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로벌마켓 시대에서 막강한 노동력을 이용,

저임금의 거대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통해 경제적으

로 급성장을 거듭해온 13억 인구대국 중국이 현재 생

산기지국에서 벗어나 중국 생산, 중국 판매로의 한 단

계 도약을 함으로써 전세계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며

구매력 높은 시장으로 변화 있다. 이에 발맞추어 1997

년부터 중국기업들은 정부차원의 정책 지원하에

5~10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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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looks into the awareness and satisfaction about Korean fashion product of
Chinese adult women inhabited in China, by comparing with foreign fashion product.

The questionnaire used as a method of measurement, and the sample was 848 Chinese women from
20 to 50 age, living in China. The analysis of all data was handled by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 Frequency Analysis,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as also executed.

The results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preference about Korean fashion product of Chinese women is higher than American, English and

Japanese fashion product, but is lower than Italy, French and Chinese fashion product in each age.
2. About the quality, design, service’s satisfaction and brand reputation of Chinese adult women, Italy

product is first ranked and Korean, Chinese is followed.
3. About the possession item on Korean fashion product of Chinese adult women, younger and younger

chinese women on age, Ta-Ryun resident in area, a company employee on occupation hold the most.
4. About the recognition on Korean fashion product of Chinese adult women, younger and younger

preferred the popularity and special design of Korean fashion product, the women inhabited in Ta-
Ryun and Buk-Kyung recognized the Korean product as economical .

5. About the satisfaction on Korean fashion product of Chinese adult wome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age, residential district and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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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의 이미지와

실력의 제고를 통한 고품질 상품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변화 속에서 중국 의류산업이 1994년이

후 의류수출 1위국이 됨으로써 세계 의류시장의 1/8

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최대 의류수출대국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 WTO 가입후 중국 의

류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관세 인하 및 각종 투자 혜택

으로 인해서 이태리, 프랑스, 일본, 미국 등 패션 선진

국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1) 1992년 한·

중 수교이후 중국은 한국의 두번째 투자 대상국이며

1999년말 현재 실제 투자액은 43억불로서 건수면에서

는 세계1위, 금액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이르고

있다.2)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시장 진출 초기 중국시

장을 재고의류의 판매시장 정도로 판단하여 재고 의

류를 판매함으로써 한국의류제품에 대한 낮은 인식도

를 중국시장에 심었으며 이는 후발 중국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의류 생산기업에 장애가 되고 있

는 형편이다.3) 즉, 중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된 이래로

1996년도 대중국 우리나라 섬유류 수출실적은 전체

수출액의 20.1%를 차지할 정도로 우위를 차지하 으

나 점차 중국 의류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 및

연구의 미비로 고가제품 시장은 이태리, 프랑스, 일본,

미국 등과 같은 패션선진국에 이미 선점되었고 다소

경쟁력을 갖고 있던 중·저가시장도 중국 자국산 패

션제품의 품질향상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게 되어 중

국 내수시장의 진출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

었다. 그 원인은 중국과의 지리적, 문화적 이점에도 불

구하고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사회 문화적 변화,

중국 소비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인식 부족, 중

국 소비자들의 의식 구조 및 패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한국과 중국의 상이한 제도, 관습, 문화적

차이를 소홀히 다룸으로써 대부분 거의 모든 기업들

이 중국 내수시장 진입에 실패, 철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류시장은 세계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전

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중국 진출에 실패하

던 우리의 기업들은 재공략을 위한 대응방안마련과

전략수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시장에의 재

도전을 준비하고 있거나 새롭게 진출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울시 등

몇몇 스포츠 브랜드와 중국 진출 여성복 중 데코, 랑

시, 끌레몽뜨를 제외하고는 중국여성들에게 인지된 브

랜드가 전무한 실정이다.4) 따라서, 거대소비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여성들의 패션문화의 특성 및 욕구, 의류

소비·구매행동, 디자인 선호도, 의류상품 유통구조 파

악 등 전반적인 의류관련 정보가 매우 미흡하여 체계

적인 대중국 패션산업 전략수립에 난황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에 거

주하는 중국 성인 여성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다른 국

가와 비교할 때 한국산 패션제품의 선호도, 품질, 디자

인, 서비스 만족도 및 브랜드 명성도를 규명하고, 조사

범위를 다시 한국산 패션제품으로 세분화하여 한국산

패션제품 보유품목, 한국산 패션제품 인지도 및 일반

적인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여성복 생산업체가 중국 적소에 연령대별 및 직

업별로 필요한 패션품목와 인지도 및 만족도를 밝힘

으로써 중국에 진출할 마켓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그 기초 자료를 제공하

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성인 여성소비자

들의 외국산 패션제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산 패

션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규명하는데 그 목

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성인 여성의 패션제품 국가별 선호를 조사

한다.

