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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shion lifestyle of Chinese women in their 20s and analyzed the purchasing

behavior of clothing and attitudes toward the Korean image, Korean Wave, Korean fashion, and preference

for Korean fashion brands according to a fashion lifestyle.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1) Fashion

lifestyle was comprised of factors for the pursuit of personality, pursuit of aesthetic, pursuit of brand, and

pursuit of economy. The cluster analysis classified them into groups of: Economy/Personality Oriented,

Aesthetic/Brand Oriented, and Fashion-Indifferent. 2) Information source and store patronage were differ-

ent among the three consumer groups. 3) Attitude toward the Korean image, Korean Wave, Korean fash-

ion, and preference for Korean fashion brands were different among the three consumer groups. These re-

sults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or information for fashion companies that are developing marketing

strategies for Chinese women in their 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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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년간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구가했으며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든 2008년 이후

에도 중국은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중국은 2009년 한 해 동안 8.7%

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일본의 경제규모

를 넘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Rho, 2010).

중국의 고도성장과 소득수준의 증가는 중국의 의류 소

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2010년 상반기에는 도시 사람들

의 평균 의류 지출비는 전년대비 11.5% 증가해서 762.0위

안에 도달하였으며, 농촌 가정의 의복 지출비는 142.8위

안으로 전년대비 15.0% 증가하였다(“China apparel mar-

ket”, 2011). 이에 따라 소비의 유형도 고급화, 브랜드화

로 급속히 진행되고 해외 유명브랜드들이 대거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

다. 한국 패션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수단으

로 중국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

국 내 한류열풍은 이들 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중국 시장과 소비자 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중국 소비자의 의복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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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전체 집단으로 취급하기보다는 패션 라이프스

타일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이프스타일

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니는 차별적이고 특징적인 생활

양식이며(Lazer, 1971), 패션 라이프스타일이란 패션 상

품의 구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태도, 관심, 의견으로

(Gutman & Mills, 1982), 선행연구들(Jeong & Park, 2004;

Kim & Kim, 2007)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은 패션 라이

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세분화되며 세분화된

집단들의 의복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의류 분야에서 중국 소비자에 관련 연구들

은 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

구들(Lee, 2010; O. H. Lee, 2006; Liu & Kim, 2002)과

한류 현상에 관한 연구(Hong & Liu, 2009; Kim & Park,

2004)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들에 의해 중국 소

비자들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의복 구매행동에 차이

가 있으며, 한국이미지나 한류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따

른 구매행동과 한국, 한류 및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들

도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세분화된 집단들 간에 의

복 구매행동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한류에 대한 태도, 한

국 패션에 대한 태도 및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에 차

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따

라 중국 소비자들을 세분화하여 연구하는 것이 전반적

인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소비자들을 세분화한 것보다

그들의 의복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의 의류 시장은 여성복이 의류 소비의 54%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들 중에서도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여성들의 의류 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China apparel market”, 2011), 한류에 대한

관심은 20대 여성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20대 여성들을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세분화

하고 세분집단에 따른 의복 구매행동과 한국, 한류 및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

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패션 기업들에게 중국 소비

자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시장의 세분집단별 상품기획 및 판매 전략, 마케팅 활

동에 필요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20대 젊은 여성들을 패션 라이

프스타일에 따라 세분화하고, 이 집단들 간의 의복 구

매행동으로 정보원과 구매장소의 차이를 밝히고, 한국

과 한류에 대한 태도,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와 한국

패션 브랜드 구매의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 라이프스타일

Lazer(1971)는 라이프스타일은 사회전체 또는 일부

계층의 차별적이고 특징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하며, 소

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 예측하는데 중요한 개념

이라고 하였다. Janrow and Judelle(1974)는 패션은 옷

을 입는 방법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 시대

의 사상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사회현상으로, 패

션의 연속적 변화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반영이라고

하였다. Ko and Mok(2001)은 패션 라이프스타일을 소

비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의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태도, 욕구, 가치 등이 포함된 복합적

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내

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패션 라이프스

타일은 다양한 소비자들을 세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며, 패션 라이프스타일은 패션 상표나 제품에 대

한 태도, 평가기준, 만족요인, 추구혜택, 추구이미지, 구

매의도와 같은 의복과 패션 제품에 관련된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원 활용, 충

동 구매 및 계획 구매, 사장 및 재활용행동, 구매장소,

장신구 소유 및 착장, 향수 사용 등과 같은 패션 제품

의 구매 및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분집단에 따라 성별이나 연

령, 결혼여부, 학력, 월 수입, 용돈 등과 같은 인구통계

적 변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소비자들의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없으므로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Liu and Kim(2002), O. H. Lee(2006), Lee(2010),

Shen and Yu(2002) 등은 중국 소비자들을 라이프스타일

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여 연구한 결과, 세분집단들

간에 의류 구매태도와 구매행동, 쇼핑성향, 인구통계적

변인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hn and

Kim(2010)의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

일에 따라 국가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의복 구매행동

의복 구매행동들 중 한국 패션 기업들의 중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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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것으로 보이

는 정보원과 구매장소를 조사하였다.

