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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demographics and materialism on the consumers's

attitudes and clothing purchase behaviors. The subjects compose of 302 college students

living in Yunnam, China. The mean, ANOVA, factor analysis, Duncan test were used for

statistics analysis. According to our results, the factors of materialism, symbolic

consumptions, and attitude toward fashion luxury products are identified: three factors of

materialism (success symbols, practical living, and happiness pursuing), three factors of

symbolic consumption (conspicuous, hedonic, communication), and five factors of attitudes

toward fashion luxury products (quality, involvement, ostentation, luxurious aspect,

pleasure). Among the demographics, gender, income, social stratification, father's

education and job influenced the symbolic consumption, and desire's fashion luxury

products. In addition, gender, income, social stratification, father's education and job

influence the clothing selection standards and the extent of using fashion informations.

Lastly, symbolic consumption, attitudes toward fashion luxury products, and apparel

purchasing behaviors all proven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3 groups of

materialism.



이옥희 강영의 /‧ 중국 중서부 지역 운남성 대학생들의 소비행동 연구 제 보( ) ( 1 )

51

서 론.Ⅰ

무한 경쟁 속에서 소비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

업들은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산업체질 개

선 및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엔저기조 미국. ,

의 양적약화 축소추진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등의,

해외여건이 악화되고 저성장기조 고착화 가능성 등,

경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Economy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 악5 organization”, 2013),

화의 여파로 내수시장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응해 국

내 소비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조사연구 뿐만 아니라

수출확대를 위해 소비시장이 큰 해외시장 진출이 필

요한 시기이다.

중국은 년2001 가입 후 시장경제체제 발전이WTO

가속화되고 개방형 경제시스템의 확립과 무역자유화

개혁으로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 최대10

수출국이자 대 수입국으로 무역 강국이 되었으며2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에서 중국은 년2000

이후 미국을 제치고 가장 높은 성장 기여를 보이고

있다("Evaluation for 10 years to China WTO

joining", 2011). 년 한중 수교 후 여 년간1992 20․
양국간 인적 물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

우리나라는 년대부터 년 상반기까지 대중1980 2012

국 수출액이 일관되게 위로 년 상반기 경제1 , 2010

성장의 절반 이상 을 대중국 교역효과에 의존(52%)

하고 있으며 한중 가 체결될 경우 대중국의존도FTA․
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Kang, Lee, &

Whang, 2010) 세계경제의 악재로 인한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

라 중국경제의 변동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중국과 무역에 신속히 대

응하기 위하여 중국경제 상황과 소비시장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는. Ko and Song(2004)

중국의 투자환경과 의류시장의 현황분석 결과에서

개혁 개방정책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외국인 투자,

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소비자들이 지역 소득 계, , ,

층별로 극심한 차이를 보였고 다양한 의류구매 행동

과 선호도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중서부지역.

개발 등 중국의 신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신규로 진출 가능한 지역과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분석이 요구된다 중국정부는. 2006

년 차 경제계획에 따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도11

시 농촌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발달된 동부 연

안에 비해 소비가 제한되고 있고 낙후되어있는 중서

부 및 내륙지역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이전시키고

자 하였다 동부 연안의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거점도시를 중서부 및 내륙지역에서 육성하며 도시

화율을 높이려 하는 등 중국정부가 강력히 추진할,

서부개발 프로젝트는 향후 중서부 지역이 새로운 소

비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S. Park, 2011) 시사한

다.

그동안 다양한 학문분야와 특히 의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중국 소비자의 특성 시장세분화 등 중국,

시장에 관한 선행연구(Jang, Park, & Park, 2009;

O. Lee, 2002 들이 주로 중; S. Lee, & Piao, 2011)

국 동부 연안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 전략으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산업인구 유입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시장에 우리나라 의류브랜드들이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중서부지역 소비자와 소비시장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물질주의는 소비자들

의 선택행동을 유도하는 가치관의 하나로 구매되는

상품의 유형과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특정한.

물질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은 낮은 가치를 두는

사람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

며 물질주의 가치관은 의류 소비자들의 행동을 예,

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전통.

적으로 체면과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

능적인 욕구보다 상징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개성과

사회적 신분을 위한 과시적 소비성향증가로 세계 사

치품시장규모의 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상1/4

징적 소비와 패션명품태도에 대한 연구는 중국 소비

Key words : 과시적 쾌락적 물질주의conspicuous( ), hedonic( ), materialism( ), symbolic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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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제품 개발 가격 광고의 마케팅전략에서 중, ,

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진출에 필요한 중국시장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고,

특히 중서부에 위치한 운남성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

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물질주의성향에 따른 상

징적 소비 패션 명품태도 및 의류구매행동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류업체에 중국 서

부지역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Ⅱ

중국진출을 위한 환경 분석1.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속적이고 안정된 마케팅활동을 위해 그 나

라의 일반적인 특성과 소비시장의 특성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중국은 한족 전 인구의 을 비롯한 총 개의( 92%) 56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억 인구와 남한의 배13.5 97

면적 세계 위 을 가진 거대한 나라로 언어는 중국( 4 )

어가 통용되며 방언 및 소수민족언어가 존재한다.