2) 중국 성인 여성의 패션제품 국가별 품질, 디자인,

서비스 만족도 및 브랜드 명성도를 규명한다.

3) 중국 성인 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 패션제

품 품목을 조사한다.

4) 중국 성인 여성의 한국산 패션제품에 대한 인지

도를 항목별로 규명한다.

5) 중국 성인 여성의 한국산 패션제품에 대한 일반

적인 만족도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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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 중국 패션산업 현황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소비재 분야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 가구 생활비 중에서 의류비 지

출만은 신흥 개발도상국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이 빠

르게 진행되어,5) 한국의 해외 수출 시장을 위협하는

가운데 현재 78년 약 7억 달러의 의류를 수출하 던

중국은 97년 약 317억 달러를 수출하는 등 95년 이후

3년째 세계 패션 선진국으로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현재 외국인 중국 내 투자유입이 작년

동기 대비 27% 늘어난 110억 8천만달러에 달하며, 세

계무역기구(WTO) 가입전망으로 앞으로 외국인의 직

접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0년

1/4분기 현재, 중국측의 수입은 작년대비 46.5%가 늘

어난 465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발맞추어 중국기업들

은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하에 5~10년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해외투자진출을 서두

르고 있으며, 또한 WTO 가입에 앞서 중국기업들의

이미지와 실력의 제고를 통한 고품질 상품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21세기 패션선진국으로서의 발판

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환경과 경제

활동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경제의 개방화와 내수 경

기의 활성화는 물론 중국 내 경제력 향상과 이에 따

른 소비재 증가를 통한 수요의 증대 현상을 증폭시키

고 있다.

세계화를 향한 중국의 야심은 패션분야에서도 예외

가 아니어서 이제까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패

션선진국 생산기지로서의 하청국가에 불과하 던 국

제적 이미지를 벗고‘중국제품은 싸구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수 천년 역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중

국특색의 제품을 개발하는 등 세계패션 장악을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북경, 상해, 광주

의 중심가에는 세계 유명 패션업체의 의류상점이 즐

비하며, 북경의 중심가 東單거리는, 피에르카르댕 등

세계 유명 업체의 상점이 60개나 몰려 첨단패션을 추

구하는 중국의 신흥부유층들을 유인하고 있다. 중국에

서 100만 위안(약 1억4천만원)이상 재산을 가진 부유

층은 1천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실제

중국 전체인구의 5%를 차지하는 6천만명에 이르는 고

소득계층에서는 서구의 대중 소비단계와 유사한 단계

에 접어들어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소비행태를 보이

고 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78년 전혀 없었던 외제

옷수입이 97년 10억달러로 치솟아 이를 입증하고 있

으며 중국자체의 의류산업도 눈부시게 발전하여 고소

득자들의 소비촉진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78년 약

7억달러의 의류를 수출하 던 중국은 97년 약 3백17

억달러를 수출하는 등 95년 이후 3년째 세계 제1위를

기록하며 세계 패션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 의류시장을 적극

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에 박차

를 가하여야하며, 광역의 중국 의류시장에서 한국 패

션산업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부가가

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하여 패션 선진국들과 과감하

게 경쟁해야 한다.

2. 중국 진출 국내 여성복 업계 현황

중국 13억 인구의 5%, 이들 고소득 계층은 서구의

대중 소비단계와 유사한 서방 자본주의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패션시장은

아직 세분화, 개성화란 측면서 국내 70년대를 연상시

킬 만큼의 단계라고 한다.6) 또한 생산품의 상표가 많

지만 유명상표는 적어 각종 상표가 평균 6%이하의 시

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장기적인 흡인력과 향

력을 갖추고 있는 상표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중

국 여성소비자로 하여금 자국 상표를 외면하고 해외

브랜드와 수입의류를 찾는 추세로서 중국 경제도시들

이 의류관련 사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되어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7)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바이어들이 값싼 제품을 찾는 구매형태를 벗

