은 . SPA

소비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제일 적합, 

한 방식으로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다.7)

의 사업 유형 2) SPA

의 운영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식을 포함한  SPA

다 는 전문점과 소매점이 독자적인 상품을 개. SPA

발하면서 발전된 리테일 형 와 어패럴 메(retail) SPA , 

이커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발전된 메이커

형 로 대분류된다(maker) SPA .8) 

리테일형 의 운영에서 비교적 보편적인 원료  SPA , , 

생산라인과 생산관리를 제외한 이외 많은 회사들은 

제품의 개발과 계획의 모든 작업을 외주범위에 포함

시키는 반면에 메이커형 의 운영은 만약 판매 , SPA , 

경로에 백화점에서 입주한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배, 

송 또는 판매장소의 운영에서 모두 백화점의 제약을 

받게 된다.

메이커형 는 유행스타일을 연구 개발할 때  SPA , 

를 통하여 짧은 주기의 운영을 하고 기본 스타QR , 

일의 제품을 개발할 때는 원료를 축의 중심에 놓고 

신속히 반영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메이커형 브랜드는 스페인의 와 SPA Zara

가 있고 대표적인 리테일형 브랜드는 미Mango , SPA

국의 일본의 스웨덴의 등이 있GAP, Uniqlo, H&M 

다.

중국 브랜드의 현황 3 SPA）

  중국 패션업계 동향을 살펴보면 글로벌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행과 자신이 , 

선호하는 브랜드를 더욱 추구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스타일의 상품. 

을 구매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 하고 기존의 소비 

패턴과 다른 디자인과 품질 및 브랜드 파워를 점차 

중요시하며 유행에 민감하여 각자의 개성에 맞는 합

리적인 패션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중. 

국 내 소비 시장을 반영하듯 해외 여러 브랜드SPA

들이 중국 시장으로 속속 진출하고 있다.9) 

  형의 글로벌 브랜드는 글로벌 패션 감각으로 SPA

중국 내에서 고급스런 이미지로 안착하여 본국에서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브랜드 포지셔닝을 추구하고 

있다 등의 대형 브랜드들이 중저가. Zara, H&M SPA

의 가격과 빠른 트렌드 주기로 중국 대도시들을 공

략하면서 중저가 시장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또. 

한 브랜드들은 넓은 스페이스의 매장으로 진출SPA

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면서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중국 중산층 소비자들을 흡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개의 브랜  5 SPA

드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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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브랜드의 중국 진출 현황 조사 년 월 기준표 브랜드의 중국 진출 현황 조사 년 월 기준표 브랜드의 중국 진출 현황 조사 년 월 기준표 브랜드의 중국 진출 현황 조사 년 월 기준< 1> SPA (2012 04 )< 1> SPA (2012 04 )< 1> SPA (2012 04 )< 1> SPA (2012 04 )

브랜드 명 Zara H&M Uniqlo Mango Basic House

국적 스페인 스웨덴 일본 스페인 한국

진출 년도 년2006 년2007 년2001 년2002 2004

매장 수 70 86 128 142 241

출처 각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정리  : 

표 대표적인 중국형 브랜드표 대표적인 중국형 브랜드표 대표적인 중국형 브랜드표 대표적인 중국형 브랜드< 2> SPA< 2> SPA< 2> SPA< 2> SPA

브랜드 명 Meters/bonwe JEANSWEST Yishion Semir

창립 년도 년1995 년1993 년1997 년1996

매장 수 4000 3000 3000 4000

출처 각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정리  : 

중국에는 글로벌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대 글로  , , 

벌 소싱력 첨단물류시스템 직영유통체제 대형매장 , , , 

등의 의 기본요소를 갖춘 브랜드들이 있다SPA . 

  (1) Meters/bonwe

  는 상해 의류주식회Meters/bonwe Meters/bonwe 

사가 년도에 창립한 캐주얼 브랜드이다1995 . 

의 타깃소비자는 살부터 살 사이Meters/bonwe 16 25

의 활력이 넘치고 유행에 예민한 젊은이들이다 이 , . 

회사에서는 브랜드를 창립함으로써 Meters/bonwe

젊고 활력 있는 선두 브랜드 시대적 유행 상품 대‘ , , 

그림 홈페이지그림 홈페이지그림 홈페이지그림 홈페이지< 1> Meters/bonwe < 1> Meters/bonwe < 1> Meters/bonwe < 1> Meters/bonwe 

-출처: http://www.metersbonwe.com

중화된 가격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활력과 개성 ’ , 

있는 이미지를 선도하며 광범위한 소비자들에게 활, 

력적이고 개성과 유행이 넘치는 캐주얼 이미지를 , 

선사한다 의 디자인팀은 해마다 새로. Meters/bonwe

운 스타일의 여 개 의류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8,000

있다.

  (2) JEANSWEST

  년 브랜드 회사는 상해에서 1993 , JEANSWEST

의 첫 번째 전문 매장을 개업하였다JEANSWEST . 

