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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a is the biggest market for the Korean fashion industry. However, China is still difficult in regards

to market entry and market success in China despite the geographical proxim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age of Korea and its impact on brand identity, brand attitude and intention to purchase with a focus on

Chinese consumers in order to identify the variables of a country's image that affect a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The results of this survey targeted 214 Chinese consumers who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survey subjects were female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living in metropolitan cities in China. Ex-

ploratory factor, reliability and frequency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19.0; in addition, confirma-

tory factor and path analyses were administered with AMOS 18.0. We identified two general images of

Korea (economy and culture), two images of Korean (stylish and friendly) and three Korean fashion-product

related images (quality, design and prestige).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as follows.

1) Economy factor exerted significant effect on quality and prestige. 2) Stylish factor exerted a significant

effect on all of the Korean fashion product images (quality, design and prestige). Friendly factor exerted

positive impact on prestige. 3) All of the Korean fashion product images significantly influenced brand

identity. 4) Brand identity exerted a significant effect on brand attitude. Lastly, brand attitude significantly

affected intention to purchase.

Key words: Country image, General country image, People image, Fashion-product country image, Brand

identity; 국가이미지, 일반적 국가이미지, 국민이미지, 패션제품 국가이미지, 브랜드 아이덴

티티

I. 서 론

중국의 경제규모는 2011년 전세계 경제의 10% 가량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그동안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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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Park & Li,

2013). 시기적으로는 국내 패션기업들이 1990년대 중반

부터 중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였으나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으로 패션제품 수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중국

은 생산 기지로의 진출로 초점을 맞추는 수준이었다. 그

러나 2005년 이후 중국이 국내 패션제품의 수출 1위국

이 되면서 국내 패션기업들은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다시금 중국 시장을 인식하고, 보다 적

극적으로 진출하여 성공을 도모하고 있다(Shin & Cho,

2009).

2000년대 들어서는 한류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그 파급력이 강해져 다양한 분야에 영향

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화장품, 음식, 관광상품 분야의

인기는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한류에 대

한 인기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컨텐츠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

을 높인다는 점이 밝혀져(Kwon et al., 2009) 국내 마케

터들이 한류에 대해 더욱 주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다른 컨텐츠들에 비해 패션산업 관련 컨텐츠의

사정은 열악하다. 현재 중국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가

장 탐내는 핵심 시장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국내

브랜드의 뚜렷한 성공의 결과물을 찾아보기 어려워 패

션기업들의 치밀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Xu and Hwang(2011)의 연구에서 중국 소비자들의 한

국 패션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이태리, 프랑스의 뒤를 이

어 3위를 차지하였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한국 제품에

호의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이 한

류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패션스타일을 모방하면서

관련 패션상품을 선호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국가이미지가 소비자의 제품평

가와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

과들(Laroche et al., 2005; Seo & Lee, 2007)을 통해서

도 지지된다.

국가이미지에 대해 Roth and Diamantopoulos(2009)는

국가이미지가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임을 증명하면서

일반적 이미지, 제품이미지, 제품-국가이미지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Jung(2010)의 연구에서는 국가의 일반적

인 이미지가 제품과 관련된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이미지의 다차원적인 요소의 중

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이미지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이미지와 국

민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국가의 제품에 관련된 이미

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이미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

가이미지를 활용하여 패션상품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확

산되고 있으나 그 범주가 주로 전통 문화상품 위주로 이

루어지고 있어 대중화 및 세계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학

술적 연구분야에서도 전통 문양, 디자인에 치우친 국가

이미지 관련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국가이미

지의 활용이 다차원적 접근보다는 제품에 관련된 이미

지 활용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패션선진국

으로 불리는 영국, 일본, 미국 등은 자국의 국가이미지

향상을 위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하여 홍보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이미지를 표

현한 제품뿐만 아니라 국가의 다양한 이미지를 담은 마

케팅 전략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를 소구함으로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있다. 특

히 프랑스는 오랜 패션전통을 내세워 패션종주국의 국

가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자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함으로 패션상품 및 브랜드 수출

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Mi-

nistry of Knowledge Economy(as cited in Jung, 2010)).

현재의 패션산업 환경 특성상 기술 격차 감소와 경쟁

심화로 인해 패션제품의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패션업체들은 경쟁적 우위 확보를 위해 다양

한 브랜드 관련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제품의 질적 수

준은 경쟁사와 차별화를 꾀하기 어렵지만, 무형의 가치

인 브랜드 자산은 단기간에 모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브랜드 자산에 대한 Choi(2003)

의 연구에서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하

였다. 소비자들은 자아개념, 즉,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

는 개인의 생각과 느낌의 총체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브

랜드를 선호(Hong et al., 2009)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정

체성을 나타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소비자가 브랜

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브랜드가 되어

야 성공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브랜드 자

산과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소비

자들의 실제 행동에 대한 예측변수인 브랜드 태도 및

구매의도와의 관계가 실증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인 중국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일반적인 국가이미지와 한