어나 브랜드력과 디자인성을 동시에 가진 제품을 원

하고 또 체계적인 바잉과 마케팅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해외 브랜드들은 이미 중국시장의

진출을 시작했고 발렌티노, 아르마니등 해외유명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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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도 중국에 생산시설을 가동중인 홍콩현지기업과 조

인식을 갖고 거대한 소비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알

려졌다.8)

중국 여성복시장에 진출하 던 한국 의류기업들은

중국과의 지리적, 문화적 잇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사회 문화적 변화, 중국 소비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인식부족, 중국 소비자들의 의

식구조 및 패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한국과

중국의 상이한 제도, 관습, 문화적 차이를 소홀히 다룸

으로써 대부분 거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진

입에 실패,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Wolsey, Deco

등 만이 성공적인 진출사례 패션업체로 남았으며, 최

근 In Sense In Serene가 중국 하이 패션브랜드로 내

수시장에 진출하 고, 그밖에는 저가 의류제품만이

무역 거래를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서9)

고가제품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패션선진국

에 선점되었고 그나마 경쟁력을 갖고 있던 중·저가

시장도 중국의 자국산 제품의 품질향상 등으로 우리

나라는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6천5백만 고소득층의 여성을 가진 중국 여성복시장

은 10년간 7%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

는 가운데 대중국 국내 여성복 업체는 카라에 이어

YK038·샤틴 등이 라이센스로 진출하고, 온앤온·랑

시 등은 고급화, 명품화에 공격적 전개에 박차를 가하

고 있으며 중가 브랜드들도 마켓 테스트가 한창이어

서 중국 내수시장 진입에 실패하 던 많은 국내 의류

기업들은 과거의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재공략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과 전략 수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10) 또한 오늘날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의류기업들

에게 있어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함에 따라, 현재 중국,

러시아, 일본, 홍콩 등지의 상인들이 모여드는 프레야

타운, 리오레, 두산타워 등 동대문 일대 재래시장 또

한 향후 국제적 쇼핑몰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중국 제

품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함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고부

가가치의 상품개발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에 놓이게 되었다.

III.

1. 조사도구의 작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는 설문지법을 이용하 다. 설

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 패션제품 국

가별 선호, 국가별 패션제품 품질만족도, 국가별 패션

제품 디자인만족도, 국가별 패션제품 서비스만족도, 국

가별 패션제품 브랜드명성도, 한국산 패션제품 보유품

목, 한국산 패션제품 인지 항목, 인지하고 있는 한국산

패션제품의 일반적인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패션제품 국가별 선호도는 단일응답으로, 한국산 패

션제품 보유품목은 복수응답으로, 국가별 패션제품 품

질만족도, 국가별 패션제품 디자인만족도, 국가별 패션

제품 서비스만족도, 국가별 패션제품 브랜드명성도와

한국산 패션제품 인지 항목 및 한국산 패션제품의 일

반적인 만족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2.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중국에 거주하는 20세이상~50세이하의

중국 성인여성 848명(상해: 271명, 북경: 293명, 대련:

247명, 하얼빈: 3명, 기타: 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

시하 다. 조사기간은 2002년 7월 18일부터 2002년 8

월 25일까지이며,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에 의해서 조사대상의 표본을 추출하 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일대일 직접면접법에 의해서

실시되어졌으며 총 848부가 회수되어 통계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모든 자료의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 고 사

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패션제품 국가별 선호 및 한국산 패션제품 보유품

목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다.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국가별 패션제품 품질만

족도, 국가별 패션제품 디자인만족도, 국가별 패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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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만족도, 국가별 패션제품 브랜드명성도와 한국

산 패션제품 인지 항목 및 한국산 패션제품 일반적인

만족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ANOVA(분산분석)을 실

시하 고, 집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 다.

IV.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

이 연령, 거주지역, 직업 및 결혼여부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의 연령은 의복을 구매할 의사 및 경제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20세이상~49세이하의 중국 성인여

성으로서 20세이상~29세이하의 연령대가 428명

(50.5%)으로 가장 많았으며, 30세이상~39세이하는 234

명(27.6%), 40이상~49세이하는 185명(21.8%)이었다. 거

주지역은 북경 거주자가 293명(34.6%)으로 가장 많았

으며, 상해 거주자는 271명(32.0%), 대련거주자는 247명

(29.1%)이었다. 직업은 회사원이 263명(31.0%)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은 93명(11.0%), 생산직근로자 85명

(10.0%)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450명(63.1%), 미혼

이 368명(43.4%)이었다.