브랜드 회사는 지금까지 중국의 여 JEANSWEST 20



왕동걸 이승희 왕동걸 이승희 왕동걸 이승희 왕동걸 이승희 · / · / · / · / 한국과 중국 대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행동비교에 관한 연구20-30 SPA

27

그림 홈페이지그림 홈페이지그림 홈페이지그림 홈페이지< 2> JEANSWEST < 2> JEANSWEST < 2> JEANSWEST < 2> JEANSWEST 

-출처: http://www1.jeanswest.com.cn/

그림 홈페이지그림 홈페이지그림 홈페이지그림 홈페이지< 3> Yishion < 3> Yishion < 3> Yishion < 3> Yishion 

-출처: http://www.yishion.com.cn/#home

개 성소재지와 도시에서 여 개의 전문 매장을 3,000

개설하였으며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캐주얼 의류 , 

판매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브랜드. JEANSWEST

의 타깃 소비자는 세부터 세까지의 젊은이들이18 25

다 는 젊고 건강한 의류브랜드이다. JEANSWEST . 

브랜드 의류는 많은 젊은이들을 위하여 JEANSWEST

디자인하고 시즌마다 가장 새로운 패션을 디자인에 , 

반영시킨다 쉽게 입고 쉽게 매치하는 스타일로 고. , 

객을 모으고 있다 오랫동안 브랜드는 . JEANSWEST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캐주얼 스타일로 젊은층의 사

랑을 받으며 이미 젊은 세대의 최신 유행 필수품으, 

로 자리매김하였다.

  (3) Yishion

  회사는 년도에 창립되었으며 디자인Yishion 1997 , , 

구매 생산 판매 서비스를 담당한다 회사, , , . Yishion

의 경영이념은 고품질의 우수한 유행의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회사는 . Yishion

유행 캐주얼 의류를 중심으로 하며 우수한 수공, , 

좋은 옷감 새로운 디자인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 

는다 따라서 은 중국 국내의 최신 유행 패. Yishion

션 의류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명품이다.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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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행동구매 행동구매 행동구매 행동  2.   2.   2.   2.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란 사람들이 스스로의 욕구, 

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정생활의 수요 혹은 기업, 

이 생산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좋아하는 제, 

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때 표현하는 행위이며 여, 

러 가지 구매행위의 결정과정이다.

그리고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외부요소와 내부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외부요소는 . 

제품의 특징 판매자의 특징 상황의 특징 등 가, , 3 

지가 있고 내부요소는 문화요소 사회요소 개인요, , , 

소 심리요소 등 가지가 있다, 4 .10)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일련의 단계 및 요소로 구

성된 하나의 완벽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 

매결정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결정의 정확 , 

여부는 구매행위의 발생방식 지향 및 효용의 크고 , 

작음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저축과 . 

투자는 즉각적인 구매행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

기적이거나 소비 행위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체인식 , 

소비는 소비 행위 중의 일종의 규율성이 있는 표현

형식이다.11)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복잡하고 구매 행동의 발생  , 

은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가 상호 촉진하고 교

류하는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다 기업은 . 

소비자 구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구매 행동의 규

율을 파악하고 구축된 효율적인 시장 마케팅 전략, 

을 통하여 기업마케팅의 목표를 실현한다.

브랜드 태도브랜드 태도브랜드 태도브랜드 태도  3.   3.   3.   3. 

  브랜드 태도는 소비자가 학습을 통하여 얻은 좋, 

고 나쁨의 방식이 브랜드에 반응을 일으킨 습관적 

경향이며 소비자 브랜드행위의 기초를 형성하며, , 

소비자의 일정 브랜드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표현

한 매우 추상적이지만 등급이 제일 높은 브랜드의 , 

연상이다.

브랜드 태도란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반응하여 학습된 선

유경향이다 또는 브랜드 태도는 일관성 있게 긍정. 

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뜻

한다 어떤 소비자가 브랜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브. 

랜드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로 자신에게 나타날 것인

가 그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때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12)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를 기  

초로 하여 정의되며 브랜드 태도는 소비자들이 브랜

드와 관련하여 취하는 행동이나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브랜드 태도는 추후 구매의. 

도에까지 영향을 준다.13)

브랜드 태도는 소비자의 브랜드 구매의도와 구매   

행위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또한 브랜드 전, 

파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브랜드 및 기타 , 

방면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브랜드 태. 

도는 일단 형성되면 쉽게 변경될 수가 없다 따라, . 

서 소비자로 하여금 좋은 브랜드 태도를 가지게 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브랜드가 실현한 부가가치의 전제는 고객의 인가  

를 받는 것이며 고객은 보통 경험에서 의류브랜드, 

에 대한 인지가 발생하며 또한 감성적인 부분이 이, 

성적인 부분보다 많아 강력한 개인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동시에 매스컴의 영향 및 고객 상호 교류의 . 

영향을 받으며 또한 고객의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 

미친다.

기업이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것은 브랜드가 부가  , 

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면 제품의 가치는 큰 폭으로 , 

올라가기 때문이다 성공한 브랜드는 강력한 경제효. 

율이 있는 창조력을 가질 뿐 만 아니라 동시에 사, 

회의 발전에도 강한 추진력을 가지게 된다.