국 국민의 이미지가 한국 패션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한국 패션브랜드 아이

덴티티가 중국 소비자의 한국 패션브랜드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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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통해 패션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이미지 요인의 파악 및 패션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수립

과 실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가이미지

국가이미지는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개

념에 대한 명쾌한 정의보다는 혼재된 정의가 내려져 왔

다. 초기 국가이미지 연구는 주로 그 개념을 원산지(co-

untry of origin)로 접근하여 ‘제품이미지’와 동일시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초기 연구들은 국가의

일반적인 이미지, 정치, 경제, 산업, 문화와 관련된 다양

한 국가이미지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

을 보였다. 이 때문에 국가이미지 연구들은 점차 해당

국의 제품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국민, 제품 등의 다단서

(multi-cue)로 국가이미지 속성을 고려하고 있다(Jung,

2010; Seo & Lee, 2007). 그러나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국가이미지가 국가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자 선

진국 진입을 위해서 반드시 관리 및 유지가 필요함을 주

장하고 있어(Lee, 2011) 관련 연구는 여전히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국가이미지란 국가와 관련된 모든 연상들의 총합으

로 구성되는 지식체계(Kotler & Gertner, 2002)인 만큼

그 추상성과 방대함으로 인해 전략적 응용이 어려우므

로, 소비자들의 행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미지 요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밝

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Nagashima(1970)는 “국가이미지란 특정 국가의 제품

에 대해 소비자 또는 기업가가 부여하는 심상(picture),

명성(reputation), 고정관념(stereotype)”이라고 정의하였

고, Roth and Romeo(1992)는 “특정 국가의 제품과 마케

팅의 강약으로 이미 형성된 지각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

의 제품에 대해 생성하는 전반적인 지각”이라고 하였다.

이들 학자는 원산지 이미지에 가까운 초기 국가이미지

연구의 정의를 내렸으나, Lee(2011)는 국가이미지를 “세

계가 그 국가를 바라보는 태도, 그 국가를 대하는 방식”

이라고 정의하면서 좀 더 다양한 단서를 내포하는 정의

를 내렸다.

Roth and Diamantopoulos(2009)는 국가이미지 연구들

을 재분석하여 개념을 정리하면서 국가이미지를 일반

적 국가이미지, 제품이미지, 제품-국가이미지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일반적 국가이미지(CoI; country of origin

image)란 경제, 정치성숙도, 역사적 사건 및 관계, 문화

와 전통, 기술발전과 산업화 정도 등 일반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뜻하며, 제품이미지(PI; product image)는 특

정 국가의 제품에 투영된 이미지를 뜻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품-국가이미지(PCI; product-country ima-

ge)는 국가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함께 그 국가에서 제

조된 제품이미지를 함께 고려한 국가이미지로 정의하

였다. 특히 제품-국가이미지(PCI)는 제품의 근원지인

국가에 대해 소비자가 생각하는 이미지이므로 국가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함께 해당 국가의 제품이미지를 모

두 고려한다고 하였다.

Papadopoulos et al.(2000)은 국가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macro) 국가이미지와 해당 국가의 제품에 초점

을 맞춘 미시적(micro) 국가이미지로 구분하여 설명하

였다. Seo and Lee(2007)는 이 개념을 연구에 사용하면

서 거시적 국가이미지는 통제가 힘들고 장기적인 시간

의 경과 후에야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 통제 가능하

고 단기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시적 국가이미지

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시된다고 하였다. 반면,

Jung(2010)의 연구에서는 국가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높

을수록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높게 나타나 거시

적 국가이미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이미지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산업,

기술, 문화, 국민 등 국가를 구성하는 일반적 이미지인

국가의 거시적 이미지와 그 국가가 보유한 브랜드 및

제품의 이미지, 즉, 국가의 미시적 이미지가 동시에 고

려되어야 한다. 또한 거시적 국가이미지와 미시적 국가

이미지의 어떠한 요인들이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가에 대한 상세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세계 패션시장의 연평균 성

장률은 4.2%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이태리, 프랑스, 미

국 등의 주요 선진국은 패션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

지하고 국가이미지 제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 지

원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7~2010년 사이 온라인

쇼핑에서 매년 100%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 중 패

션분야가 소비품목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Lee & Jung,

2011) 패션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중

국 소비자들은 이태리, 프랑스의 뒤를 이어 한국 패션브

랜드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므로(Xu & Hwang, 2011)

성공적인 중국 시장 내의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의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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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미지를 도출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

할 것으로 보여진다.

1) 일반적 국가이미지

일반적 국가이미지(GCI; general country image)란 특

정 국가에 대해 기업이나 소비자가 경제, 정치, 문화, 다

른 국가와의 관계, 노동, 환경적 상황을 바탕으로 갖고

있는 인지와 인상(Allred et al., 2000)이며, 이것은 무역,

국가협력 등 여러 가지의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Lee, 2011).

Jung(2010)은 국가이미지 연구를 패션영역으로 확대

하여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다차원적 국가이미지의

개념구조를 밝히고, 이를 통해 국가이미지의 어떠한 하

위차원이 패션브랜드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였다. 질적 연구결과, 일반적 국가이미지 요인

으로 정치, 경제, 산업, 기술, 문화, 국민이 도출되었고,

양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기술 ·산업 수준과 문화자산

의 두 요인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일반

적 국가이미지가 패션제품 국가이미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침이 밝혀졌다.