2. 패션제품 국가별 선호

1) 패션제품 국가별 선호

중국 성인여성의 패션제품의 국가별 선호도는 <표

2>와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중국 패션

제품 선호가 185명(25.8%)로 가장 많았다. 20세이상~29

세이하는 프랑스 패션제품 선호가 108명(27.3%), 중국

패션제품 81명(20.5%), 이태리 패션제품 선호가 79명

(20.0%), 한국패션제품선호가 54명(13.7%)순으로 나타났

다. 30세이상~39세이하는 중국 패션제품 선호도 55명

(29.9%), 이태리 패션제품 선호가 44명(23.9%), 프랑스

패션제품 선호가 31명(16.8%) 순으로 나타났다. 40세이

상~49세이하에서는 중국 패션제품 선호도 49명(35.8%)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태리 패션제품 선호가 32명

(23.4%), 프랑스 패션제품 선호가 19명(13.9%) 순으로 나

타났다. 한국 패션제품에 선호는 각 연령대마다 미국,

국, 일본 패션제품의 선호도보다는 많았지만 이태리,

프랑스, 중국 패션제품의 선호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해 거주자는 중국 패션제

품 선호가 54명(24.2%) 및 이태리 패션제품 선호가 52

명(20.2%) 순으로나타났다. 북경거주자는 중국 패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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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20세이상~29세이하 428 50.5

연 령
30세이상~39세이하 234 27.6

40세이상~49세이하 185 21.8

무응답 1 .1

상해 271 32.0

거주
북경 293 34.6

대련 247 29.1
지역

하얼빈 3 .4

무응답 34 4.0

상해 170 20.0

북경 153 18.0
출신

대련 137 16.2
지역

기타 288 34.0

무응답 100 11.8

학생 93 11.0

공무원 49 5.8

회사원 263 31.0

전문직 64 7.5

기술직 61 7.2

직업 생산직 85 10.0

판매/서비스직 59 7.0

자유직 26 3.1

자 업 29 3.4

전업주부 62 7.3

무응답 57 6.7

결혼
기혼 450 53.1

여부
미혼 368 43.4

무응답 30 3.5

합 계 848 100.0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품 선호가 79명(32.9%) 및 프랑스 패션제품 선호가 63

명(26.3%)순으로 나타났다. 대련 거주자는 이태리 패션

제품 선호가 59명(26.6%) 및 프랑스와 중국은 42명

(18.9%)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패션제품 선호

도는 중국 3대 도시인 상해, 북경, 대련에서 10%내외

로 중국, 프랑스, 이태리 패션제품 선호보다는 낮게 나

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은 프랑스 패션제품 선호도

34명(40.0%), 전문직은 이태리 패션제품 선호도 17명

(30.4%) 그 외의 모든 직업에서 중국 패션제품 선호도

빈도가 많게 나타났다. 한국 패션제품 선호도는 전체

84명(12.2%)로 미국, 국, 일본 패션제품 선호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2) 국가별 패션제품 품질만족도

국가별 패션제품 선호도가 높은 이태리 및 중국 패

션제품과 한국 패션제품의 품질만족도 분석결과 <표

3>과 같이 연령별, 거주지역별, 직업별로 유의적인 차

이를 보 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이

태리 패션제품에 대한 품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은 한국, 중국 순이었다. 거주지역별로 살

펴보면, 3개 지역 거주자 모두 이태리 패션제품에 대

한 품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한국,

중국 순이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 회사원, 전문

직, 생산직 근로자, 전업주부 모두 이태리 패션제품에

대한 품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한국, 중

국 순이었다. 공무원, 기술직, 자유직은 이태리 패션제

품에 대한 품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중국과 한

국 패션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별, 출신지역별, 거주지역별로 살펴본 국

가별 패션제품 품질만족도는 이태리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중국 패션제품보다 한국 패션제

품에 대한 품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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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패션제품 선호도

구분 국가 이태리 프랑스 미국 국 중국 한국 일본 기타 합계

20~29세 이하 79 (20.0) 108 (27.3) 20 (5.1) 10 (2.5) 81 (20.5) 54 (13.7) 34 (8.6) 9 (2.3) 395 (100.0)