1) 정보원

Cox(1967)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욕구를 만족시키

기 위해 의존하게 되는 정보의 원천을 정보원이라고

하였다. 중국 소비자들의 의복 구매 시 탐색하는 정보

원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hen

and Yu(2002)의 연구에서 중국 연변 조선족 대학생들

은 과거의 구매경험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다음이 타인

의 의복 관찰, 친구/가족의 조언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라이프스타일의 세분집단들 간에 중요시하는 정보

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패션

정보원이 인쇄 및 전파매체, 마케터 지배적, 인적 정보

원의 요인으로 나누어졌으며, 고관여집단이 마케터 지

배적 정보원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2)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들은 전공에 따

라 문과와 이과 계열 학생들이 예술계열의 학생들보다

과거의 구매경험을 더 중요시하며, 패션쇼와 잡지광고

와 팜플렛 같은 마케터 주도적인 광고는 예술계열의

학생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

생활수준에 따라서도 정보원 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ang and

Ok(2007)의 연구에서는 과거의 구매경험, 친구 및 가

족의 조언, 타인의 의복 관찰 등과 같은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을 마케터 주도적 정보원보다 많이 활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1. Previous studies on fashion lifestyle

Authors (Year) Subject Fashion lifestyle factors or segments Related variables

Hong

(2007)
Males Personality, fashion, and economy

Cosmetic purchasing behavior, age, marital 

stage, occupation, and income

Jeong and Park

(2004)
Internet shoppers

Trendy, indifferent, brand inclined, 

conservative, and practicality-minded

Satisfaction factors, sex,

and marital status

Kim

(2009)
Males

Ostentatious consumption, active,

fashion leader, and fashion retard
Perfume purchasing and using behavior

Kim and Kim

(2007)
Silver women

Fashion-involvement, medium fashion-

involvement, low fashion-involvement,

and fashion retard

Make-up benefits sought and attitude,

education, and income

Ko and Mok

(2001)
Apparel consumers

Personality seeking, planning purchase, 

fashion leader, fashion information seeking, 

media preference, commonness/traditional, 

and fashion follower (factor)

Attitude to advertising,

attitude to product,

and attitude to brand

Ko and Koh

(2009)
Indian women

Display/brand oriented, active profit seeking,

fashion oriented, and tradition oriented
Clothing purchase behavior

Kwon et al.

(2002)
Adult females

Fashion oriented, practical, progressive,

self conspicuous, brand seeking,

and personality seeking (factor)

Hoarding behavior

and recycling behavior

Lee et al.

(2004)
TV-home shoppers

Aesthetic, economics and fashion innovation,

conspicuous consumption,

and anti-fashion attitude

Product-related evaluative criteria,

purchasing intention, age, marital stage,

and status, occupation

Park and Yoo

(2000)

Casual wear 

consumers

Fashion advocates, individuality advocates, 

and practical type,

conformity type (factor)

Information source, sex, and age

Shin and Choi

(2008)
College students

Practical, brand oriented, personality,

and self conspicuous
Ornament wearing practices, and sex

Song et al.

(2008)
Males

Strong personal seekers, practical brand 

seekers, traditional personal seekers, active 

fashion seekers, and unconcerned group

Preference and purchasing intention of 

necktie, age, marital stage, and income

Yu and Ku

(2002)

Department credit 

card users

Fashion oriented, practical,

and self conspicuous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and impulsive bu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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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and Kim(2002)의 한국과 중국의 20~30대 중

상류층 여성의 의복 구매행동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중

국 여성들은 친구, 직장동료, 매장 디스플레이, 매장 판

매원의 순으로, 한국 여성들은 매장 디스플레이, 친구,

TV/잡지 등 대중매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05)의 연구에서는 20~30대 중국 대도시 직장여성들

은 매장이나 쇼윈도의 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이 이용하

고 다음으로 과거의 구매경험, 친구나 동료의 조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and Zhang(2005)의 중국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보원이 매체 정보

원과 인적 정보원, 점포 정보원 요인으로 분류되었으

며 한국 의류 상품 구매집단이 비 구매집단보다 매체

정보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10)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패션 잡지와 서

적을 의복을 구입을 결정하는데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성은 친구나 동료의

조언, 가족이나 친지의 조언 등을, 여성은 매장 및 쇼

윈도 디스플레이, 친구와 동료의 조언 등을 많이 참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국 대학생들은 과