특히, 경제성장이 낙후된 개발도상국의 국가이미지는

선진국보다 부정적인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가의 ‘경제

적 요인’과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Ho-

fstede(1991)에 의하면 문화는 본성 또는 개성과 구별되

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

은 가치와 윤리 같은 추상적 사고를 포함하고, 조직이

나 사회구성원 사이에 공유된 의미, 의식, 규범, 전통의

축적이자 사람들에 의해 생산되고 높이 평가된 의복, 음

식, 예술, 스포츠 등의 물리적 대상과 서비스로 표현된

다고 하였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당

시의 우세한 시대 문화적 이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문화

와 소비자 행동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Kim et al., 2012).

Kim(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

외 명품브랜드의 국가이미지와 브랜드 평가 간 관계를

연구한 결과, 다차원적 국가이미지 요소들 중 문화 이

미지가 명품브랜드 보유국의 국가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국가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를

매개하여 브랜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 국가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경제’, ‘문화’ 이미지에 집중하여 일

반적 국가이미지가 패션제품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가설을 세워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국민이미지

특정 국가의 사람들, 국민은 국가이미지에 관한 연구

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과 함께 국가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인식되어 왔지만(Parameswaran & Pi-

sharodi, 1994), 심리학이나 인류학 분야 연구에서는 국

가차원과 별개의 이미지 구성요소로 지지된 바 있다(Ca-

llan & Gallois, 1983). 국가이미지를 다차원적으로 접근

하고 있는 비교적 최근 연구인 Mort and Han(2000)의

연구에서도 국민이미지를 독립적인 차원으로 분류하였

다. 국내에서는 Ahn(2005)의 논문에서 국민이미지를 독

립적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국가이

미지 개념에 대한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행연구와 같이 국민이미지를 독립적인 변

수로 사용하였다.

Moffitt(1994)은 국가이미지의 형성과정을 관계적 통

로, 텍스트적 통로, 개인경험적 통로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관계적 통로란 유학생, 교포, 관광객, 기업인이 외

국 사람들과의 직접적 접촉이나 국제 이벤트의 개최 등

을 통해 국가이미지가 형성되는 경우이며, 둘째, 텍스

트적 통로란 각종 미디어나 관련 서적을 통해서 형성되

는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개인경험적 통로는 개인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해당 국가의 제품 및 서비스 사

용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경우라고 하였다. 이처럼 국가

이미지는 방대하고 추상적인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지

만, 특정 국가의 국민과의 접촉으로 형성되거나 미디어

를 통해 유명인, 정치인, 연예인 등을 떠올리며 형성되

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특히 한류의 영향을 통해 국

내의 유명 가수나 배우들을 통해 형성된 한국의 이미지

를 통해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

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이미지는 사실적인 이미지보다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

민이미지는 그 형성빈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에서 일반적 국가이미지의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주

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Lee and Lee(2004)는 국가이미지 요인을 국민이미지,

경제적 발전, 사회안정성의 세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국민이미지를 독립된 요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미

국의 국가이미지에 따른 제품만족도와 구매의도에 관

한 Lee(2011)의 연구에서도 국가이미지 차원을 사회안

전성, 산업화 수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국민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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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로 구분하고, 사회안전성 이미지와 국민성 이미지

가 제품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많은 연구자들(Choi, 2011; Clark, 1990; Jung,

2010; Kaynak & Kucukenmiroglu, 1992; Oh et al., 2012;

Verlegh & Steenkamp, 1999)이 국민이미지를 국가이미

지의 구성요소로 도출하긴 했지만 국민이미지를 일반

적 국가이미지의 보조적인 요인으로 파악할 뿐 독립된

변수로 사용한 연구는 그간 드문 편이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일반적 국가이미지와 국민이미지를 국가이미지 형

성요인의 독립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패션제품 국가이

미지에 주는 영향 유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패션제품 국가이미지

제품 국가이미지란 구매자 혹은 판매자가 특정 국가

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함께 연상하게 되는 국가이미지,

즉, 국가라는 장소와 관련된 이미지를 뜻한다(Papado-

poulos & Heslop, 2003).