연 30~39세 이하 44 (23.9) 31 (16.8) 8 (4.3) 1 (.5) 55 (29.9) 20 (10.9) 22 (12.0) 3 (1.6) 184 (100.0)

령 40~49세 이하 32 (23.4) 19 (13.9) 5 (3.6) 4 (2.9) 49 (35.8) 11 (8.0) 13 (9.5) 4 (2.9) 137 (100.0)

합 계 155 (21.6) 158 (22.1) 33 (4.6) 15 (2.1) 185 (25.8) 85 (11.9) 69 (9.6) 16 (2.2) 716 (100.0)

거 상 해 52 (23.3) 45 (20.2) 7 (3.1) 6 (2.7) 54 (24.2) 26 (11.7) 26 (11.7) 7 (3.1) 223 (100.0)

주 북 경 36 (15.0) 63 (26.3) 14 (5.8) 3 (1.3) 79 (32.9) 22 (9.2) 16 (6.7) 7 (2.9) 240 (100.0)

지 대 련 59 (26.6) 42 (18.9) 12 (5.4) 6 (2.7) 42 (18.9) 33 (14.9) 26 (11.7) 2 (.9) 222 (100.0)

역 합 계 147 (21.5) 150 (21.9) 33 (4.8) 15 (2.2) 175 (25.5) 81 (11.8) 68 (9.9) 16 (2.3) 685 (100.0)

학 생 13 (15.3) 34 (40.0) 7 (8.2) 2 (2.4) 14 (16.5) 7 (8.2) 7 (8.2) 1 (1.2) 85 (100.0)

공무원 8 (22.9) 8 (22.9) 3 (8.6) 0 (.0) 9 (25.7) 3 (8.6) 3 (8.6) 1 (2.9) 35 (100.0)

회사원 53 (22.6) 52 (22.1) 7 (3.0) 4 (1.7) 57 (24.3) 25 (10.6) 32 (13.6) 5 (2.1) 235 (100.0)

전문직 17 (30.4) 9 (16.1) 4 (7.1) 1 (1.8) 10 (17.9) 10 (17.9) 4 (7.1) 1 (1.8) 56 (100.0)

기술직 9 (15.5) 12 (20.7) 6 (10.3) 3 (5.2) 20 (34.5) 4 (6.9) 3 (5.2) 1 (1.7) 58 (100.0)
직

생산직 근로자 19 (24.7) 15 (19.5) 3 (3.9) 1 (1.3) 22 (28.6) 11 (14.3) 3 (3.9) 3 (3.9) 77 (100.0)
업

판매/서비스직 9 (17.6) 4 (7.8) 0 (.0) 1 (2.0) 16 (31.4) 14 (27.5) 4 (7.8) 3 (5.9) 51 (100.0)

자유직 4 (19.0) 6 (28.6) 0 (.0) 0 (.0) 4 (19.0) 3 (14.3) 4 (19.0) 0 (.0) 21 (100.0)

자 업 3 (13.0) 6 (26.1) 0 (.0) 1 (4.3) 9 (39.1) 1 (4.3) 3 (13.0) 0 (.0) 23 (100.0)

전업주부 13 (26.5) 7 (14.3) 3 (6.1) 0 (.0) 15 (30.6) 6 (12.2) 4 (8.2) 1 (2.0) 49 (100.0)

합 계 148 (21.4) 153 (22.2) 33 (4.8) 13 (1.9) 176 (25.5) 84 (12.2) 67 (9.7) 16 (2.3) 690 (100.0)

구분 국가 이태리 프랑스 미국 국 중국 한국 일본 기타 합계

(단위: 명, %)



3) 국가별 패션제품 디자인만족도

국가별 패션제품 디자인만족도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연령별, 거주지역별, 직업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 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이태리

패션제품에 대한 디자인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은 한국, 중국 순이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

면, 3개 지역 거주자 모두 이태리 패션제품에 대한 디

자인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한국, 중

국 순이었다. 연령별, 거주지역별 한국 패션제품의 디

자인만족도는 중국제품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태리제

품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 회

사원, 기술직, 전문직, 생산직 근로자, 전업주부 모두

이태리 패션제품에 대한 디자인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은 한국, 중국 순이었다. 공무원은 한국 패션

제품과 중국패션제품에 대한 디자인만족도가 같게 나

타났으며, 판매/서어비스직과 자 업은 이태리와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디자인만족도가 같게 나타났다. 따라