행정구역은 하북 산서 운남 등 개의 성과 북경, , 22 ,

상해 등 개의 직할시 개의 자치구 개의 특별행4 , 5 , 2

정구 홍콩 마카오 로 이루어져 있다( , ) ("Country

중국은 년대 말 개혁개방information", 2013). 1970 ․
정책을 표방한 이후 년 가입과 동시에 시2001 WTO

장경제체제와 개방형 경제시스템의 도입과 무역자유

화 정책으로 연평균 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10% .

년 제 차 경제계획에서 조화로운 사회 건설2006 11 ‘ ’

을 목표아래 베이징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

를 개최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증과 교역량의 증가

로 교역규모 세계 위에서 위로 급성장하였다6 2 (K.

중국은 제 차 경제계획에서 이러한Lee, 2007). 12

높은 수준의 성장률보다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정책

으로 기조를 변경하였으며 세계경기의 침체 속에서,

중국경제도 다소 둔화되어 년 만에 최저치인13 ,

년 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중속성장시대로7.8%(2012 )

진입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속도를 보일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Evaluation to light landing

criticism of Chinese economy", 2011)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살펴보면 년 한중 수교를 맺은1992 ․
우호협력관계에서 협력동반자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거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

으며 인적 물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한, .

국의 세계 최대 수출국임과 동시에 세계 위의 수입2

시장인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년보다 약2001 5.5

배 수입액은 배로 증가하여 한국은 년 미, 5.9 2011

국 일본 홍콩에 이어 중국의 제 대 교역국 대 수, , 4 , 6

출국 대 수입국이 되었으며 중국은 한국의 제 위, 4 , 1

투자대상국이 되었다("Evaluation for 10years to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China WTO joining", 2011).

자의 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경제성장1/4 ,

률 의 변화는 한국의 대중 수출 의 변화를1% 2.9%

유발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Kang et al., 2010) 또한 년부터 협상과. 2004

정에 있는 한중 가 체결될 경우 대중국 의존도FTA ,․
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진출 기업들

은 중국경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시장상황에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모든 사람이 중등사회를 지향하는 샤오

캉 사회 년 를 주창한 이래 특히 지역경(2006~2020 )

제의 균형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중국의 동부 연안에 비해 소비가 제한되고,

있고 낙후되어 있는 중서부 및 내륙지역에 대한 소

비확대 정책으로 향후 중서부지역이 새로운 소비시

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S. Park, 2011). 2050

년까지의 서부 대개발 장기계획을 추진 중인 중국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청두 우한 창사 시안 등, , ,

급 내륙의 대표적인 도시들은 금융위기 상황에2, 3

서도 급의 연해도시와 달리 경제성장률 이상의1 10%

높은 성장세를 보여 중국 평균성장률을 크게 상회한

다 최근 중국 중서부 지역 개발이 확대되면서 중서.

부지역이 동부 연안과 유사한 임금을 제공하며 농민

공들의 고향에서 가깝다는 이점으로 중서부로 이동

하는 농민공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중서부 대개발 계획과 후커우 폐지론이 대두되면‘ ’

서 중서부지역의 급 도시들이 미국 프랑스 일본2,3 , ,

등의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S. Park, 2011) 한편 한국정부도 수출확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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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에서 거대 소비시장으로 전환하고 있‘ ’ ‘ ’

는 중국 내수시장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중서부 개발 분야로 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의 중서부 개발 관련 성( ),省

시 간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 ("Export市

그동안 중국의 발달된 동부 연extension", 2013).

안 대도시지역에 대한 선진국의 관심과 소비시장에

대한 연구에 비해 빈곤층 인구가 많은 중서부지역,

소비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관심이 없었고 중서

부지역 소비시장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유입인구와 해외투자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한국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중서부지역의

청두와 인접해 있는 운남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

비자 태도와 의복구매행동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물질주의2.

물질주의를 소비자행동 분야에서 처음으로 측정한

바 있는 이Ward and Wackman(1971) 물질주의를

소유물과 돈이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진보에 중요하

다고 믿는 신념이라고 정의 한 이래 사람들의 의식,

속에 팽배한 물질주의는 정신적 문제보다는 물질에

대한 욕구와 욕망에 전념하는 성향이나 삶의 방식으

로 소비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소비문화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는 물질주의를 물질적 소. Belk(1984)

유와 소비를 행복의 주된 원천으로 보는 것 자유재,

량적인 소비를 통해 심리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

고 정의하였으며 소유욕 관대하지 않음 부러움과, , ,

같은 개인의 탐욕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물질주의.

가 오늘날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물질주의에 대하여 보는 관점이 다양하

다 물질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살펴보면. ,

물질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낮거나(Belk,

강박적 구매경향이 높아 물질주의 수준이 심1984),

하면 과도한 지출로 경제적 파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물질주의 성향이 강(Faber & O'Guinn, 1988),

한 어린이와 청소년일수록 이기적이며 사회관이 부

정적으로 나타났다 고 하였다 한(Yeuja Lee, 1992) .

편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 측면은 보다 크고 익명,

된 사회가 됨에 따라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보다 무

엇을 소유하는가가 자아상을 나타내주는 즉 개인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재화의 소유가 기여한다는 관점

과 물질주의 하위특성인 소유욕은 자신(Belk, 1985)

의 소유물을 잘 소유하고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주의에 대한 긍.

정적 부정적 시각보다는 물질주의는 모든 소비자에,

게서 볼 수 있으며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취급되어

야 한다는 견해 도 있다(C. Park, 1993) .