Pappu et al.(2007)은 국가이미지를 “소비자 마음속에

형성된 한 국가에 대한 연상”으로 개념화하고 혁신성,

장인정신, 브랜드 인지도, 신뢰성, 가격 등을 제품과 관

련된 국가이미지로 분류하였고, Roth and Romeo(1992)

는 혁신성, 디자인, 명품성, 숙련도의 네 차원을 제품 국

가이미지의 하위차원으로 제안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제품의 생산, 기획, 판매처가

여러 국가로 혼재되고 있어 제품 국가이미지를 개념화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이 되는 국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Jaffe and Nebenzahl(2006)은 제품의 국

가를 디자인 국가, 제조국, 원산국으로 분류하고, 제조

국은 다시 핵심 부품 생산국과 조립국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원산국은 제품의 실제 생산지와 관계없이 소비자

가 해당 제품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국가를 뜻한다고

하였다. Choi(2011)는 글로벌 기업으로 인해 제품을 소

유하거나 생산하는 국가가 자주 변화하는 시점에서는

소비자들이 먼저 떠올리게 되는 전형적인 국가가 의사

결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품 국가이미지

의 개념화에 있어 제품이 처음 출발한 국가의 이미지로

조작화하여, 패션제품 국가이미지를 장인정신, 전통, 가

격, 고유성, 품질, 스타일, 패션자원 차원으로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이미지의 효과가 큰 제품군에 속

하는(Liefeld, 1993) 패션분야를 연구하고자 제품 국가

이미지의 범주를 패션제품으로 한정하고, 한국에서 출

발한 패션브랜드의 제품에 대한 국가이미지로 개념화

하였다.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기술 및 품질만으로는 경쟁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제품의 상징적인 경쟁력을 향

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

한 대응방편으로 국가 또는 기업차원에서 국가이미지

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제품과 관련된 국가이미

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Seo & Lee, 2007). 제품 국

가이미지는 해당 국가가 보유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

발한 제품 및 브랜드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행

연구들(Knight & Calantone, 2000; Laroche et al., 2005)

을 통해 제품 국가이미지가 제품에 대한 태도형성과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침이 검증되었다.

2.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란 제품의 기능적 목적을 초월한 제품의 가치

를 증가시키는 이름이자 상징이며 제품을 차별화시킴으

로 기업이 고객에게 주는 일종의 서약(Crimmins, 2000)이

라고 정의된다. 과거의 브랜드는 제품의 ‘상표’ 정도로

만 인식되었으나 브랜드가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이 전

환되면서 기업을 대표하는 상징뿐 아니라 시대를 대표

하는 상징으로까지 확장된 의미를 지니는 개체가 되었

다. 제품의 기능적 차별성을 찾기 어려워진 상황에서의

브랜드는 ‘교환의 기준’이며, 소비자에게 선택할 만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소비가 제품에 대한 기능적 소유에서 심리적 만족 욕구

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을 통

해 국민 소득의 증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이 높

아진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역시 바뀌어가고 있음

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의류 소비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의 수준을 넘어

개인의 만족, 자아표현,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수단

으로 사용되고 있어(Xu & Hwang, 2011), 패션브랜드

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제품의 질적 수준은 경쟁사과 차별화되기 어렵지만,

무형의 가치인 브랜드 자산의 경우는 단기간에 모방하

기 어렵고, 특히, 패션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

미지를 중요시하므로 ‘브랜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Ko & Yoon, 2004).

브랜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브랜드 자산을 형성

하는 요인으로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 즉 브랜드 아이

덴티티의 영향이 큼이 밝혀졌다(Choi, 2003). 브랜드 아

이덴티티란 브랜드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독특한 연

상의 조합(Aaker, 1996)이자 브랜드의 고유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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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되지만(Aaker, 1996; de Chernatony, 2010; Kap-

ferer, 2008) 일관되게 사용되기보다는 다양한 연구분야

와 학자에 따라서 각자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브랜드

를 대표하면서 그 브랜드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사용하

는 도구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견해(Aaker &

Joachminsthaler, 2000)도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소비자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de Chernatony, 2010)

으로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Park and Lee(2006)는 브

랜드 아이덴티티란 브랜드명, 이미지, 바람직한 연상이

결합된 것이며, 브랜드 창조자에게는 제품과 관련된 목

적과 의도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는 기능과 연상, 의미

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Silveira et al.(2013)

는 브랜드의 존립과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덴티

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시장상

황에 맞게 유연함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변하지 않는 브

랜드만의 고유함을 잃지 말아야 함을 주장하며 ‘변화’

와 ‘지속’의 이 두 가지의 상이한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브랜드는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소유함으

로 경쟁자보다 우위라는 높은 평판을 소유할 수 있다. ‘명

품’으로 분류되는 많은 패션브랜드는 강력한 브랜드 아

이덴티티와 호의적인 국가이미지에 기반하여 브랜드 자

체가 문화상품화되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Jung,

2010).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패션

브랜드 자산형성에 영향을 주는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

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3.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

태도란 대상물에게 일관성 있게 호의적, 비호의적으

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경향과 느낌의 표현(Engel et al.,

1995)이고, 태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에 대한

경험 및 다양한 형태의 정보원에 의해 습득된 인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지는 대상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형태를 갖게 된다(Ajzen & Fishbein, 1980).

Keller(1998/2007)는 브랜드 태도를 브랜드 연상 중에

서 가장 상위개념이자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이는 속성, 편익 간의 강도와 호감 정도에 따라 형성된

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우호

도나 선호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브랜드가

좋은지 또는 싫은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Mitchell &

Olson, 1981)이므로 소비자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브

랜드가 되어야 성공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으며 브랜드

자산으로 연결된다.