연구방법 및 절차연구방법 및 절차연구방법 및 절차연구방법 및 절차. . . . ⅢⅢⅢⅢ

연구문제연구문제연구문제연구문제  1.   1.   1.   1.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대 여성들의 브  20-30 SPA

랜드 구매행동비교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한국과 중국여성들의 브랜드 구매  1: SPA

동기비교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구문제 한국과 중국여성들의 브랜드 구매  2: SPA

기준비교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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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한국과 중국여성들의 브랜드에 대  3: SPA

한 태도비교를 알아본다.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  2.   2.   2.   2.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만  

들어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브랜드 구매. SPA

동기와 구매기준을 측정하는 문항과 에 대한 태SPA

도를 측정하는 문항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

는 문항 등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먼. 

저 한국어로 작성하였고 중국어로도 번역하였다. 

구매동기 측정문항은 구매동기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14)15)의 연구에서 참고하여 조사대상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12

고 측정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에 점 매우 그‘ ’ 1 , ‘

렇다 에 점을 주어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5 5 . 

구매기준 측정문항은 구매기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15)를 참고하여 조사대상에 맞게 수정 보완, 

하여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측정방법은 전10 '

혀 중요하지 않다 에 점 매우 중요하다 에 점을 ' 1 , ' ' 5

주어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5 . 

에 대한 태도 측정문항은 브랜드 태도의 요인  SPA

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16)를 참고하여 조사대

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 23

었고 측정방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에 점 매우 ' ' 1 , '

중요하다 에 점을 주어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5 5

였다. 

자료 분석 및 연구대상 특성자료 분석 및 연구대상 특성자료 분석 및 연구대상 특성자료 분석 및 연구대상 특성  3.   3.   3.   3. 

본 연구는 조사하는 개 브랜드를 구매한 경  5 SPA

험이 있는 중국과 한국 대 여성을 대상으로 20-30

설문을 진행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와 설문. 

내용에 맞지 않는 설문지를 제외한 중국 북경 연구( ) 

대상 부와 한국 서울 연구대상 부가 최종 120 ( ) 136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조사는 통계 패키지   SPSS 17.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 , t

검정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 , 

하였다.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 . . ⅣⅣⅣⅣ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1.   1.   1. 

본 연구의 응답자 한국인 서울 명과 중국인  ( ) 136

북경 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 ) 120

결과는 표 과 같다< 3> . 

한국 연구대상의 연령의 분포는 세 세  20 -29 (123

명 세 세 명 의 순으로 나타, 90.4%), 30 -39 (13 , 9.6%)

났다 중국 연구대상은 세 세 명. 20 -29 (103 , 85.8%), 

세 세 명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30 -39 (17 , 14.2%) . 

횟수에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달에 번 및 달에 1 1 1

번 이상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소2 . SPA

비지출 월평균 비용은 중국 여성은 주로 원RMB200

원을 지출하는 반면 한국 여성들은 - RMB400

원으로 나타났다 원\50,000-\150,000 . (RMB1

원 년 월 일 기준=\182 , 2012 06 25 )

브랜드 구매동기 문항의 요인분석브랜드 구매동기 문항의 요인분석브랜드 구매동기 문항의 요인분석브랜드 구매동기 문항의 요인분석  2. SPA  2. SPA  2. SPA  2. SPA

결과결과결과결과                    

브랜드의 구매동기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  SPA

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 3 . 

인 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보이기 위하여 연1 ‘ ,’ ‘

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의 의복을 보고 행사 파티,’ ‘ ( , 

입학 졸업 등 에 입기 위하여 타인들이 나의 의, ) ,’ ‘

복을 보고 나를 평가 의 문항으로 사회적 동기 라고 ’ ‘ ’

명명하였다 그리고 요인 에 대한 고유치는 . 1 3.054

이었고 누적변량은 로 나타났다 요인 는 30.538 . 2

매장에 전시된 의복을 보고 충동구매 계절이 바‘ ’, ‘

뀌므로 유행하는 의복을 입기 위하여 살이 빠지,’ ‘ ,’ ‘

거나 살이 쪄서 의 문항으로 개인적 동기 라고 명명’ ‘ ’

하였다 그리고 요인 에 대한 고유치는 이었. 2 1.755

고 누적변량은 로 나타났다 요인 은 의복48.085 . 3 ‘

으로 나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 ‘

의복과의 조화를 위하여 의 문항으로 심미적 동기’ ‘ ’

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요인 에 대한 고유치는 . 3

이었고 누적변량은 로 나타났다 그리1.181 59.891 . 