는 중국 소비자의 물질주의Belk and Zhou(1987)

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나 신상품에 대한 열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중국 소비자의 성향,

이 혁신적이어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상품

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중국 소비자의 물질주의에 대한.

실증연구 에서 중국 동부에(Yongsook Kim, 2003)

위치하고 있는 랴오닝성 지역 대학생들의 물질주의

성향은 성공상징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은 생활중심성향 행복추구적성향의 순으로 나타났,

음을 밝혔다.

소비자태도3.

상징적소비1)

상호작용과정에서 사회적 도구로서의 제품의 역할

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징

으로 보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Grubb &

은 제품의 상징성을 매개로 하여Grathwohl, 1967)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로 자아를 형성하고

유지 고양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

은 소비자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반Solomon(1983)

응으로서의 제품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욕구충족 자아의 고양 및 유지와 같은 개인의 목표,

에 의해 제품 선택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는 의복이나 화장품 보석과 같은 상징성이 강한 제,

품은 어떤 집단이나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폭넓게 공

유되고 있는 의미를 지니는 제품으로서 그것을 구,

매하거나 소비하는 개인의 자아이미지나 개인적 속

성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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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개인의 자,

아와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는 행위의 지침(Kaiser,

이 된다고 볼 수 있다1985) .

의복은 어떤 제품이나 어떤 행위보다 더 시각적이

고 추상적 상징적이어서 착용자 자체나 사회적 상,

황에서 그가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지각

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복의 상징성은 인.

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여줌으로써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동기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며 행동을 체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Kaiser,

의복의 상징적 소비에 관한 질적 연구들은1985).

의복의 상징적 의미를 신체적 사회적 내적 의미수, ,

준의 세 가지 구조 와 또 쾌락적 의식(Min, 1999) , ,

적 표현적 소비의 세 차원, (H. 으로 구분Lee, 1989)

하였는데 이러한 상징적 소비성향, 을 Yangha

는 신분이나 지위의 상징성이 부여된 제Kim(2005)

품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능력 있음을, 남에게

보이려는 소비유형이라 하였다.

패션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상징성이 높고 이미

지 특성이 강해 정서적 애착을 경험하게 하는 빈도

가 높은 감성적인 제품으로 심리적인 애착에도 영향

을 미치며 의복의 상징적 소비는 타인과의 구별, ,

자아 이미지를 반영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

하게 하는 상징적 행위이자 자기를 과시하는 욕구와

물질에 대한 성향을 나타낸다(J. Kim & Yoo,

2008).

한편 소비자 행동을 합리적 인지적 측면에서 접,

근하는 정보처리론의 관점과 달리 경험론적 관점에

서(Hirshman & Holbrook, 1982)는 소비자를 정서‘

적 소비자로 정의하며 소비자의 정신세계의 영역’ , ,

즉 이미지와 비합리적이고 직관적인 사고 자기중심,

적인 사고 몰입경험 등에 주로 관심을 가지며 제, ,

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비자의 감정적

정서상태와 관련지어 소비자행동을 연구하였다.

도 오페라 영화 오락Holbrook and Moore(1981) , , ,

의상 등 상징적이고 심미적이며 감정적인 제품을 쾌

락적 소비의 연구 대상으로 보고 이러한 제품들은

전통적 소비자행동연구만으로는 부적합하다며 경험

론적 연구 관점을 강조하였다 소비자행동은 상당.

부분 정보처리론적 관점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나,

여가활동 소비자의 심미적 상징적 의미 다양성 추, , ,

구 쾌락적 반응 정신적 자원 감정 놀이 예술적, , , , ,

분야 등은 경험론적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관점은 상호보완적이다(O. Lee, 1997) 쾌.

락적 소비를 제품사용경험에 있어서 다감각적 환상,

적 감정적 측면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 소비,

자 행동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Hudson &

Murray, 1986), 는Choi and Rhee(1994) 의류상품

소비시 경험하는 주관적 경험적 측면의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의류제품을 구매하고,

착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감 흥분, ,

감 자유로움 환상 등 다양한 감정은 소비자들의, ,

소비동기이면서 동시에 경험으로 축적되어 상품선택

이나 구매 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상.

대방을 추론할 수 있는 상징적 소비의 연구대상으로

서 의복의 상징적 소비에 물질주의 사회계층과 준,

거집단 자아존중감 등, (Ko, 2001; O. Lee, 1997;

Youngsook Kim, Lee, & Kim, 2005)이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는데 물질주의는 의복의 상징적 소비와,

과시소비성향을 높이는 가치관으로 청소년들의 성,

별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

인이 의복의 상징적 소비성향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

다.

명품태도2)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소비의 양극화 양상과 더불어 명품소비가 확대되고

특히 패션명품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명품은 전통적으로 특정상표 상품의,

사용으로 소유자가 위신을 얻게 되는 상품으로 정의

되고 있으며(Grossman & Shapiro, 1988 영어로는)

혹은‘Lxury brand Luxury Goods’(M. Lee, 2009)라

고 하며 뛰어난 품질과 고가격으로 인식(E. Choi,

Hong, & Lee, 2010)되고 있다 명품소비가 가장 빠.