거의 구매경험이나 친구, 직장동료들과 같은 인적 정

보원의 활용이 많고, 대도시의 직장여성들은 점포 정보

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의 연구

(Lee, 2010)에서는 패션 잡지와 서적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 활용은 라이프스타일과 관여

의 정도, 성별, 전공, 거주지, 한국 의류 상품 구매여부

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매장소

중국 소비자들의 의복 구매장소에 대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Liu and Kim(2002) 그리고 Shen and Yu

(2002)의 중국 대학생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고 애고 점포의 차이를 밝힌 연구에서는 전체

중국 대학생들은 재래시장이나 중소 백화점 애고 정도

가 높고 메이커 매장이나 노점상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집단에 따라 애고 점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ng and Ok(2007)의 중국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캐주얼 의류 구매 시 대형 백화

점을 가장 선호하였고 메이커 매장, 중소 백화점의 순

으로 선호하였다.

Hong and Kim(2002)의 한국과 중국의 20~30대 중상

류층 여성의 의복 구매행동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한국

과 중국 모두 브랜드 전문 매장과 백화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hn et al.(2003)의 중국 여성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백화점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이 브

랜드 단독점, 시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Park and Zhang

(2005)의 중국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국 의류 상품 구매집단은 고급 백화점과 명품관을 많

이 이용하였고, 비 구매집단은 일반 백화점, 브랜드 전

문점, 의류 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경우 재래시장

이나 대형 백화점, 중소 백화점을 선호하며, 여성들은

브랜드 전문 매장과 백화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이나 한국 의류 상품 구매여

부 등에 따라 선호하는 구매장소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국 의류 시장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China apparel

market”, 2011)에서는 중국의 브랜드 의류 판매에 있어

서 백화점과 전문점은 주요한 유통 채널이며 도매 시

장은 브랜드 네임 인지도가 거의 없거나 브랜드가 없

는 낮은 가격의 의류에 대해서는 인기 있는 유통 채널

이라고 하였으며, 지난 몇 년 동안 할인 매장과 아울렛,

온라인 유통 채널 및 멀티 브랜드 매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출현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한국과 한류,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 및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

Kim et al.(2008)은 국가이미지는 광의의 의미에서

국가라는 대상에 대해 개인들이 가지는 주관적인 신념,

아이디어, 그리고 인상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선행

연구들(Ahn, 2005; Bilkey & Nes, 1982: Lee & Ganesh,

1999; Parameswaran & Pisharodi, 1994; Yapark & Para-

meswaran, 1986)에 의하면 국가이미지는 그 나라의 전

반적인 제품이미지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et al.(2008)의 중국

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

한 호감도는 한국 일반 문화 상품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장에서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국가

이미지 지각에 대한 Ahn and Kim(2010)의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생활무관심형,

합리적 생활추구형, 진보적 유행추구형으로 나누어 분

석한 결과, 진보적 유행추구형이 보수적 생활무관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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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와 태도에서 진보

적 유행추구형 소비자와 합리적 생활추구형 소비자가

보수적 생활무관심형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와 태

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란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이다(Doopidia, 2012). 중국 등

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한류의 열풍은 최근

에 와서는 아이돌 그룹이 주도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

이면서 구미, 중동, 남미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

으며, 한국에서 인기 형성 후 해외로 전이되는 것이 아

니라 전 세계 동시 다발적으로 소비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Jung, 2010).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양국의 교류가 빈번

해지면서, 1997년 이후 “한류”문화가 대만을 시발점으

로 하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 유입되었다. 한국의

2002년 월드컵 개최는 한국을 중국인들에게 더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은 대외개방정책 이후 소득증가,

중산층 형성과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과정에서 변화에

걸 맞는 수준의 대중문화의 공백의 틈을 한국 문화 상

품이 적기에 메우면서 현재는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문화 산업뿐만 아니라 미용, 패션, 한국어, 유학 등과

같은 문화 산업 외적인 영역에까지 한국에 대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O. Y. Lee, 2006).

Ko et al.(2005)는 한류확산의 단계를 4단계로 구분

하였는데, 드라마, 음악, 영화 등 한국의 대중문화와 스

타에 열광하는 1단계와 DVD, 캐릭터 상품 등 대중문

화 및 스타와 관련된 연계 상품을 사는 2단계, 전자 제

품, 생활용품 등 일반적인 한국 상품을 구매하는 3단계,

한국의 문화, 생활양식, 한국인 등 한국 전반에 대한

선호와 동경으로 이어지는 4단계로 구분하였다. 중국

의 경우는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한류 마케팅에 힘입

어 화장품, 패션 상품, 전자 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Kim and Park(2004)은 중국의 한류현상은 가요나 드

라마, 영화와 같은 한국 대중문화의 전파와 한국 기업

의 현지화 노력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한국 연예인의

선호와 한국 상품의 선호, 한국 문화의 인기 등으로 영

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 신세대 패션에

나타난 한류의 영향으로는 헤어스타일이나 의상과 같

은 한국 연예인의 패션 스타일을 모방하고 한국 패션

상품의 선호도가 높아져 한국의 의류 브랜드에 대한 인

지도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Kim et al.