소비자들은 자아개념 즉,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개

인의 생각과 느낌의 총체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브랜드

를 선호(Hong et al., 2009)하기 때문에 브랜드 태도는 실

제 구매행동에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

안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Kim, 2012). 브랜드 태도

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구매행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호적인 브랜드 태도를 형

성하는 것은 마케터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Zajonc, 1968).

Park and Li(2013)는 중국 휴대폰 시장에서 소비자들

의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요인에 대한 연

구에서 브랜드 이미지, 기업이미지, 국가이미지의 3가지

차원으로 이미지 요인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요

인 모두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브랜드 이미지,

국가이미지, 기업이미지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

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브랜드 태

도형성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국가이미

지, 기업이미지가 구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특성이 중국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국가이미지가 브랜

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이 증명되었다.

구매의도란 소비자의 계획된 미래행동을 뜻하는 것으

로, 신념과 태도가 실제 구매행위로 옮겨질 확률로 볼

수 있으며(Engel et al., 1995), 많은 연구들을 통해 구매의

도가 미래행동에 대한 예측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이 입증되었다(Hong et al., 2009). 구매의도가 높으면 실

제 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업에게 있어 소

비자의 구매의도는 미래의 잠재매출로 볼 수 있다는 견

해로 인해 그 자체가 기업의 성과로 간주된다(Smith &

Donald, 1997).

소비자는 특정 상표의 개성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

질수록 긍정적인 구매의도를 가지므로(Holmes & Lett,

1977) 본 연구에서는 국가이미지의 어떠한 하위차원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통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를 구

축하는지, 구매의도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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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하위차원을 일반적 국가이미지, 국민이미지, 제

품 국가이미지로 도출하였고, 국가이미지와 브랜드 아

이덴티티, 브랜드 태도 및 브랜드 구매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였다(Fig. 1).

H1. 일반적 국가이미지는 패션제품 국가이미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국민이미지는 패션제품 국가이미지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 패션제품 국가이미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5.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

들을 통해 중국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표

본을 편의추출하였으며, 2011년 6월 4~20일 동안 자료

가 수집되었다. 총 26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부

분적인 무응답 설문지와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41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질문의 문항들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구성되었

고, 일반적 국가이미지 문항은 Ahn(2005), Jung(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1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국민이미지

는 Jang and Lee(2008)와 Choi(2011)의 연구문항과 Ahn

(2005)의 연구문항을 수정하여 1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패션제품 국가이미지는 Choi(2011)의 연구에서 선

별한 문항과 Ahn(2005)의 연구문항을 수정보완하여 20개

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는 먼저 서

울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20대 중국인 유학생 55명을 대

상으로 한국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패션브랜드가 있는지

예비조사를 통해 브랜드를 선정한 후 응답하게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중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16개의 한국 브

랜드들(MCM, 코데즈콤바인, 온앤온, BNX, 이랜드, 티니

위니, 로엠, 베이직하우스, Thursday Island, SJSJ, O'2nd,

Fila, 러브캣, 빈폴, 헤지스, HUM)을 도출하였고, 이를 본

설문지에 제시, 선택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태

도, 구매의도와 관련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브랜

드 아이덴티티란 경쟁 브랜드와 차별적이고 독특한 연

상을 통해 브랜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 요인으로

정의하고 He et al.(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5개의 문항

을 사용하였으며,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구매의도는 각

각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는 태도,

소비자의 계획된 미래행동이자 실제 구매행위로 연결될

확률로 정의하여 선행연구들(He et al., 2012; Poddar et

al., 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9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국가이미지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는 선행연구 결과(Lee & Lee, 2004)를 바탕으로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수입, 패션제품 월 지출비, 거주 도시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대한 7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

며,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은 5점 리

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는 중국어로 번역된 후, 번역

된 중국어 설문지를 한국어로 재번역하여 차이가 없도

록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중국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

다. 최종분석은 SPSS 19.0을 이용하여 신뢰성 검증과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18.0으로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3. 표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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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나이는 20~24세가 63.1%,

25세 이상에서 30대 초가 36.9%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

학생 99명, 대학원생 35명으로 총 134명, 55.5%가 학생

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무직이 27.4%로 2위를 차지하

였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 판매직(3.7%), 전문직(3.7%) 등

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은 41.1%가 대학교 재학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학교 졸업(39.0%), 대학원 재학 이상

(10.0%), 고등학교 졸업 이상(6.6%), 중학교 졸업 이하

(1.7%) 등의 순서로 응답자 중 많은 비율이 고학력자임을

알 수 있었다. 한달 총 수입은 5000위안 이상 7500위안

미만이 19.9%로 가장 많았으며, 7500위안 이상 10000위

안 미만(17.0%), 5000위안 미만(15.4%), 20000위안 이상

(13.7%),  10000위안 이상 12500위안 미만(13.6%), 12500위

안 이상 15000위안 미만(10.4%), 15000위안 이상 17500위

안 미만(5.0%), 17500위안 이상 20000위안 미만(5.0%)

의 순서로 응답하여 소득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패션제품 지출비의 경우, 250위안 이