른 증가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년 명품시장 성2011

장률은 를 넘었으며 최근 경제성장속도의 둔화30% ,

로 증가율이 축소되었지만 미국 맥킨지, (Mckinsey

는 중국명품시장이 아시아 시장에선 여& Company)

전히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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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Cheongdo", 년까지 중국 명품2013), 2015

시장 규모가 세계 명품시장의 로 규모는 약30% 12

조원 달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소비를 견인.

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동부 연안, , 1

급 도시였으나 중서부개발정책으로 중서부의, 2, 3

급 도시가 개발과 함께 소비시장이 급속히 팽창할

전망이다("Expanding consumer's market of

China", 2012).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역인

운남성과 접해있는 사천성의 청두의 소비자는 특정

한국브랜드를 굉장히 선호함에도 한국의 명품브랜드

는 아직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China Cheongdo", 한국브랜드들이 명품이2013).

라는 이미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명품산

업 특성과 조건들을 파악하고 한국 고유의 명품산업

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명품이라.

면 샤넬이나 구찌 에르메스 루이뷔통 등과 같이, ,

대중들이 쉽게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명성이 있

어야 하는데 이러한 명품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

건을 살펴보면 브랜드의 뛰어난 품질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투철한 장인정신이 있어야 하며 시간,

을 통해 검증 받음으로써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 또.

한 대중의 동경을 유발할 수 있는 희소성을 지녀야

하며 브랜드의 대중화를 막고 매니아를 많이 확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명품소비(Nam, 2006).

는 년대 이후 빠링허우 태어나고 해외유1980 (80 , )后

학을 다녀오거나 부유한 부모님을 둔 세 이하의45

젊은 연령층이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중국에.

서 가장 주목받는 소비자층으로 제품의 특징이나 편

익에 좌우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감성을 자극하여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자기만족을 위한 명품에 관

심이 매우 많다(Jeong, 2012). 이러한 명품족 세(L

대 은 최고의 브랜드를 구입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

을 획득한다고 인식하며 명품을 사는 것이 절약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몇 달 동안의 아르바이트

수입을 지갑 하나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백화

점이나 인터넷쇼핑몰 카드업계의 큰손으로 여겨질,

만큼 이들은 명품소비에 민감하며 실질(Nam, 2006)

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세계 사치품.

시장규모의 을 차지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명품에1/4

대한 높은 관심과 중국 정부의 중서부 대개발 계획

으로 인하여 해외의 산업 진출과 중국내 젊은 층 경

제인구의 유입에 따라 중국의 중서부지역의 소득 증

가와 생활의 질적 향상은 명품이나 사치품으로 일컬

어지는 제품에 대한 욕구는 더 증가할 것이다 명품.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소득과 학력 등 인구통계적

변인들이 고가의 수입의류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Hyesun Park, 2007; Shin & Ryu, 2000;

S. Choi, 2001)고 하였으며 과시적 소비가 패션명,

품구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물.

질주의 가치관이 패션제품에 대한 호의도 및 구매의

도(Yunkung Lee & Hwang, 2000)에 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의 연구에Hyejung Park and Jeon(2004)

서는 물질주의 요인 중에서 소유중심성향이 해외 명

품 브랜드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성공추구성

향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물질주의 차원별로 명품

브랜드 구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고 하였다.

연구방법.Ⅲ

연구문제1.

중국 소비자들의 인구통계적 변수들과 물질주의

가치관과 상징적 소비성향 및 의복구매행동과의 관

계를 밝히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물질주의와 소비자태도의 차원을 밝힌1.

다.

연구문제 중국 대학생들의 인구통계적적 변수에2.

따른 소비자태도와 의복구매행동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물질주의집단에 따른 소비자 태도와 의3.

복구매행동의 차이를 밝힌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2.

물질주의는 의 연구에Richins and Dawson(1992)

서 사용한 소유물에 대한 가치 태도 느낌 등을 반, ,

영한 생활중심적 물질주의 행복추구적 물질주의, ,

성공수단적 물질주의를 하부 척도로 두어 총 문항12

을 측정하였다 상징적 소비성향은 의류제품의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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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다는 상징적 주관적 심미적인 측면에서 소비, ,

경험하는 행위로 보고 선행연구(O. Lee, 1997)에서

검증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패션명품태도는21 ,

선행연구(S. Choi, 2001)에서 패션명품의 개념과 관

여도 문항 중 중요도에 기초한 문항을 점척17 likirt 5

도로 측정하였다 이 외에도 성별과 가계소득 등 인.

구통계적 문항을 포함시켰다.

자료수집 및 분석3.

본 연구는 중국 운남성에 소재하는 대학의 남녀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실증연구를 위하여 작성된 설문의 내

용을 중국어로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으로 통하여 수

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년. 2011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간 설문지를 편의추12 2012 1 2

출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부분적인 무응답 설문지와.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부의 설문지가 최종분302

석에 사용되었다 수집한 자료의 을. SPSS WIN 19.0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 와, , , t-test, ANOVA

를 실시하였고 각 변수와 요인의 신Duncan's test ,

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값을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Ⅳ

변수들의 요인분석 결과1.

물질주의성향의 요인분석한 결과 개의 요인이 추3

출되었고 요인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로 나53.85%

타났다 요인 은 물질소유로 행복을 추구하는 내용. 1

으로 행복지향으로 요인 는 필요한 것만 구매하‘ ’ , 2

거나 검소한 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생활중심지향‘ ’

으로 요인 은 물질소유를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거, 3

나 자신의 삶을 즐기는데 사용하는 내용으로 성공‘

상징지향으로 명명하였다 물질주의 요인별 평균을’ .