(2008)은 한류의 유형을 드라마, 영화 같은 비촉지적 한

류(Intangible Experience)와 패션과 음식 같은 촉지적

한류(Tangible Experience)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촉

지적 한류로 구분된 패션과 음식은 한국에 대한 태도와

한국 상품의 구매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O. Y. Lee(2006)는 한류의 접촉 전과 후에 중국인들

이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와 한국 제품에 대한 구매의

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류접촉 전부터 한국 제품

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나 한류접촉 후에는 더욱

뚜렷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 역시 한류접촉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한류의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는 긍정적인 편이 되지 못하였다. Hong and Liu

(2009)의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행

의견선도자 집단이 한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한류선호는 한국 패션 브랜드 구매의도에는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한국 패션 브랜드 태

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에 의하면 한류는 한국에 대한 태도와

한국 상품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이나 유행선도력에

의한 소비자 집단에 따라 한국이미지나 한류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는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과 한류, 한국 패션에 대한 태

도와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패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국 20대 여성들을 패션 라이프스타일

에 따라 세분화한다.

연구문제 2. 패션 라이프스타일 세분집단들의 정보

원과 구매장소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3. 패션 라이프스타일 세분집단들에 따른

한국과 한류,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 한

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의 차이를 밝힌다.

2. 측정도구

설문지의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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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Ko & Mok, 2001; Ko & Koh, 2009; Kwon et al.,

2002; Shin & Choi, 2008)의 문항들을 참고로 총 16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한국과 한류,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와 한국 패션브랜드 선호도에 대한 문항들은 Ahn

and Kim(2010), Kim et al.(2008), Hong et al.(2007)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사용하였고 각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에 대한 태도는 ‘한국

을 선호한다’, ‘한국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한국

을 좋아한다’로, 한류에 대한 태도는 ‘한국 대중문화에

호감을 느낀다’, ‘한류현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한

류에 호감을 느낀다’로,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는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한국 패션을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 패션을 선호한다’로,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는 ‘한국 패션 브랜드 상품에 호감이 간다’, ‘한국

패션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 ‘한국 패션 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로 측정하였다.

정보원 문항들은 Chang and Ok(2007), Hong and Kim

(2002), Park et al.(2005)의 문항들을 참고로 9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구매장소에 대한 문항들은 Chang and Ok

(2007), Liu and Kim(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

중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 9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이

상의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구통

계 문항들은 나이, 결혼여부, 학력, 직업, 소득수준, 거

주지, 월 의복 구입비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이중번역을 사용하

였는데 먼저 한국어로 작성한 후에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연구자가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

국어로 번역하였다. 그 후에 처음 작성한 한국어 설문

지와 일치할 때까지 수정을 반복하여 완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중국의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이트

http://www.oqss.com/OQSS35/survey/UserData/U5345/

S10002.aspx에 올려놓고 응답자들이 들어와 응답하게

하였다.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400명이

응답하였으며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391명의 응답

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연령은 20~24세가 57.3%, 25~29세가 42.7%이었고, 결

혼여부는 미혼이 82.6%, 기혼이 16.1%로 나타났다. 학

력은 대학교 졸업이 53.5%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

은 24.6%, 대학원 재학/졸업은 15.1%로 나타났으며, 고

졸은 6.9%로 가장 적었다. 직업은 학생 35.8%, 판매/서

비스 21.0%, 사무직 9.2%, 가정주부 1.5%, 기타 30.2%

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북경 17.6%, 시안 17.9%, 상해

15.6%, 심천 7.9%로 나타났고 기타가 40.9%로 가장 많

았다. 가족 월 수입은 3000위안 미만과 3000~6000위안

미만이 각각 36.1%씩 나타났고, 6000~9000위안 미만이

13.0%, 9000~12000위안 미만이 5.6%, 12000~15000위

안 미만이 1.3%, 15000위안 이상이 7.9%로 나타났다.