고 각 요인의 신뢰도 값이 모두 이상 높게 나타0.5

났다.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와 스트레스 해소나 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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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석결과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석결과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석결과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석결과< 3> < 3> < 3> < 3> 

구분
한국 여성 중국 여성

N % N %

나이
세20-29 123 90.4 103 85.8

세30-39 13 9.6 17 14.2

직업

경영관리 및 전문직 3 2.2 25 20.8

서비스직 사무직 전문 기술직/ / 2 1.5 20 16.7

대학 원 생( ) 131 96.3 58 48.3

기타 17 14.2

구매횟수

주일에 번1 1 11 8.1 4 3.3

달에 번 및 달에 번 이상1 1 1 2 73 53.7 68 56.7

개월에 번2-3 1 32 23.5 31 25.8

개월에 번 및 년에 번6 1 1 1 20 14.7 17 14.2

의복 

소비지출 

월평균

원 미만 원 미만RMB 500 (\200,000 ) 59 43.4 29 24.2

RMB 500-900 (\200,000-400,000) 63 46.3 35 29.2

RMB 900-1500 (\400,000-700,000) 11 8.1 23 19.2

원 이상 원 이상RMB 1500 (\700,000 ) 3 2.2 33 27.4

브랜드 SPA

소비지출 

월평균

원 미만 원 미만RMB 200 (\50,000 ) 47 34.6 25 20.8

RMB 200-400 (\50,000-150,000) 74 54.4 47 39.2

RMB 400-700 (\150,000-300,000) 14 10.3 40 33.3

원 이상 원 이상RMB 700 (\300,000 ) 1 0.7 8 6.7

합계 136 100 120 100

표 브랜드 구매동기 문항의 요인분석결과 표 브랜드 구매동기 문항의 요인분석결과 표 브랜드 구매동기 문항의 요인분석결과 표 브랜드 구매동기 문항의 요인분석결과 < 4> SPA< 4> SPA< 4> SPA< 4> SPA

요 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변량( %)
신뢰도

사회적 
동기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보이기 위하여 .837

3.054
(30.538)

.734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의 의복을 보고 .796

타인들이 나의 의복을 보고 나를 평가 .719

행사 파티 입학 졸업 등 에 입기 위하여( , , ) .491

개인적 
동기

매장에 전시된 의복을 보고 충동구매 .770

1.755
(48.085)

.662

계절이 바뀌므로 .766

유행하는 의복을 입기 위하여 .602

살이 빠지거나 살이 쪄서 .442

심미적 
동기

소유하고 있는 의복과의 조화를 위하여 .816 1.181
(59.891) .645의복으로 나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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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환을 위하여 의 문항을 실험요인으로 투입하였.’

는데 요인 부하량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최종 분석

에 사용하지 않는다.

브랜드 구매기준 문항의 요인분석브랜드 구매기준 문항의 요인분석브랜드 구매기준 문항의 요인분석브랜드 구매기준 문항의 요인분석  3. SPA  3. SPA  3. SPA  3. SPA

결과결과결과결과                    

브랜드의 구매기준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  SPA

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 2 . 

인 은 스타일 품질 색상 가격 개성표현1 ‘ ’, ‘ ’, ‘ ’, ‘ ’, ‘ ’, 

유행성 의 문항으로 디자인 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 ‘ ’ . 

리고 요인 에 대한 고유치는 이었고 누적변1 3.354

량은 로 나타났다 요인 는 관리의 용이성33.539 . 2 ‘ ’, 

편안함 다른 의복과의 조화 애프터서비스 의 ‘ ’, ‘ ’, ‘ ’

문항으로 관리 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요인 에 ‘ ’ . 2

대한 고유치는 이었고 누적변량은 으로 1.434 47.880

나타났다 그리고 각 요인의 신뢰도 값이 모두 . 0.5

이상 높게 나타났다.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  4. SPA  4. SPA  4. SPA  4. SPA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  SPA

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5 . 

요인 은 나  1 ‘ 는 브랜드SPA 를 계속 구매하고 싶

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브랜드를 추천하고 싶.’ ‘ SPA

다.’ 

표 브랜드 구매기준 문항의 요인분석결과표 브랜드 구매기준 문항의 요인분석결과표 브랜드 구매기준 문항의 요인분석결과표 브랜드 구매기준 문항의 요인분석결과< 5> SPA< 5> SPA< 5> SPA< 5> SPA

요 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변량( %)
신뢰도

디자인

스타일 디자인, .836

3.354
(33.539) .682

품질 .680

색상 .610

가격 .605

개성표현 .455

유행성 .408

관 리

애프터서비스 .820

1.434
(47.880) .726

관리의 용이성 .769

편안함 .681

다른 의복과의 조화 .556

나의 의복 생활에서 브랜드는 꼭 필요한 브랜‘ SPA

드이다 나는 어떤 브랜드보다 브랜드에 가장 .’ ‘ SPA

만족한다 나는 전반적으로 브랜드에 만족한.’ ‘ SPA

다 브랜드는 국내브랜드 사이즈보다 나에게 .’ ‘SPA

더 잘 맞는다 브랜드는 가격 대비 다양한 아.’ ‘SPA 

이템이 많아서 쇼핑하기 편하다 브랜드는 사.’ ‘SPA

이즈가 다양하다 의 문항으로 만족도 라고 명명하.’ ‘ ’

였다 그리고 요인 에 대한 고유치는 이었고 . 1 9.310

누적변량은 로 나타났다40.479 . 

요인 는 브랜드는 품질이 우수하다  2 ‘SPA .’ ‘SPA

브랜드는 소재가 좋다 브랜드는 관리 세탁 바.’ ‘SPA ( , 

느질 가 쉽다 브랜드의 제품은 착용감이 좋) .’ ‘SPA

다 의 문항으로 실용성 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 ‘ ’ . 