서, 연령별, 출신지역별, 거주지역별로 살펴본 국가별

패션제품 디자인만족도는 이태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전반적으로 중국 패션제품보다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디자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4) 국가별 패션제품 서비스만족도

국가별 패션제품 서비스만족도 분석결과 <표 5>와

같이 연령별, 거주지역별, 출신지역별로 유의적인 차이

를 보 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이상~29세이하, 30

세이상~39세이하 연령대에서 이태리 패션제품에 대한

서비스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한국,

중국 순이었다. 40세이상~49세이하의 연령대는 한국

패션제품과 중국패션제품의 서어비스만족도는 같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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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별 패션제품 품질만족도 분산분석결과

구분 국가 중국 한국 이태리 합계 F-value p

20~29세 이하 3.53 (.74) A 3.79 (.75)  B 4.34 (.70)  C 3.87 (.80) 114.742 .000***

연령
30~39세 이하 3.46 (.71) A 3.82 (.87)  B 4.39 (.72)  C 3.86 (.86) 63.428 .000***

40~49세 이하 3.66 (.67) A 3.90 (.80)  B 4.50 (.66)  C 4.00 (.79) 46.448 .000***

합 계 3.54 (.72) A 3.82 (.79)  B 4.38 (.70)  B 3.89 (.82)

상 해 3.55 (.71) A 3.89 (.78)  B 4.43 (.67)  C 3.93 (.81) 77.189 .000***

거주 북 경 3.69 (.71) A 3.86 (.77)  B 4.33 (.75)  C 3.94 (.79) 40.998 .000***

지역 대 련 3.36 (.70) A 3.71 (.81)  B 4.40 (.66)  C 3.80 (.84) 117.569 .000***

합 계 3.53 (.72) A 3.81 (.79)  B 4.39 (.69)  B 3.89 (.82)

학 생 3.53 (.80) A 3.86 (.69)  B 4.23 (.79)  C 3.86 (.81) 17.343 .000***

공무원 3.51 (.76) A 3.78 (1.04) A 4.34 (.80)  B 3.87 (.93) 8.719 ..000***

회사원 3.57 (.69) A 3.80 (.79)  B 4.46 (.64)  C 3.92 (.80) 87.534 .000***

전문직 3.48 (.60) A 3.91 (.88)  B 4.49 (.58)  C 3.95 (.81) 28.256 .000***

기술직 3.48 (.86) A 3.68 (.75)  A 4.38 (.67)  B 3.83 (.86) 19.639 .000***

직업 생산직 근로자 3.61 (.71) A 3.85 (.76)  B 4.41 (.68)  C 3.93 (.79) 22.081 .000***

판매/서비스직 3.53 (.61) A 3.88 (.74)  B 4.00 (.86)  B 3.79 (.76) 5.546 .005**

자유직 3.43 (.93) A 3.67 (.91)  A 4.40 (.68)  B 3.82 (.93) 7.227 .002**

자 업 3.46 (.83) A 3.65 (.83) AB 4.10 (.85)  B 3.72 (.87) 3.299 .043*

전업주부 3.43 (.64) A 3.91 (.65)  B 4.51 (.60)  C 3.91 (.77) 33.180 .000***

합 계 3.53 (.72) A 3.82 (.79)  B 4.37 (.71)  B 3.89 (.82)

*p<.05, **p<.01, ***p<.001

※ (   )는 표준편차, 알파벳은 Duncan의 사후검증

구분 국가 중국 한국 이태리 합계 F-value p



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3개지역 거주자 모두

이태리 패션제품에 대한 서비스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은 한국, 중국 순이었다. 직업별로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이태리 제품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판매/서비스직에서는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학생과 자 업는 이태리와 한국의

패션제품에 대한 서비스만족도가 같게 나타났다. 전문

직, 기술직, 생산직, 자유직 및 주부는 공무원은 한국과

중국패션제품에 대한 서비스만족도가 같게 나타났다.