월 의복 지출비는 200~400위안 미만이 24.6%로 가장 많

이 나타났고, 400~600위안 미만이 24.3%, 800~1000위

안 미만이 14.6%, 600~800위안 미만이 13.8%, 200위안

미만이 13.0%, 1000위안 이상이 9.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은 SPSS/Win18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군집

분석, 분산분석, 사후검증 LSD, 회귀분석, 교차분석,

Cronbach's alpha 등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세분화

1) 패션 라이프스타일 요인

패션 라이프스타일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베리멕스 회전법에 의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공통성 0.5 이하인 문항들(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중요하다, 같은 브랜드의 옷을 계속 산다)과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유행에 따른 옷차림을 하고 싶

다, 유행과는 별도로 내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있다)

을 제거하고 분석한 결과, 12문항이 4요인을 구성되었

다. 각 요인의 구성문항, 분산, 신뢰도와 평균은 다음

<Table 2>와 같다.

요인 1은 ‘옷과 구두 등에 대한 취향에 개성이 있다’,

‘과감하게 개성을 표출하는 편이다’ 등의 문항들이 포

함되어 있어 ‘개성추구’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옷을

잘 입는 것은 중요하다’, ‘옷을 멋있게 입는 것도 좋은

삶을 사는 한 부분이다’와 같은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

어 ‘심미성 추구’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비싼 옷이

품질도 좋다고 생각한다’, ‘유명상표는 제 값을 한다’

등과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브랜드 추구’로 명명하

였다. 요인 4는 ‘비싼 옷은 부담스럽다’, ‘비싼 옷보다

싼 옷 여러 벌이 좋다’와 같이 경제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제성 추구’로 명명하였다. 4개의 요

인으로 총 분산의 67.6%를 설명하였고, 각 요인의 구성

문항들의 신뢰도는 0.579에서 0.774까지 분포하였다. 각

요인의 평균값은 심미성 추구요인이 4.21로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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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브랜드 추구요인으로 3.47이

고, 개성추구요인이 3.28, 경제성 추구요인이 3.21로 나

타나 중국 20대 여성 소비자들은 심미성을 가장 중요

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Jeong &

Park, 2004; Ko & Mok, 2001; Kwon et al., 2002; Shin

& Choi, 2008)에서는 유행추구가 패션 라이프스타일

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행추

구가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중

국에서는 유행추구보다는 심미성 추구나 브랜드 추구,

개성추구, 경제성 추구 등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세분집단

중국 20대 여성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기초로

집단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

집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K평균 군집법을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 세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군집 1은 개성추구, 심미성 추구, 브랜드 추구와 경

제성 추구, 모든 요인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기 때문

에 ‘패션 무관심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391명

중 95명(24.3%)이 포함되었다. 군집 2는 심미성 추구

와 브랜드 추구가 높게 나타나서 ‘심미/브랜드 추구집

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391명 중 146명(37.3%)이

포함되었다. 군집 3은 개성추구, 경제성 추구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높아 ‘경제/개성추구집단’으로 명

명하였다. 전체 391명 중 150명(38.4%)이 포함되어 심

미/브랜드 추구집단과 함께 비교적 규모가 큰 집단으

로 나타났다.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for fashion lifestyle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α  Mean

Personality

pursuit

I have my own taste in choosing clothing and shoes. 0.825

3.587
29.894

(29.894)
0.774 3.28

I dare to express my own personality. 0.772

I prefer to wear the most contemporary clothing. 0.706

I prefer to choose clothing that expresses my personality

very well.
0.704

Aesthetic

pursuit

It is important for me to get dressed well. 0.828

1.686
14.049

(43.943)
0.773 4.21It is a significant part of a good life to dress up stylish. 0.807

I pay attention to harmony in dressing up. 0.762

Brand

pursuit

I think that expensive clothing has a better quality. 0.837

1.577
13.141

(57.084)
0.762 3.47A famous brand is worthy of its price. 0.784

Though expensive, clothing of a famous brand is better. 0.766

Economy

pursuit

I feel burdened about expensive clothing. 0.835

1.258
10.481

(67.564)
0.579 3.21I would prefer buying more number of cheaper clothing

to buying one expensive one.
0.828

Table 3. Group segmentation according to fashion lifestyle

Group

Factor

Group 1

Fashion-Indifferent 

(n = 95)

Group2

Aesthetic/Brand

(n = 146)

Group3

Economy/Personality 

(n = 150)

F

Personality pursuit 2.78 (C) 3.37 (B) 3.52 (A)  50.804***

 Aesthetic pursuit 3.49 (C) 4.55 (A) 4.34 (B) 104.778***

Brand pursuit 2.79 (B) 3.73 (A) 3.64 (A) 77.794***

Economy pursuit 3.18 (B) 2.49 (C) 3.94 (A) 296.123***

***p≤.001

LSD multiple range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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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 라이프스타일 세분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

패션 라이프스타일 세분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분집단에 따라서 결혼여부, 직업, 거주지, 가족 월 수입,

월 의복 구입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

과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결과에 의하면 패션 무관심 집단은 미

혼의 사무직 종사자가 많았고, 가족 월 수입과 월 의복

구입비가 적은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

브랜드 추구집단은 미혼의 대학생이 많으며, 가족 월 수

입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월 의복 구입비는 600위

안 이상인 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성추

구집단은 기혼의 사무직과 판매/서비스 종사자가 많았

다. 가족 월 수입은 9000위안 이하가 많고, 월 의복 구

입비는 200~600위안 미만이 많았다.