요인 에 대한 고유치는 이었고 누적변량은 2 2.094

로 나타났다49.584 . 

요인 은 브랜드는 평소 입던 옷과 다른 새  3 ‘SPA

로운 옷이다 브랜드는 남들과 달라 보이는 개.’ ‘SPA

성적인 옷이다 브랜드는 유명 연예인이 즐겨 .’ ‘SPA

입는 스타일이다 브랜드는 내 스타일이나 이.’ ‘SPA

미지를 바꿀 수 있다 브랜드는 유명 디자이너 .’ ‘SPA

브랜드와 비슷한 스타일이 많다 브랜드는 유.’ ‘SPA

행하는 스타일이다 의 문항으로 유행성 이라고 명.’ ‘ ’

명하였다 그리고 요인 에 대한 고유치는 이. 3 1.739

었고 누적변량은 으로 나타났다57.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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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는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격  4 ‘SPA

이 저렴하다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에 비하여 .’ ‘SPA

할인 품목이 많다 브랜드는 주변 친구들이 즐.’ ‘SPA

겨 입는 스타일이다 의 문항으로 가격 이라고 명명.’ ‘ ’

하였다 그리고 요인 에 대한 고유치는 이었. 4 1.290

고 누적변량은 로 나타났다62.755 . 

표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표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표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표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 6> SPA< 6> SPA< 6> SPA< 6> SPA

요 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변량( %)
신뢰도

만족도

나는 브랜드를 계속 구매하고 싶다SPA . .787

9.310
(40.479)

.91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브랜드를 추천하고 싶다SPA . .779

나의 의복 생활에서 브랜드는 꼭 필요한 브랜드이다SPA . .778

나는 어떤 브랜드보다 브랜드에 가장 만족한다SPA . .745

나는 전반적으로 브랜드에 만족한다SPA . .703

는 국내브랜드 사이즈보다 나에게 더 잘 맞는다SPA . .650

브랜드는 가격 대비 다양한 아이템이 많아서 쇼핑SPA

하기 편하다.
.588

브랜드는 사이즈가 다양하다SPA .534

실용성

브랜드는 품질이 우수하다SPA . .871

2.094

(49.584)
.912

브랜드는 소재가 좋다SPA . .837

브랜드는 관리 세탁 바느질 가 쉽다SPA ( , ) . .802

브랜드의 제품은 착용감이 좋다SPA . .794

유행성

브랜드는 평소 입던 옷과 다른 새로운 옷이다SPA . .775

1.739
(57.146)

.822

브랜드는 남들과 달라 보이는 개성적인 옷이다SPA . .714

브랜드는 유명 연예인이 즐겨 입는 스타일이다SPA . .677

브랜드는 내 스타일이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SPA . .533

는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와 비슷한 스타일이 많다SPA . .533

브랜드는 유행하는 스타일이다SPA . .500

가격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SPA . .791

1.290
(62.755)

.727브랜드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할인 품목이 많다SPA . .761

브랜드는 주변 친구들이 즐겨 입는 스타일이다SPA . .553

이미지
브랜드는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SPA . .896 1.163

(67.814)
.884

브랜드는 나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SPA . .877

요인 는 브랜드는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5 ‘SPA

한다 브랜드는 나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의 .’ ‘SPA .’

문항으로 이미지 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요인 에 ‘ ’ . 5

대한 고유치는 이었고 누적변량은 로 1.163 67.814

나타났다 그리고 각 요인의 신뢰도 값이 모든 . 0.5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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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  5. SPA  5. SPA  5. SPA  5. SPA

동기에 관한 분석결과동기에 관한 분석결과동기에 관한 분석결과동기에 관한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동기 차이  SPA

를 파악하기 위한 검정 분석결과는 아래 표 과 T < 7>

같다. 

분석결과 개인적 동기 요인과 사회적 동기 요  , ‘ ’ ‘ ’ 

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개인적 동기 요인은 중국 . ‘ ’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즉. , 

중국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에 비하여 개인적 동기‘ ’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

회적 동기 요인은 한국 여성들이 중국 여성들에 비’ 

하여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 여성들이 중국 여성. , 

들에 비하여 사회적 동기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 ’ 

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미적 동기 요인은 중국 . ‘ ’ 

여성들과 한국 여성들이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성은 개인적인 소비 혹은 가정구매 과정에  

서 모두 충동과 비이성(Unreasonable, Irrationally)

을 나타낸다 즉 여성 구매 욕망은 직감적인 영향. , 

을 많이 받고 쉽게 제품의 이름 스타일 가격 광, , , , 

고 선전 판촉활동 등의 요소로 인해 구매를 한다, . 