상 500위안 미만(28.2%), 500위안 이상 750위안 미만

(27.0%), 250위안 미만(14.9%), 1000위안 이상 1250위안

미만(13.7%), 750위안 이상 1000위안 미만(7.5%), 1750위

안 이상(4.6%), 1500위안 이상 1750위안 미만(2.5%),

1250위안 이상 1500위안 미만(1.7%)로 응답하였다. 거

주 지역의 분포는 매우 다양하였고, 북경(13.7%), 연길

(11.2%), 상해(7.9%), 장춘(7.9%), 광주(7.5%), 항주(7.1%),

대련(7.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주요 변인들의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

하기에 앞서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일반적 국가

이미지, 국민이미지, 패션제품 국가이미지로 국가이미

지가 분류되는 선행연구와 같음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

을 통해 설문에 사용되었던 질문 중 요인부하량 0.5 미

만의 값을 보인 문항들은 연구에서 삭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최종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적 국가이미지는 ‘경제’, ‘문

화’로 명명, 국민이미지는 ‘스타일리시한’, ‘우호적인’으

로 명명하였다. 패션제품 국가이미지는 ‘품질’, ‘디자인’,

‘명성’으로 분류되었으며,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태도, 브랜드 구매의도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값은 .78, .78, .75. .83, .75, .79,

.78, .78, .87, .90으로 모두 .70 이상의 값을 보여 신뢰도

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로 이루어

진 전체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χ
2
(df)=261.62(185), GFI

=0.92, CFI=0.97, RMSEA=0.04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타당성 검증에서 측정변수들은 모두 0.68 이상의 표

준화계수 값을 갖고 각각의 해당 구성개념에 유의하게

적재되었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은 국민이미지의 ‘우

호적인’요인의 AVE값이 0.46으로 0.5의 기준치에 근소

하게 못 미쳤지만, 그 값을 제외하고 모두 0.5 이상이었

으므로 납득할 수준의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개념신뢰도(CR)의 값은 모두 0.7 이상으로

<Table 1>, 각 잠재변수의 AVE값이 상관관계의 제곱

값보다 큼으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Table 2).

2. 경로분석 및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정과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파악

하기 위해 Amos 18.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투입된 외생변수는 일반적 국가

이미지 ‘경제’, ‘문화’ 요인, 국민이미지 ‘스타일리시한’,

‘우호적인’ 요인이었고, 내생변수로는 패션제품 국가이

미지의 ‘품질’, ‘디자인’, ‘명성’ 요인, 브랜드 아이덴티

티, 브랜드 태도, 브랜드 구매의도였다. 구조모형의 전반

적인 적합도는 χ
2
(df)=313.17(207), GFI=0.90, CFI=0.96,

TLI=0.95, RMSEA=0.05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제품 국가이미지는 일반적 국가이미지의 ‘경제’

요인, 국민이미지의 두 가지 요인, 즉 ‘스타일리시한’, ‘우

호적인’ 요인을 매개하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직접

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패션제품 국가이미지의 ‘명

성’ 요인은 국가의 ‘경제’ 요인, 국민의 ‘스타일리시한’

요인과 ‘우호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해당국

가의 국민의 ‘스타일리시한’ 이미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침이 드러났다(Fig. 2).

1) 일반적 국가이미지가 패션제품 국가이미지에 미치

는 영향

일반적 국가이미지의 ‘경제’ 요인은 패션제품 국가이

미지의 차원 중에서 ‘품질’과 ‘명성’ 요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국가의 경제이미지가

높다고 평가할수록, 그 국가의 패션제품 품질에 대한 이

미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이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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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ult of confirmatory analysis for measurement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value

Cronbach's

α
AVE CR

General

country

image

Economy
This country is economically developed. .80

.78 .64 .87
This country is wealthy. .80 08.43***

Culture

This country has affluent cultural assets. .92 08.78***

.78 .66 .81This country has cultural symbols which represent

this country.
.70

People

image

Stylish
People in this country are stylish. .81 10.46***

.75 .60 .85
People in this country are fashionable. .74

Friendly

People in this country are friendly toward foreigners. .84 11.24***

.83 .46 .87People in this country are trustworthy. .83 11.19***

People in this country are well educated. .71

Fashion-

product

country

image

Quality
Have high quality. .78 09.72***

.75 .60 .85
More concerned with performance. .76

Design
Are fashionable. .96 10.22***

.79 .69 .89
Have their own concept. .68

Prestige

Sell globally. .72 09.47***

.78 .54 .85Have international taste. .78 10.04***

Own craftsmanship. .70

Brand identity
This brand is a first-class, high-quality brand. .81 10.99***

.78 .64 .85
This brand has a high reputation. .78

Brand attitude
I trust this brand. .86 16.64***

.87 .77 .93
I like this brand. .90

Purchase intention

I have intention to purchase product of this brand. .89 15.92***

.90 .75 .93I want to purchase this brand. .90 15.99***

I have intention to buy this brand in the near future. .80

***p<.001

Model fit: χ
2
(df)=261.62(185), GFI=0.92, CFI=0.97, TLI=0.96, RMSEA=0.04

Table 2.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constructs

Economy Culture Stylish Friendly Quality Design Prestige
Brand

identity

Brand

attitude

Purchase

intention

Economy .64
a

.17
b

.10 .08 .30 .05 .20 .14 .17 .08

Culture .66 .14 .34 .18 .10 .15 .23 .14 .12

Stylish .60 .21 .35 .58 .29 .33 .18 .12

Friendly .46 .15 .11 .25 .18 .15 .10

Quality .60 .29 .40 .29 .23 .20

Design .69 .30 .31 .26 .13

Prestige .54 .42 .38 .24

Brand identity .64 ..44 .35

Brand attitude .77 .61

Purchase intention .75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each construct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between the two constr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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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 Choi and Lee(2011)의 연구결과에서도