2. 패션 라이프스타일 세분집단들의 정보원과 구

매장소

1) 패션 라이프스타일 세분집단들의 정보원

정보원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베리멕스 회

전법에 의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잡지

와 패션쇼, 연예인/유명인의 옷차림, TV광고의 문항이

포함된 ‘매체 정보원’과 주위 사람들의 옷차림과 판매

원의 조언, 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대화의 문항들이 포

함된 ‘인적 정보원’, 윈도우 디스플레이와 상점 내 디스

플레이가 포함된 ‘점포 정보원’으로 요인이 나뉘어졌다.

세 요인의 평균은 점포 정보원의 평균(3.78)이 인적

정보원(3.31)과 매체 정보원(3.20)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Park and Zhang(2005)의 연구에서 중

국 20~30대 중 상류 여성의 정보원 요인이 매체 정보

원, 인적 정보원과 점포 정보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정보원이 매장 정보원이었던 결과와 일치

한다.

패션 라이프스타일 세분집단들에 따라 활용하는 정

보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으로 LSD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매체 정보원과 인적 정보원, 점포 정보원 모두 패션

라이프스타일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패

션무관심 집단은 세 집단 중 정보원에 대한 활용도가 가

장 낮았다. 심미/브랜드 추구집단은 점포 정보원에 대한

활용도가 높았다. 경제/개성추구집단은 세 집단 중 매체

정보원, 인적 정보원, 점포 정보원의 모든 정보원의 활

용 정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 무관심 집

단은 외모나 브랜드에 관심이 없으므로 모든 정보원의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심미/브랜드 추구집단은 외

모를 중요시하고 브랜드를 중시하므로 브랜드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점포 정보원 활용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개성추구집단은 자신에게 어울

리고 저렴한 의복을 찾기 위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다

양한 정보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패션 라이프스타일 세분집단들의 구매장소

패션 라이프스타일 세분집단들의 의복 구매장소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사

후검정으로 LSD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패션 라이프스타일 세분집단에 따른 구매장소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패션 무관심 집단은 모

든 구매장소의 이용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심미/브랜

드 추구 집단은 대형 백화점과 중소 백화점, 브랜드 전

매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성추구

집단은 중소 백화점과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 홈쇼핑,

메이커 매장, 노점상(Hawker: 길거리에서 소규모로 판

매), 도매시장(브랜드 네임 인지도가 거의 없거나 브랜

드가 없는 낮은 가격의 의류를 도매 혹은 소매로 판매

하는 곳)의 이용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구매장소의 전체 평균을 보면 브랜드 전매점이 3.74,

중소 백화점이 3.60, 대형 백화점이 3.55 인터넷 쇼핑이

3.5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홈쇼핑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Hong & Kim, 2002;

Park & Zhang, 2005; Park et al., 2005; Sohn et al., 2003)

의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인터넷 쇼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20대 소비자들의 경향이 반영된 것

으로 판단된다.

3. 패션 라이프스타일 세분집단들의 한국과 한류,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 및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의 차이

패션 라이프스타일 세분집단들의 한국과 한류,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 및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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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demographics of fashion lifestyle segment group

Demographics

Fashion-

Indifferent

(n = 95) 

Aesthetic/

Brand

(n = 146)

Economy/

Personality

(n = 150)

Total χ
2

Age
20-24 54 ( 54.4) 92 ( 83.6) 78 ( 85.9) 224

3.678
25-29 41 ( 40.6) 54 ( 62.4) 72 ( 64.1) 167

Marital status

Married 11 ( 15.3) 17 ( 23.5) 35 ( 24.2) 63

10.785*Single 83 ( 78.5) 128 (120.6) 112 (123.9) 323

The rest 1 (  1.2) 1 (   1.9) 3 (   1.9) 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ion 3 (  6.6) 6 ( 10.1) 18 ( 10.4) 27