살펴보면 성공상징지향성이 으로 가장 높게 나3.46

타났으며 다음은 생활중심지향 행복지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징적 소비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의 전체분산 설명력은 로 나타났으며55.29% ,

요인의 명칭은 문항의 내용에 맞게 각각 과시적‘ ’,

‘쾌락적 커뮤니케이션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 ’ .

한국 청소년들의 상징적 소비의 차원(Youngsook

Kim, et al., 2005)과 동일하게 분류되었으며 상징,

적 소비성향의 점수를 보면 쾌락적 요인이 로3.12

가장 높고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요인 과시적 요인,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 (Youngsook

Kim et al., 2005)의 상징적 소비 평균 커뮤니케이션(

요인 쾌락적요인 과시적 요인 과3.36, 3.27, 2.78)

비교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상징적 소비성향이,

낮은 편이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미,

루어 볼 때 중서부 지역 소비자들의 물질주의나 상

징적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패션명품에 대한 태도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총 설명력은 로57.12% , 요인의 명칭은 각각 패션명

품에 대한 우수성 관심 차별 과시성 사치성‘ ’, ‘ ’, ‘ / ’, ‘ ’,

즐거움이라 명명하였으며 한국 소비자의 패션명품‘ ’ ,

태도 연구와(S. Choi, 2001) 동일한 요인들로 분류

되었다 패션 명품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면 관심. , ‘ ’,

차별 과시성 사치성 요인의 평균은 서울과 신도‘ / ’ ‘ ’

시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S. Choi(2001)의 평균

보다 낮으나 우수성의 평균은 동일하며 즐거움, ‘ ’ , ‘ ’

요인은 오히려 본 연구의 중국소비자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소비자 태도와2.

의복구매행동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중국소비자들의 태도와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소

득 등의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소비자태도의 차이를 보면(Table

상징적 소비의 쾌락적 요인에서 한국 청소년 소1) ‘ ’

비자들(Youngsook 과 같이 여자Kim et al., 2005)

대학생들의 평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패션명,

품 태도의 우수성 요인에서 여자대학생들이 남자‘ ’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 대상자들이.

의류제품의 소비행동을 통해 자신을 위한 심미적 표

현과 주관적 쾌락적 소비경험을 더 많이 하려는 것,

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의복구매태도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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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학생들이 의류제품 평가기준으로 심미적요인‘ ’

과 실용적요인을 더 중요시 하며 패션정보원으로‘ ’ ,

주위사람들의 조언이나 옷차림과 같은 소비자정보원

과 대중매체정보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계소득 은 상징적 소비의 현시적 요인(Table 2) ‘ ’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가계소득이 높,

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사람의 인상은 입고 있는 옷

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하며 유명한 외국상표에 관

심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Table 1. Gender Differences of Consumers's Attitudes and Clothing Purchase Behaviors

Gender
Males Females

t-value
M SD M SD

Consumer's

attitude

Symbolic
consumption Hedonic 2.72 .80 3.44 .76 -7.94***

Attitude toward
fashion luxury
goods

Excellent quality 3.27 .68 3.45 .75 -2.20*

Clothing
purchase
behavior

Evaluate standard
Aesthetic 3.59 .75 3.82 .71 -2.76**

Practical 3.70 .72 3.89 .69 -2.31*

Information
Consumer 3.18 .57 3.38 .61 -2.94**

Media 2.71 .73 2.92 .79 -2.26*

*p .05＜ **p .01＜ ***p .001＜

Table 2. Income Differences of Consumers's Attitudes and Clothing Purchase behaviors

Income

Under
1,000,000

1,000,000~
1,500,000

1,510,000 and
over F-

value
M SD M SD M SD

Consumers's
attitudes

Symbolic
consumptions Conspicuous 2.32B .67 2.67A .69 2.60A .71 8.00***

Clothing
purchase
behavior

Evaluation
standards

Social
psychological 3.07B .53 3.26A .59 3.10AB .55 2.62*

Information

Media 2.75B .73 2.90AB .82 3.01A .82 2.79*

Marketer 2.92B .72 3.03AB .75 3.18A .77 2.91*

*p .05＜ **p .01＜ ***p .001＜

가계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과시소비성향이

높고 본인의 월평균 지출가능액이 높을수록 수입명,

품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Joung, Joung,

& Cha, 2003) 일치한다 가계소득에 따른 의복구매.

태도에서는 만원의 집단이 만원미만'100-150 ' '100 '

집단보다 의류제품 평가기준으로 사회심리적요인‘ ’

을 더 중요시 하며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신문 잡, ,

지 등의 대중매체정보원과 판매원의 조언이나 매장

내 디스플레이 등의 마케터 정보원을 더 많이 사용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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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에 따른 소비자태도의 차이를 보면(Table

사회계층이 높은 상류층 집단이 상징적 소비의3) '

현시적 요인에서 높게 나타나 상류층의 자녀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자신의 인상을 좌우한다고 행각하여

저축을 못하더라도 유명한 외국상표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패.