5) 국가별 패션제품 브랜드명성도

국가별 패션제품 브랜드명성도 분석결과 <표 6>와 같

이 연령별, 거주지역별, 출신지역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 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이상~29세이하, 30세이

상~39세이하 연령대에서 이태리 패션제품에 대한 브랜

드명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한국, 중국

순이었다. 40세이상~49세이하의 연령대는 한국 패션제

품과 중국패션제품의 브랜드명성도는 같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해와 대련 거주자 모두 이태

리 패션제품에 대한 브랜드명성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북경 거주자의 한국 패션제품과 중국패션제

품의 브랜드명성도는 같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

면, 회사원과 전문직은 이태리 제품에 대한 브랜드명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 공무원, 기술직, 생산

직, 판매/서비스직 자유직 및 주부는 중국과 한국의 패

션제품에 대한 브랜드만족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 패션제품 만족도

1) 한국산 패션제품 보유품목

중국 성인여성의 한국산 패션제품 보유 품목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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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별 패션제품 디자인만족도 분산분석결과

구분 국가 중국 한국 이태리 합계 F-value p

20~29세 이하 3.24 (.66) A 3.92 (.78) B 4.32 (.73) C 3.81 (.85) 212.585 .000***

연령
30~39세 이하 3.28 (.81) A 3.92 (.74) B 4.35 (.73) C 3.82 (.88) 87.697 .000**

40~49세 이하 3.41 (.79) A 3.82 (.83) B 4.42 (.68) C 3.85 (.87) 52.302 .000***

합 계 3.28 (.73) A 3.90 (.78) A 4.35 (.72) A 3.82 (.86)

상 해 3.25 (.73) A 3.89 (.74) B 4.42 (.65) C 3.83 (.86) 141.600 .000***

거주 북 경 3.38 (.77) A 3.96 (.85) B 4.25 (.80) C 3.83 (.88) 65.251 .000**

지역 대 련 3.20 (.68) A 3.84 (.74) B 4.37 (.69) C 3.78 (.85) 157.375 .000***

합 계 3.28 (.73) A 3.89 (.78) A 4.35 (.72) A 3.81 (.86)

학 생 3.21 (.76) A 3.93 (.81) B 4.28 (.82) C 3.79 (.91) 39.522 .000***

공무원 3.39 (.95) A 3.70 (.92) A 4.20 (.90) B 3.74 (.98) 7.324 .001**

회사원 3.27 (.66) A 3.87 (.77) B 4.41 (.68) C 3.82 (.84) 136.859 .000**

전문직 3.16 (.71) A 3.94 (.71) B 4.52 (.61) C 3.86 (.88) 53.483 .000**

기술직 3.29 (.79) A 3.73 (.84) B 4.24 (.72) C 3.73 (.88) 19.287 .000**

직업 생산직 근로자 3.25 (.70) A 4.10 (.67) B 4.40 (.68) C 3.89 (.84) 54.684 .000***

판매/서비스직 3.43 (.67) A 4.10 (.79) B 4.16 (.77) B 3.88 (.81) 14.952 .000***

자유직 3.20 (.70) A 3.90 (.94) B 4.42 (.77) C 3.83 (.94) 11.124 .000***

자 업 3.17 (.82) A 3.86 (.77) B 4.11 (.81) B 3.68 (.89) 8.197 .000***

전업주부 3.36 (.72) A 3.88 (.53) B 4.43 (.59) C 3.85 (.75) 32.448 .000***

합 계 3.28 (.72) A 3.91 (.77) A 4.35 (.72) A 3.82 (.86)

***p<.001

※ (   )는 표준편차, 알파벳은 Duncan의 사후검증

구분 국가 중국 한국 이태리 합계 F-value p



령별로, 거주지역별, 직업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7>,

<표 8>, <표 9>와 같다. <표 7>에서 한국산 패션제품 보

유 품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티셔츠/스웨터 205명

(15.2%), 악세서리 200명(14.8%), 하의 166명(12.3%), 신

발 144명(10.7%)류의 보유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젊

수록 한국산 패션제품의 보유품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세이상~29세이하의 연령대는 액세서리

125명, 티셔츠/스웨터 118명, 신발 107명, 하의 103명

등 유행의 사이클이 빠른 단품위주의 패션품목 보유

비율이 높았으며, 30세이상~39세이하의 연령대는 티

셔츠/스웨터 59명, 악세서리 47명, 하의 42명, 내의류

41명의 패션품목 보유 비율이 높았으며, 40세이상~49

세이하는 악세서리, 티셔츠/스웨터, 내의류, 하의류를

다른 패션품목보다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다른 연령대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국산 패션제

품의 보유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해거주자나

북경거주자보다 대련 거주자가 한국산 패션제품의 보

유품목 비율이 높았으며 보유품목에서도 차이를 보

다. 상해거주자는 티셔츠/스웨터 62명, 신발 36명, 남

방 35명의 보유품목 비율이 높았으며, 북경거주자는

악세서리 74명, 하의 57명, 티셔츠/스웨터 55명의 보

유품목 비율이 높았으며, 대련거주자는 악세서리 98

명, 티셔츠/스웨터 82명, 하의 73명의 보유품목 비율

이 높았다.