11.855

College school student 20 ( 23.3) 39 ( 35.8) 37 ( 36.8) 96

College school graduation 54 ( 50.8) 80 ( 78.0) 75 ( 80.2) 209

Graduate school

student/graduation
18 ( 14.3) 21 ( 22.0) 20 ( 22.6) 59

Occupation

Student 31 ( 34.1) 61 ( 52.1) 48 ( 53.8) 140

18.340*

Specialized job 3 (  1.9) 0 (   3.0) 5 (   3.1) 8

Housewife 0 (  1.5) 1 (   2.2) 5 (   2.3) 6

Office job 22 ( 20.0) 23 ( 30.5) 37 ( 31.5) 82

Sale/Service 6 (  8.8) 14 ( 13.4) 16 ( 13.8) 36

Other 33 ( 28.7) 46 ( 43.9) 39 ( 45.4) 118

Residence

Beijing 16 ( 16.8) 18 ( 25.8) 35 ( 26.5) 69

23.044**

Shanghai 18 ( 14.8) 32 ( 22.8) 11 ( 23.4) 61

Shenzhen 11 (  7.5) 8 ( 11.6) 12 ( 11.9) 31

Xian 13 ( 17.0) 33 ( 26.1) 24 ( 26.9) 70

Other 37 ( 38.9) 55 ( 59.7) 68 ( 61.4) 160

Monthly

family income

Less than 3000 yuan 27 ( 34.3) 56 ( 52.6) 58 ( 54.1) 141

19.546*

More than 3000 and

less than 6000 yuan
44 ( 34.3) 40 ( 52.6) 57 ( 54.1) 141

More than 6000 and

less than 9000 yuan
8 ( 12.4) 22 ( 19.0) 21 ( 19.6) 51

More than 9000 and

less than 12000 yuan
8 (  5.3) 8 (   8.2) 8 (   8.4) 22

More than 12000 and

less than 15000 yuan
0 (  1.2) 3 (   1.9) 2 (   1.9) 5

More than 15000 yuan 8 (  7.5) 17 ( 11.6) 6 ( 11.9) 31

Monthly purchase

cost of clothing

Less than 200 yuan 18 ( 12.4) 15 ( 19.0) 18 ( 19.6) 51

27.837**

More than 200 and

less than 400 yuan
30 ( 23.3) 27 ( 35.8) 39 ( 36.8) 96

More than 400 and

less than 600 yuan
22 ( 23.1) 27 ( 35.5) 46 ( 36.4) 95

More than 600 and

less than 800 yuan
7 ( 13.1) 28 ( 20.2) 19 ( 20.7) 54

More than 800 and

less than 1000 yuan
11 ( 13.8) 27 ( 21.3) 19 ( 21.9) 57

More than 1000 yuan 7 (  9.2) 22 ( 14.2) 9 ( 14.6) 38

*p≤.05, **p≤.01

(  ): Expected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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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LSD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패션 라이프스타일 세분집단들의 한국과 한류,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 및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가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패션 무관심 집단은 한국과

한류,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 및 한국 패션 브랜드 선

호도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심미/브랜드 추구

집단은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제/개성추구집단은 한국과 한류,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 및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들의 평균을 보면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

도가 3.44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가 3.42, 한류에 대한 태도가 3.13, 한국에 대

한 태도가 3.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20대 여

성 소비자들은 한국 패션 브랜드를 가장 좋아하는 것

Table 5. Result of ANOVA for information source of segment group

Information source Fashion-Indifferent Aesthetic/Brand Economy/Personality F Mean

Media 2.77 (C) 3.24 (B) 3.43 (A) 28.539*** 3.20

Human 3.15 (B) 3.14 (B) 3.57 (A) 19.156*** 3.31

Store 3.54 (B) 3.81 (A) 3.91 (A) 11.856*** 3.78

***p≤.001

LSD multiple range test: A>B>C

Table 6. Result of ANOVA for shopping places of segment group

 Shopping place Fashion-Indifferent Aesthetic/Brand Economy/Personality F Mean

Large department store 3.08 (C) 3.84 (A) 3.56 (B) 25.621*** 3.55

Small department store 3.28 (B) 3.73 (A) 3.67 (A) 11.462*** 3.60

Brand specialty store
a

3.43 (C) 3.99 (A) 3.69 (B) 16.404*** 3.74

Traditional market 3.15 (B) 3.03 (B) 3.50 (A) 11.226*** 3.24

Internet shopping 3.34 (B) 3.45 (B) 3.71 (A) 6.665*** 3.52

TV-home shopping 2.25 (B) 2.07 (B) 2.62 (A) 72.188*** 2.32

Maker store
b

 2.67 (AB) 2.60 (B) 2.92 (A) 4.101* 2.74

Hawker 2.55 (B) 2.24 (C) 3.04 (A) 27.118*** 2.62

Wholesale store 2.78 (B) 2.42 (C) 3.15 (A) 21.614*** 2.79

*p≤.05, ***p≤.001

LSD multiple range test: A>B>C
a
National brand specialty store
b
They sell fabric and receive tailor-made orders.