국가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패션제품 국가이미지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국가이미지의 ‘경제’ 요인은 패

션제품 국가이미지의 ‘디자인’ 요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의 경제이미지는 패션

제품의 디자인과 관련된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 점은 패션강국으로 불리는 프랑

스나 이태리의 경우, 그 국가들이 경제와 관련된 순위가

높지 않게 평가된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Choi

and Lee(2011)의 연구에서 일반적 국가이미지가 국민성,

국민스타일, 정치, 기술/경제로 하위차원이 다양하게 도

출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경제와 문화이미지

로 도출되었다. 국가이미지의 문화적 차원이 제품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Kim(2008)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요인이 패션제품 국가이미

지의 모든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점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세계

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중화사상을 가진 중국 소비자들

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

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국가이미지가 패

션제품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Table 3).

2) 국민이미지가 패션제품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Ahn(2005)은 국민이미지가 국가의 제품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국민이미

지의 ‘스타일리시한’ 요인은 패션제품 국가이미지(품질,

디자인, 명성)의 모든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드러났다. 한국 국민의 스타일리시한 이미지, 즉,

Fig. 2. Structural model.

Table 3. Path analysis between general country image and fashion-product country image

H Path between variables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Result

H1-1 Economy → Quality −.37 .09 −4.30 .000 accepted

H1-2 Economy → Design −.02 .08 −0.23 .819 rejected

H1-3 Economy → Prestige −.27 .08 −3.25 .001 accepted

H1-4 Culture → Quality −.10 .06 −1.07 .283 rejected

H1-5 Culture → Design −.07 .06 −0.87 .383 rejected

H1-6 Culture → Prestige −.01 .05 −0.15 .877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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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세련되고 패셔너블하다고 느낄수록 한국 패션

제품의 이미지가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한국 국민들의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는 패션제품의 국가이미지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이

미지의 ‘우호적인’ 요인은 패션제품 국가이미지의 ‘명성’

요인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중국 소

비자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믿고 신뢰

를 가질수록 우리나라의 패션제품이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품 자체의 품

질이나 디자인이 좋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한

다. 따라서 가설 2 역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Table 4).

3) 패션제품 국가이미지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미치

는 영향

패션제품 국가이미지의 ‘품질’, ‘디자인’, ‘명성’ 요인

은 모두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드러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Jung(2010)의 연구에

서는 제품 국가이미지가 패션브랜드 자산형성에 미치

는 영향에 미침이 밝혀졌고, 본 연구 역시 브랜드 자산

형성과 관련이 높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드러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패션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이 좋다고 느끼

고, 브랜드에 명성이 있다고 느낄 때 해당 브랜드의 아

이덴티티를 높게 평가하게 되고, 특히 그 국가의 패션제

품이 명성이 있다고 느낄수록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Table 5).

4)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가설 4는 지지되었으며,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

지를 가짐으로 브랜드에 대한 좋은 태도를 보인다고 하

였다. 특정 브랜드에 대해 강력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은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진 브

랜드는 소비자로 하여금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를 형성

하게 하고, 강력히 구축된 아이덴티티를 통해 브랜드 파

워가 형성될 수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Table 6).

5) 브랜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 구매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5 역시 지지되었다(Table

7). 본 연구결과는 중국 시장에서 휴대폰 브랜드 태도가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Park and Li(2013)의 연

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들의 태도는 구매에 대한 의도 뿐 아니라 반복구매로까

지 이어질 수 있어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형성

하는데 주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Table 4. Path analysis between people image and fashion-product country image

H Path between variables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Result

H2-1 Stylish → Quality −.50 .09 −5.51 .000 accepted

H2-2 Stylish → Design −.83 .11 −8.81 .000 accepted

H2-3 Stylish → Prestige −.44 .09 −4.94 .000 accepted

H2-4 Friendly → Quality −.00 .07 −0.03 .973 rejected

H2-5 Friendly → Design −.10 .08 −1.22 .224 rejected

H2-6 Friendly → Prestige −.22 .07 −2.40 .016 accepted

Table 5. Path analysis between fashion-product country image and brand identity

H Path between variables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Result

H3-1 Quality → Brand identity .19 .10 2.06 .039 accepted

H3-2 Design → Brand identity .25 .08 3.10 .002 accepted

H3-3 Prestige → Brand identity .49 .11 5.20 .000 accepted

Table 6. Path analysis between brand identity and brand attitude

H Path between variables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Result