션 명품태도에서도 상류층의 대학생들이 명품에 대

한 관심과 즐거움요인 높게 나타나 의류나 가방‘ ’ ‘ ’ , ,

액세서리 등 패션명품에 관심이 많으며 명품구매와,

소비를 통하여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Table 3. Social Class Differences of Consumers's Attitude and Clothing Purchase Behaviors

Social class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F

-valueM SD M SD M SD

Consumers's
attitudes

Symbolic
consumptions Conspicuous 2.84A .64 2.42

B .65 2.28
B .73 10.29***

Attitudes
toward
fashion

luxury goods

Involvement 2.86A .81 2.42
B .63 2.51

B .65 7.39***

Pleasure 3.47A .91 3.18
B .81 3.12

B .77 2.90*

Clothing
purchase
behaviors

Evaluation
standards

Social
psychological 3.30A .57 3.12

B .50 3.03
B .61 3.49*

Information Marketer 3.26A .90 2.96
B .68 2.90

B .74 3.69*

*p .05＜ ***p .001＜

Table 4. Differences on Father's Job in Consumers's Attitudes and Clothing Purchase Behaviors

Father's job
Laborer Service /office

job
management/s
pecialist F-

value
M SD M SD M SD

Consumers's
attitudes

Symbolic
consumptions

Conspicuous 2.23B .71 2.60A .64 2.58A .65 10.37***

Hedonic 3.00B .87 3.29A .80 3.12AB .87 3.12*

Attitudes
toward fashion
luxury goods

Involvement 2.37B .68 2.66A .66 2.55AB .67 5.37*

Clothing
purchase
behaviors

Evaluation
standards

Aesthetic 3.62B .77 3.72AB .74 3.88A .65 3.06*

Social
psychological 3.01B .62 3.14AB .49 3.24A .49 4.47*

Information Media 2.67B .78 3.05A .74 2.82AB .73 7.00**

*p .05＜ **p .01＜ ***p .001＜

있다 이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현시적 소비성향이.

높고 수입명품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의복구매태도에서(Joung et al., 2003) .

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의류제품 평가기준으로 사‘

회심리적 요인을 더 중시하며 패션정보원으로 마’ ,

케터에 의한 정보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자기만족을 실현할 수

있는 유명브랜드나 유행의상 구매에 높이 관여하며,

매장의 디스플레이를 보거나 판매원의 조언을 패션

제품 구매정보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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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아버지의 직업적(Table 4)

지위가 높을수록 상징적 소비의 현시적요인과 쾌‘ ’ ‘

락적요인 그리고 패션명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주의 직업이 있.

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과시 소비성향 및 수입명

품선호도 높게 나타났다고 한 연구결과(Joung et

와 부모의 직업이 전문 관리직인 경우 상al., 2003) /

징적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 선행연구

(Youngsook Kim et al., 2005)의 결과들을 지지하

며 부모의 소비행동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가정의 경제적 지,

위가 의복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의복구매태도에서는 아.

버지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의류제품 평가기준

으로 심미적요인과 사회심리적요인을 더 중시하‘ ’ ‘ ’

며 패션정보원으로 소비자나 마케터에 의한 정보원,

보다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정보원을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 에 따라 상징적 소비의(Table 5)

현시적요인에서 집단 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 .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상징적 소비의 현시적‘ ’

요인이 높게 나타나 부모의 학력이 높은 자녀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평가하며 유명한

외국상표 의 옷을 좋아하며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Differences on Father's Education in Consumers's Attitudes and Clothing Purchase Behaviors

Father's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F-

value
M SD M SD M SD M SD

Consumers's
attitudes

S y m b o l i c
consumptions

Conspicuous 2.21B .76 2.34AB .73 2.53A .62 2.55A .67 3.36*

Hedonic 2.94 .76. 3.20 .87 3.10 .84 3.15 .89 0.83

Commun-
ication 2.87 .65 3.22 .63 2.95 .59 2.87 .73 0.72

Clothing
purchase
behaviors

Evaluation
standards

Aesthetic 3.78A .59 3.80A .73 3.51B .75 3.82A .74 3.43*

Social psy-
chological 3.04 .43 3.27 .59 3.27 .43 3.28 .58 2.23

Practical 3.84 .64 3.89 .76 3.68 .66 3.84 .73 1.43

*p .05＜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징적

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 Youngsook Kim

et al. (2005)과 대학 재학생들이 고졸 이하의 대상

자들보다 패션 명품에 대한 관심과 품질 인식에서

높게 나타나 명품에 대한 태도에 학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 의(Shin & Ryu, 2000)

결과와 일치한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의류제품.

평가기준의 심미적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

며 심미적 요인에 대하여 고졸집단을 제외한 다른, ‘ ’

집단이 높게 평가하였으며 의류제품을 선택할 때,

디자인이나 색과 무늬를 더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3. 물질주의 집단에 따른 소비자태도와 의복

구매행동의 차이

물질주의성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단

을 구분하여 소비자태도를 규명하기 위해 K-means

군집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군집 수가 개일 경우. 3

각 집단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

어 물질주의성향에 따른 군집은 개로 설정하였다3 .

집단 은 성공상징지향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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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상징추구집단 집단 는 물질주의성향의 모든‘ ’, 2

요인들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물질무관심집‘

단 집단 은 생활중심지향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 3

아 생활중심추구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집단의 분’ ,

포는 각각 명 명 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95 , 99 , 108

였다.