Table 7. Attitudes toward the Korea image, the Korean Wave, Korean fashion, and Korean fashion brand pre-

ference of segment groups

Fashion-Indifferent Aesthetic/Brand Economy/Personality F Mean

Attitudes toward

the Korean image
2.83 (B) 2.99 (B) 3.38 (A) 14.793*** 3.10

Attitudes toward

the Korean Wave
2.84 (B) 3.02 (B) 3.41 (A) 15.971*** 3.13

Attitudes toward

Korean fashion
3.10 (C) 3.39 (B) 3.65 (A) 15.614*** 3.42

Korean fashion

brand preference
3.06 (B) 3.47 (A) 3.64 (A) 16.705*** 3.44

***p≤.001

LSD multiple range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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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Hong and Liu(2009)의

중국 여자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V. 요약 및 결론

중국 시장과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패션 기

업들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중국 20대 여성들을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세분화하고, 이 집단들 간의 정보원 사용과 구매장소의

차이를 밝히고, 한국과 한류,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와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 20대 여성 패션 라이프스타일은 개성추구,

심미성 추구, 브랜드 추구 및 경제성 추구 4개 요인으

로 구성되었으며, 심미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패션 라이프스타일 요인들에 의해 패션 무관심

집단(24.3%), 심미/브랜드 추구집단(37.3%), 개성/경제

추구집단(38.4%)으로 세분화되었다.

2. 패션 라이프스타일 세분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무관심 집단은 미혼의 사무직

종사자가 많았고, 가족 월 수입과 월 의복 구입비가 적

은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중 정보원

에 대한 활용도가 낮고, 구매장소 이용 정도도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과 한류,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 및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도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미/브랜드 추구집단은 미혼의 대학생이 많

으며, 가족 월 수입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월 의복

구입비는 600위안 이상인 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상점 내 디스플레이와 원도우 디스플레이 같은 점

포 정보원에 대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집

단에 비해 대형 백화점, 브랜드 전매점 등 고급스러운

구매장소를 많이 이용하며,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개성추구집단은 기혼의 사무직과 판매/

서비스 종사자가 많았다. 가족 월 수입은 9000위안 이

하가 많고, 월 의복 구입비는 200~600위안 미만이 많

았다. 의복 구입 시에 다른 집단들에 비해 다양한 정보

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 중소 백

화점과 인터넷 쇼핑, 재래시장, 도매시장 등 저렴한 곳

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과 한

류,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 및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

도 모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국 의류 시장은 단순한

저가 제품 시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중국 소비자들

을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세분화하여 그들의 요구

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20대 여

성들을 목표고객으로 하는 의류업체에 다음과 같은 마

케팅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개성추구집단은 집단의 규모도 가장 크고 한

국, 한류,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와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집단이므로 가장 중요한

타깃집단으로 판단된다. 이 집단은 개성이 강한 집단으

로 외모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하며, 개

성 있는 의복을 구매하기를 원하지만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표현하기를 원하

는 개성을 파악하여 이를 표현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

이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정보원을 통하여 판

촉하고 고급 매장보다는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 한류,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와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므로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한 한류의

바람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패션 기업의 모델로 한류스타

를 기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2. 심미/브랜드 추구집단은 외모와 브랜드를 중시하

며 의복비의 지출이 많은 집단으로, 한국과 한류 및 한

국 패션에 대한 태도보다는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

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는 고가 명품 브랜드 전략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백화점이나 브랜드 전매점 등의 고급스러운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K-pop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한 한류의 바람을 계속 이어나가 이 집단

의 한국, 한류 및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와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

하겠다.

3. 패션 무관심 집단은 패션에 관심이 적으며 가격에

민감한 집단이다. 이들에게는 저렴한 실속 있는 제품

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패션이나 브랜드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므로 중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도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새

로운 문화에 접하게 되면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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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류의 바람을 통하여 한국이나 한국 패션 브랜드

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가야 할 것이다.

4. 한국이나 한류에 대한 태도는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나 한국 패션 브랜드 선호도에 비해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한국이미지를 높이고 한류에 대

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기업들뿐만 아니

라 국가나 민간 차원에서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다양

한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한류를 더욱 발전시키고 K-

pop을 통한 한국 패션 브랜드의 대중화와 명품화를 이

끌어 가야 할 것이다.

5. 라이프스타일 요인들 중 심미성 추구는 소비자들

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국 소비자

들의 미에 대한 기준을 연구하여 미적 혜택을 높여 주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중국 20대 여성으로 한정되

었으며 표본을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편의표집하였으

므로 결과의 확대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후

속연구에서는 남성 소비자들이나 다양한 연령대의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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