조사에 의하면 의 세의 중국 여성이 각93.5% 18-35

표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동기에 관한 분석결과표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동기에 관한 분석결과표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동기에 관한 분석결과표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동기에 관한 분석결과< 7> SPA< 7> SPA< 7> SPA< 7> SPA

구 분
한국(N=136) 중국(N=120)

t
M (SD) M (SD)

사회적 동기 2.72 .82 2.44 .71 2.90**

개인적 동기 2.97 .68 3.41 .69 -5.13***

심미적 동기 3.31 .82 3.20 .95 -.699

  **p .01, ***p .001＜ ＜

표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기준에 관한 분석결과표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기준에 관한 분석결과표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기준에 관한 분석결과표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기준에 관한 분석결과< 8> SPA< 8> SPA< 8> SPA< 8> SPA

구 분
한국(N=136) 중국(N=120)

t
M (SD) M (SD)

디자인 3.90 .48 4.08 .47 -.464

관리 3.58 .67 3.85 .64 -3.33**

**p .01 ＜

종 충동적인 구매 행동을 하였었고 충동구매의 금액

이 소비 총 소비지출의 쯤 된다20% .17) 

그리고 여성의 구매결정은 기분의 영향을 쉽게 받  

는다 여성의 기분이 안 좋거나 좋을 때 자주 충동. , 

구매를 한다 그녀들은 쇼핑을 취미로 여겨 쇼핑을 . , 

통하여 기분을 풀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선물을 준

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소비자는 이러한 충동구매를 . 

함에 있어서 후회를 하지 않는다.18)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중국 여성 소비자들은 의류  , 

제품을 구매할 때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심하고 쇼, 

핑의 즐거움도 점차적으로 증가되며 또한 의류를 구

매할 때 감성이 이성을 능가하여 충동 구매하는 현

상이 많다.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  6. SPA  6. SPA  6. SPA  6. SPA

기준에 관한 분석결과기준에 관한 분석결과기준에 관한 분석결과기준에 관한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구매기준 차이  SPA

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아래 표 t-TEST < 8>

과 같다.

분석결과 구매기준의 관리 요인에서 두 집단 간   , ‘ ’ 

차이를 보였다 관리 요인은 중국 여성들이 한국 . ‘ ’ 

여성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즉 브랜드 의. ,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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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택 시 중국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에 비하여 관

리를 중요한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요인은 중국 여성들과 한국 여성들이 차이‘ ’ 

가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는 초스피  2006 Zara

드 다품종 소량 생산 제조와 판매를 통합한 효율, , 

화 경영으로 화이트 컬러와 패션인사들의 사랑을 받

았으나 품질문제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최근에 , . 

들어 는 중국 각 지역의 상공 품질 검사부서의 Zara , 

불합격 제품의 명단에 나타났다 불완전한 통계에 . 

따르면 년 월부터 현재까지 는 최소 번 2009 8 Zara 7

불합격 제품의 명단에 나타났다.19) 도 많은 품 H&M

질의 문제가 있다 비록 품질문제의 뉴스가 계속 나. 

타나지만 와 의 영업실적은 이 때문에 영, Zara H&M

향을 받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품질을 경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

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 우선 소비자는 피하기 어. , 

려운 품질문제에 대하여 브랜드 상품은 문제가 발생

한 후 대부분이 비교적 세밀하고 합리적인 반품 혹, 

은 교환처리를 제공하고 애프터서비스도 비교적 잘 

지켜진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일부 소비자는 의. , 

류의 품질문제는 치명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

지 않는다고 여겨 과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가 없, 

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많은 소비자가 . , Zara, 

등의 브랜드의 제품은 그 품질과 애프터서H&M SPA

비스를 상관하지 않고 그것들의 제품이 현재 최신유

행 요소와 디자인 스타일을 지녔는지에만 주목하고 

또한 그들의 제품이 빨리 바뀌고 가격이 적당하며, , 

표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태도의 분석결과표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태도의 분석결과표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태도의 분석결과표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태도의 분석결과< 9> SPA< 9> SPA< 9> SPA< 9> SPA

구분
한국(N=136) 중국(N=120)

t
M (SD) M (SD)

만족도 3.36 .67 3.61 .79 -1.659

실용성 3.08 .83 3.60 .72 -5.366***

유행성 3.12 .55 3.50 .67 -4.950***

가격 3.47 .71 3.50 .68 .364

이미지 3.04 .79 3.21 .68 -1.769

***p .001＜

상품이 다양한 지에만 주목한다.20)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태도의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태도의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태도의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태도의   7. SPA  7. SPA  7. SPA  7. SPA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브랜드 태도 차이를 파  SPA

악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아래 표 와 같T-TEST < 9>

다.

분석결과 실용성 과 유행성 요인에서 차이를   , ‘ ’ ‘ ’ 

보였다 실용성 과 유행성 요인 모두 중국 여성들. ‘ ’ ‘ ’ 

이 한국 여성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즉 중국 . ,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에 비하여 실용성 과 유행성‘ ’ ‘ ’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 ‘

족도 이미지 와 가격 은 중국 여성들과 한국 여성’, ‘ ’ ‘ ’

들 간에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 럭셔리 협회는 년의 최신 보고를 하였  2011

는데 중국의 작년 럭셔리 시장의 총액이 이미 107

억 달러에 달하였고 전 세계의 를 차지하였다고 1/4

하였다 중국은 년에 일본을 초과하여 세계 제. 2012

일의 럭셔리 소비국가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21)

이상으로 중국여성의 브랜드 관념이 더욱 더 강렬  

해지고 더욱 더 브랜드의 중요성에 주목할 것이다, . 