물질주의성향의 집단에 따른 상징적 소비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쾌락적 요인과 커뮤니케(Table 6)

이션 요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두 요인 모두 성공상징추구 집단의 점수가 다른 집

단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의.

복이 자신을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므로 특별히 옷을

살 계획이 없어도 새로운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

점포를 자주 들리며 또 쇼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집단은 자신의 옷차림.

에 대해 칭찬할 때 행복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타인

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 의복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고 생각하여 옷차림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물질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을,

집단에 통합하거나 집단으로부터 차별화하기 위해

의류제품의 사용 또는 소유를 통해 그들의 실체를

기호화한다고(O. Lee, 1997) 볼 수 있다.

물질주의 집단에 따른 패션명품태도를 분석한 결

과 명품의 우수성 요인과 사치성 즐거움 요인, ‘ ’ ‘ ’, ‘ ’

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수성요인. ‘ ’

은 성공상징추구집단과 생활중심추구집단이 높게 나

타나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

하여 패션명품의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나서 고가인

것이 신뢰할 수 있으며 오래 쓸 수 사용할 수 있다

Table 6. Group Classifications by Materialism Tendency

Group

Variable

Success symbolic
pursuit group
(n=95)

Indifference
group
(n=99)

Life-centered
pursuit group
(n=108)

F

Happiness pursuing .17063
A

-.38562
C

.20339
A 11.76***

Life centered -.69148
C

-.42338
B

.99634
A 195.00***

Success symbolic .82680
A

-.90386
C

.10126
B 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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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명품태도의 사치성. ‘ ’,

즐거움 요인에서는 성공상징추구집단이 물질무관‘ ’

심집단이나 생활중심추구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다른 집단에 비해 성공상징추구집단은.

명품이 실용적이거나 저렴한 것이 아니며 꼭 필요하

지 않더라도 자신의 즐거움이나 만족을 위하여 명품

을 추구하며 소유하려는 집단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고가의 청바지

에 대하여 높은 호의도와 구매의도를 보였다고 한

Yunkyung Lee and Hwang(2000)의 결과를 뒷받침

하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물질주의 차원별로 명

품브랜드 구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질주의 집단에 따라 의류제품 평가기준의(Table

심미적 실용적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7) ‘ ’, ‘ ’

으며 사회심리적 요인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요인은 성공상징추구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생활중심추구집단이 높게 나타나,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의복의 디자인이나 색,

품질 등의 심미적인 요소와 편안함 가격 다른 옷, ,

과의 조화 등 실용성을 많이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물질주의 집단에 따른 패션정보원의 분.

석 결과 소비자정보와 대중매체정보 요인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는데 다른 집단에 비해 성공상징추,

구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즉 물질소유가 성.

공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케터 정보보

다는 유명 연예인이나 거리에서 주위사람들의 옷차

림을 정보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신문, TV, ,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광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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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of Classified Materialism Groups in Consumers's Attitudes and Clothing Purchase

Behaviors

Variables
Success-
symbolic
group

Indiff-
erent
group

Life-
centered
group

F-
value

Consumers's
attitude

Symbolic
consumptions

Hedonic 3.42A 2.95B 3.02B 8.81***

Communication 3.13A 2.94B 2.76C 8.54***

Attitudes
toward fashion
luxury goods

Excellent
quality 3.61A 3.06B 3.45A 16.08***

Luxury 3.06A 2.80B 2.95AB 3.21*

Pleasure 3.36A 3.02AB 3.23B 4.52**

Clothing
purchase
behaviors

Evaluation
standards

Aesthetic 3.98A 3.45C 3.74B 13.42***

Practical 3.95A 3.58B 3.90A 8.11***

Information
Consumer's 3.47A 3.21B 3.21B 6.41**

Media 2.98A 2.74B 2.76B 2.75*

*p .05＜

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질주의성향 높은 한국의 대.

학생집단이 디자인 색상 품질 등의 심미적 요소와, ,

가격이나 다른 옷과의 조화 등의 실용성요인과 같은

패션제품선택 기준을 중요시하며 친구나 가족 구, ,

매경험자의 조언 인터넷 잡지 등을 패션정보, , , TV

원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Lim(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과 중국의 대학생들의 의복 구매행동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결 론.Ⅴ

본 연구는 인구통계적 특성과 물질주의성향에 따

른 중국의 대학생들의 소비자태도와 의복구매행동을

밝힘으로써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패션기업에 유용,

한 마케팅 전략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는 행복지향과 생활중심지향, ‘ ’ ‘ ’,

성공상징지향의 개 요인으로 상징적 소비는 현시‘ ’ 3 , ‘

적 쾌락적 커뮤니케이션 등 요인으로 패션명’, ‘ ’, ‘ ’ 3 ,

품태도는 우수성 관심 차별 과시성 사치성‘ ’, ‘ ’, ‘ / ’, ‘ ’,

즐거움 등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물질주의성향중‘ ’ 5 .