H4 Brand identity → Brand attitude .75 .08 9.56 .000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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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세계의 중심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 국

민의 이미지가 한국 패션제품과 관련된 국가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 패션제품 국가이

미지가 한국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태도, 한국 브

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의 경제이미지가 높을수록 한

국 패션제품의 품질과 명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국민

이미지는 ‘스타일리쉬한’, ‘우호적인’ 두 개의 하위차원

모두 패션제품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쳤다. ‘스타일리

쉬한’ 요인은 특정 패션제품 국가이미지의 모든 차원(품

질, 디자인, 명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우호적인’ 요인

은 패션제품 국가이미지의 명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드러났다. 패션제품 국가이미지는 ‘품질’, ‘디자인’,

‘명성’의 세가지 요인 모두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영

향을 미쳤다. 특히, ‘명성’ 요인의 경우 세 가지 요인 중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중국 소비자들은 한

국 패션제품에 대해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며, 세계적

으로 널리 알려진 제품이자 전통을 지녔다고 평가할수

록 한국 패션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높다고 평가함을

의미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태도에,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가이미지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최종

적으로 구매의도까지 연결되는 모형을 검증함으로 어

떠한 국가이미지의 요인에 더욱 전략적으로 마케팅적

노력을 쏟아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한국 국

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고, 제품과 관련된 국가

이미지를 활용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이

브랜드의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제안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국가의 경제 관련 이미지가 패션제품 국가이미

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으므로, 중국 소비자들

에게 한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기술이 발전된

나라임을 강조하는 것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전통 문

화에 대해 강조하는 것보다 전략적임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국가의 이러한 이미지는 기업이나 브랜드 차원에

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국가나 정부차

원의 노력으로 국가홍보 시 이러한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 국민이 스타일리쉬하고 패셔너블하다고 생

각할수록 한국 패션브랜드의 긍정적인 제품이미지가 향

상됨이 밝혀졌다. 스타일리시한 국민의 이미지는 인위적

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우나, 한번 형성된 경우 일종의 고

정관념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패션

기업이 한류의 인기를 활용하여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한류를 주도하는 연

예인이나 유명인뿐 아니라 브랜드의 타겟 마켓에 적합

한 스타일리시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서포터

즈를 만들어 그들의 SNS 사진, 라이프스타일 등을 브랜

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여 20대 중국 소비자들의 공감

을 얻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프랑

스의 경우 ‘프렌치 시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프랑스

국민들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가 연상되어 이에 따른 경

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 국민 고유의

이미지 형성을 통해 이와 연상되는 패션제품의 개발 및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국민이미지의 또 다른 차원인 우호적인 이미지

는 중국 소비자가 한국인이 우호적이고 신뢰감이 있다

고 느낄수록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상승함이

밝혀졌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우호적이고 신뢰감을 주

기 위해서는 먼저 친밀감을 쌓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비

자가 편안하게 브랜드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내

에서 선전하고 있는 SPA 브랜드의 경우 국내 패션브랜

드와 비교해 볼 때 환불, 교환과 같은 애프터서비스 수

준이 매우 높고 편리하다. 따라서 이처럼 편리한 애프터

서비스는 물론 한국 판매사원의 유창한 중국어 응대 및

온라인 쇼핑인구의 잠재 매출을 견인하기 위한 편리한

중국어 웹사이트의 운용 등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중국 소비자로 하여금 호의적

인 태도를 형성하고 한국 패션브랜드를 구매하고자 하

는 의도를 주는 선행요인이므로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

티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브랜드 아이덴티

티에 영향을 미치는 패션제품 국가이미지의 세 가지 차

Table 7. Path analysis between brand identity and purchase intention

H Path between variables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Result

H5 Brand attitude → Purchase intention .79 .07 12.43 .000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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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 ‘명성’ 요인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가장 강력하

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한국 패션제

품의 품질과 디자인에 대한 어필 역시 중요하지만, 무

엇보다 한국 패션제품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판매

되고 있으며, 패션전통을 지녔음을 전략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높게 평가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이미 패션선진국, 또는 패션강국으로 불리는 국가

의 패션브랜드들은 국가이미지에 기반해 자국브랜드의

전통과 역사를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널리 판매되고 있

다는 인식을 주고 있어 많은 브랜드가 ‘명품’으로 불리

고 있다. 국내 패션기업에서도 이러한 요인을 활용하여

‘명품브랜드’의 이미지를 통해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구

축하여 단순히 중국에 진출하는 패션기업이 아니라 중

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패션브랜드도 명품브랜

드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가이미지

의 세부적 요인들과 브랜드 아이덴티티와의 관계 및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학문적 의의를 담고 있으며, 중

국 시장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국내 패션기업들에게 마

케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하여 실무적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젊은 중국 여

성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전체 중국 소

비자로 확대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본 연

구에서 검증한 일반적 국가이미지 요인 외에 보다 다양

한 국가이미지 요인들이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의 응답자들을 포함하였는데 지역별 편차

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역적 차이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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