비록 중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나 럭셔리 브

랜드의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한 탓에 눈길을 가격, 

이 적당하고 동시에 브랜드 명성을 지닌 브랜드SPA

에 준다.

  또한 브랜드 가운데서의 대표인 는 유행 SPA Zara

트랜드에 빠르게 반응을 하는 회사이다 당신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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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많은 대중적인 시기의 유행 스타일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은 밖에 안 된다 본부 . 1/10 . Zara

디자인팀은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 동경 등 패션, , , , 

도시 패션 발표회에 참가하여 그 중에서 디자인 이

념을 섭취한다 물론 이런 모방은 절대 표절과는 같. 

지 않은 것이며 그 시즌의 가장 트랜디한 색채 스, 

타일 무늬 재질을 받아들인 토대 위에서 자체 브, , 

랜드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였다.22)

그리하여 트랜드를 갈망하나 고급 사치품 브랜드  

의 능력을 구비하지 않은 중국 여성에게 빈번하게 

트랜드를 갱신하는 저가 제품으로 그들의 욕망을 만

족시킨다.

구매동기 구매기준과 브랜드 태도에구매동기 구매기준과 브랜드 태도에구매동기 구매기준과 브랜드 태도에구매동기 구매기준과 브랜드 태도에  8. ,   8. ,   8. ,   8. , 

대한 상관분석대한 상관분석대한 상관분석대한 상관분석                    

구매동기 구매기준과 브랜드 태도에 대한 상관분  , 

석의 결과는 아래 표 과 같다< 10> .

구매동기 구매기준과 브랜드 태도는 모두 상관관  , 

표 구매동기 구매기준과 브랜드 태도에 대한 상관분석표 구매동기 구매기준과 브랜드 태도에 대한 상관분석표 구매동기 구매기준과 브랜드 태도에 대한 상관분석표 구매동기 구매기준과 브랜드 태도에 대한 상관분석< 10> , < 10> , < 10> , < 10> , 

변수 구매동기 구매기준 브랜드 태도

구매동기 1

구매기준 0.203** 1

브랜드 태도 0.295** 0.496** 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표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표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표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표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11> < 11> < 11> < 11> 

변수
전체

브랜드 태도

B( )β

한국
브랜드 태도

B( )β

중국
브랜드 태도

B( )β

구매동기 0.674(0.203***) 0.254(0.306***) 0.133(0.117)

구매기준 0.541(0.455***) 0.340(0.315***) 0.666(0.524***)

R2 0.285 0.227 0.316

Constant 0.674* 1.206*** 0.478

F 50.528*** 19.479*** 27.038***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계가 있었으며 정 의 관계이다 또한 구(p<0.01) (+) . 

매기준과 브랜드 태도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

타났으며 다음은 구매동기와 브랜드 태도의 상관관

계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의 상관관계 높은 순으로 , 

나타났다 즉 구매동기 및 구매기준은 각각 브랜드 . , 

태도와의 상관관계가 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비

하여 더 강하게 나타났다.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이 브랜드 태도에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이 브랜드 태도에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이 브랜드 태도에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이 브랜드 태도에   9.   9.   9.   9. 

미치는 영향미치는 영향미치는 영향미치는 영향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

석한 결과는 아래 표 과 같다< 11> .

분석에 앞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상  

관분석을 하였으며 변수간에 상관계수가 수준 , 0.6

이상인 상관이 높은 변수가 없으니 모든 변수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이 브랜드 태도에 정 의 영  (+)

향을 미쳤으며 즉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이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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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브랜드 태도가 높을 것으로 보일 수 있었

다 그리고 구매기준의 영향력 이 구매동기. ( =0.455)β

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회귀식( =0.203) . β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제변수들의 종속(p<0.001)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이다28.5% .

중국 한국 나라별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이 브랜드   ,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 경우. 

에는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이 모두 브랜드 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 즉 구매동기와 구(+) (p<0.001) 

매기준이 높을수록 브랜드 태도가 높을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그리고 구매기준의 영향력 이 . ( =0.315)β

구매동기 를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전( =0.306) . β

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제변수(p<0.001) 

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이다 중국 22.7% . 

경우에는 구매기준만 브랜드 태도에 정 의 영향을 (+)

미쳤으며 한국과 다르게 나타났고 구매기(p<0.001) 

준이 높을수록 브랜드 태도가 높을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전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제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p<0.001) 

이다31.6% . 