성공상징지향성 이 가장 높고 다음은 생활중심(3.46)

지향 행복지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징적 소비성, ,

향에서는 쾌락적 요인 가장 높고 다음은 커뮤(3.12)

니케이션 요인 과시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즉 성별 가계소득 사회, , , ,

계층 아버지의 직업과 학력에 따라 소비자 태도와 의,

복구매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가계소득 사회계층 아버지의 직업과 학력, , ,

에 따른 상징적 소비성향분석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소비는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중국 대,

학생들은 의복은 자신과 타인의 평가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유행에 뒤지지 않은 옷차림으

로 호감을 얻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트렌

드를 보려고 의류매장을 자주 들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가 높은 소비자들의 쾌락적 소비성향이

높고 현시적 성향은 소득과 사회계층 및 아버지의,

학력 직업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

이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쾌락적 소비성향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가 가진 소득이나 계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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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등의 좋은 가정환경에서 누리고 자란 자녀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유명한 외국상표를 선호하고 충성

구매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명품태도는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성별과 사,

회계층 아버지의 직업과 같은 요인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나 패션명품에 대한 태도는 성별이나 소

득 등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른 차이보다 중국 대학

생들 사이에서 패션명품에 대한 선호도나 구매욕구

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이 패션명품이 고가이지만 디자인과 품질이

믿을만하고 우수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

며 사회계층이 높고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

록 패션명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의류나 가방 등 명

품을 자주 구매하며 명품에 관한 대화를 즐기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류제품평가기준에서는

소득과 사회계층 및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적 지위가,

높은 여대생들이 심미적 기준과 사회심리적 기준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정보원으로는 여대.

생들이 모든 정보원을 더 많이 이용하며 소득과 사,

회계층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매장내 디,

스플레이나 판매원의 조언과 같은 마케터정보원과

대중매체정보원을 많이 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질주의 하위요인의 요인점수를 토대로, ,

분류된 개의 집단은 성공상징추구집단 물질무관3 ‘ ’, ‘

심집단 생활중심추구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물질’, ’

주의 집단에 따라 소비자태도인 상징적 소비성향과

패션명품태도 그리고 의류제품평가기준과 패션정보,

원등 의복구매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공.

상징추구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상징적 소비의 쾌

락적 소비성향이 가장 높고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요

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패션명품에 대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실용적이라기보다 사,

치품으로서 대부분 명품을 좋아하며 즐거움을 위해

명품을 구매하는 집단이다 의류제품을 선택할 때.

평가기준으로 의복의 디자인이나 색상 품질 등 심,

미적인 요인과 다른 옷과의 조화 가격 및 편안함,

등의 실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다음으로 유,

행성 상표명 등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요시하였다, .

의류제품을 구입할 때 정보원으로 가족이나 친구,

주위사람들의 조언이나 옷차림 등의 소비자정보원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생활중심추구집단은 성공상징추.

구집단과 같이 쾌락적 소비성향이 높으며 패션명품,

에 대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하여 명품을 추구하고 구매한다고 생각

하는 집단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학계와

의류업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

중국 소비자 시장에 관한 연구가 지금까지 대부분

상하이나 베이징 등 주로 동부 연안의 대도시를 중

심으로 이루어져 중국 대륙의 규모에 비하여 지리적

으로 제한적인 한계와 중국정부 중서부대개발 정책,

에 따라 대규모 소비시장의 성장 시점에서 우리나라

의류기업들이 진출할 기회가 될 중서부지역 소비자

와 소비시장 특성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물질주의를 구성하. ,

는 차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원간의 상관관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의 견해를 따Wong(1997)

라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차원별로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가정

하고 물질주의 차원과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물질주

의 집단 간에 소비자태도와 의복구매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물질주의 척도를 차원별로 세.

분화하여 영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

라 물질주의를 세분화하지 않은 기존의 연구들보다,

중국소비자의 물질주의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자

료(Hyejung 가 될 수 있을 것Park & Jeon, 2004)

이다 셋째 중국 대학생들의 소비성향에서 물질주. ,

의 요인별 평균이 성공상징지향성이 가장 높고 다음

은 생활중심지향 행복지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상징적 소비의 요인별 평균에서는 쾌락적 요인이 가

장 높고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요인 과시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연령의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을 보면 여대생들의 물질주의 요인별 평균에서,

는 행복추구형이 가장 높고 다음은 생활중심형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S. Lee & Shin, 2002),

(Youngsook 의 상징적 소비 평균Kim et al., 2005)

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가장 높고 다음은 쾌락

적요인 과시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패션 명품에 대, .

한 태도의 요인별로 보면 관심 차별 과시성 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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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성 요인의 평균은 서울과 신도시지역 여성을 대’

상으로 한 S. Choi(2001)의 평균보다 낮으나 즐거‘

움 요인은 오히려 본 연구의 중국소비자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중국 정부의 중서부 대개발.

로 아직은 미약하지만 성장가도에 있는 소비문화 지

역일 것을 감안할 때 물질주의나 상징적 소비 패션,

명품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

다 중국 소비자들을 위한 의류제품 특 패션명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소비자보

다 물질에 의한 성공상징에 대한 표현욕구가 강하며

쾌락적 소비성향이 강하고 즐기기 위하여 패션명품

을 선호하고 충성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를 반영한 제품 차별화와 광고소구를 통하여 인지도

를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인구통계적 변인들에. ,

따라 중국 소비자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의복구매행,

동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 성별이나 소득 사회,

계층 등 인구통계적 특성은 시장세분화전략을 위한

중요한 변수일 알 수 있었고 중국소비자를 위한 의

류관련업계의 폭넓고 다양한 시장세분화전략에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운남성 지역에만 한정

하였으므로 확대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사천성,

이나 호북성 등 중국 중서부의 폭넓은 지역의 대학

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확대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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