표 브랜드에 대한 문항의 분석결과표 브랜드에 대한 문항의 분석결과표 브랜드에 대한 문항의 분석결과표 브랜드에 대한 문항의 분석결과< 12> SPA< 12> SPA< 12> SPA< 12> SPA

한국 중국

N % N %

 SPA Brand

Zara 84 61.8 92 76.7

H&M 85 62.5 79 65.8

Mango 39 28.7 47 39.2

Uniqlo 92 67.6 50 41.7

Basic House 58 42.6 61 50.8

자주 구입하는 

품목

단품상의 104 76.5 103 85.8

단품하의 56 41.2 61 50.8

여성 정장 류 16 11.8 26 21.7

원피스 60 44.1 60 50

액세서리 25 18.4 30 25

자켓 코트/ 51 37.5 68 56.7

속옷 란제리, 8 5.9 18 15

핸드백 14 10.3 17 14.2

잡화 25 18.4 31 25.8

브랜드에 대한 문항의 분석결과브랜드에 대한 문항의 분석결과브랜드에 대한 문항의 분석결과브랜드에 대한 문항의 분석결과  10. SPA  10. SPA  10. SPA  10. SPA

조사에 의하면 한국 소비자들은   Uniqlo, H&M, 

순으로 브랜드를 선Zara, Basic House, Mango SPA

호한다 중국 소비자들은 . Zara. H&M, Basic 

순으로 브랜드를 선호하House, Uniqlo, Mango SPA

며 자주 구입하는 품목에서는 한국과 중국 여성 모

두 단품 상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 . . . ⅤⅤⅤ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대 여성들을 대상으  20-30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개 부분 즉 브랜드 브랜  3 SPA , SPA

드 구매행동 특성 인구 통계적 특성 등을 측정하기 ,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회수된 자료는 통. SPSS

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 

신뢰도 검정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방법, t- , , 

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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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동기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사회적 동기‘ ’, 

심미적 동기 개인적 동기 등 개의 요인이 추출‘ ’, ‘ ’ 3

되었고 검정 분석 결과 사회적 동기 와 개인적 , T ‘ ’ ‘

동기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구매기준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디자  , ‘

인 관리 등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검정 분석’, ‘ ’ 2 T

결과 한국과 중국 여성의 소비자는 관리 요인에서 ‘ ’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브랜드 태도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만  , ‘

족도 이미지 실용성 유행성 가격 등 개의 ’, ‘ ’, ‘ ’, ‘ ’, ‘ ’ 5

요인이 추출되었고 검정 분석 결과는 실용성 과 , T ‘ ’

유행성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넷째 구매동기 구매기준과 브랜드 태도는 모두   , ,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정 의 관계이다 또한 구매(+) . 

기준과 브랜드 태도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

났으며 다음은 구매동기와 브랜드 태도의 상관관계,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의 상관관계가 높은 순으로 나

타났다. 

다섯째 중국과 한국 나라별 구매동기와 구매기준  , 

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 경우에는 구매동기와 구매기준이 모두 브랜드 

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 즉 구매동기와 구(+)

매기준이 높을수록 브랜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구매기준만 브랜드 태도에 .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과 다르게 나타났고 (+) , 

구매기준이 높을수록 브랜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여섯째 자주 구입하는 품목에서는 한국과 중국   , 

여성 모두 단품 상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매 횟수에서는 한국과 중국 여성 모두 달에 번 1 1

및 달에 번 이상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2 .

일곱째 의복 소비지출 월평균 비용은 중국 여성  , 

들은 주로 원을 지출하는 반면 한국 RMB 500-900 , 

여성들은 원으로 나타났다KRW 200,000-400,000 . 

브랜드 소비지출 월평균 비용은 중국 여성들은 SPA

주로 원을 지출하는 반면 한국 여성RMB 200-400 , 

들은 원으로 나타났다KRW 50,000-150,000 .

여덟째 브랜드의 선호 순위는 중국 소비자들  , SPA

은 순으Zara. H&M, Basic House, Uniqlo, Mango

로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SPA . 

소비자들은 Uniqlo, H&M, Zara, Basic House, 

순으로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Mango SPA

다.

연구결과에 따라 아래의 몇 가지 제언을 한다  .

  첫 번째 한국과 중국 여성의 소비자는 브랜, SPA

드의 구매동기 중에 심미적 동기 요인에 있어 뚜‘ ’ 

렷한 유의차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두 요인의 점, 

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나라의 여성 소비자 . 

모두 의류제품의 심미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류기업은 개인성향을 . , 

주목하는 동시에 또한 사회성과 심미성을 고려하여

야 한다. 

  두 번째 중국과 한국 여성 소비자 사이에 제품의 , 

유행성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중국 여성이 ‘ ’ 

한국 여성보다 더 제품의 유행성을 중요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제품의 유행성은 언제나 의류기업의 . 

이익의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 

오늘날 일반적인 브랜드의 소비자는 제품을 구SPA

매할 때 그 제품을 년 혹은 년을 사용할 수 있1 10

는지 고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먼저 제품. 

의 유행성 여부를 고민한다. 

  세 번째 한국형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하려면 , SPA

브랜드의 모델이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SPA

다 한류라는 문화와 더불어 중국의 대의 여. 20-30

성은 한국의 배우와 가수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호

감과 신뢰도가 있다 그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모. 

델인 브랜드의 제품을 자주 구매한다 당연히 모델. 

은 소비자들의 하나의 주관적인 요소이다 모델은 .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를 가속시키지만 인지도가 , 

어느 정도 높아진 후에 그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소

비자의 지지를 얻는 것은 제품의 품질과 유행성 등

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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