<표 9>에서 직업별로 살펴보면, 회사원이 한국산 패

션제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학

생, 전문직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회사원은 티셔츠/

스웨터 66명, 하의 56명, 악세서리 52명, 남방 49명의

패션품목 보유 비율이 높았으며, 학생은 악세서리(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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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가별 패션제품 서비스만족도 분산분석결과

구분 국가 중국 한국 이태리 합계 F-value p

20~29세 이하 3.27 (.71) A 3.53 (.76) B 3.87 (.80) C 3.54 (.79) 57.430 .000***

연령
30~39세 이하 3.27 (.78) A 3.61 (.80) B 3.92 (.86) C 3.57 (.86) 26.834 .000***

40~49세 이하 3.36 (.83) A 3.58 (.86) A 4.02 (.91) B 3.63 (.91) 16.241 .000***

합 계 3.28 (.75) 3.56 (.79) 3.91 (.83) 3.57 (.83)

상 해 3.29 (.72) A 3.73 (.74) B 3.98 (.76) C 3.64 (.79) 44.874 .000***

거주 북 경 3.38 (.77) A 3.60 (.82) B 3.80 (.87) C 3.58 (.84) 13.198 .000***

지역 대 련 3.19 (.73) A 3.36 (.76) B 3.95 (.82) C 3.48 (.83) 56.973 .000***

합 계 3.28 (.74) 3.55 (.79) 3.91 (.82) 3.56 (.82)

학 생 3.19 (.68) A 3.60 (.72) B 3.74 (.78) B 3.50 (.76) 13.087 .000***

공무원 3.34 (.94) A 3.52 (.89) AB 3.89 (.96) B 3.58 (.95) 3.189 .045***

회사원 3.25 (.70) A 3.63 (.77) B 4.02 (.77) C 3.61 (.81) 54.542 .000***

전문직 3.12 (.70) A 3.30 (.91) A 4.04 (.80) B 3.48 (.89) 18.270 .000***

기술직 3.26 (.68) A 3.45 (.82) A 3.85 (.96) B 3.51 (.85) 6.569 .002***

직업 생산직 3.38 (.73) A 3.63 (.70) A 3.95 (.88) B 3.64 (.80) 9.201 .000***

판매/서비스직 3.47 (.83) A 3.47 (.77) A 3.66 (.85) B 3.53 (.82) .772 .464

자유직 3.25 (.79) A 3.16 (.96) A 3.93 (.80) B 3.41 (.90) 3.994 .024*

자 업 3.04 (.88) A 3.60 (.50) B 3.63 (.90) B 3.40 (.82) 3.867 .026*

전업주부 3.40 (.81) A 3.54 (.72) A 3.92 (.81) B 3.59 (.80) 4.742 .010**

합 계 3.27 (.74) 3.55 (.78) 3.91 (.84) 3.56 (.82)

*p<.05, **p<.01, ***p<.001

※ (   )는 표준편차, 알파벳은 Duncan의 사후검증

구분 국가 중국 한국 이태리 합계 F-valu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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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가별 패션제품 브랜드명성도 분산분석결과

구분 국가 중국 한국 이태리 합계 F-value p

20~29세 이하 3.22 (.74) A 3.40 (.78)  B 4.08 (.90) C 3.55 (.88) 111.918 .000***

연령
30~39세 이하 3.23 (.73) A 3.48 (.81)  B 4.17 (.90) C 3.60 (.90) 59.811 .000***

40~49세 이하 3.27 (.76) A 3.48 (.95)  A 4.23 (.84) B 3.64 (.94) 38.698 .000***

합 계 3.23 (.74) A 3.44 (.82) A 4.13 (.89) A 3.58 (.90)

상 해 3.22 (.76) A 3.51 (.86)  B 4.21 (.83) C 3.63 (.91) 78.413 .000***

거주 북 경 3.39 (.71) A 3.52 (.82)  A 4.04 (.93) B 3.63 (.86) 33.679 .000***

지역 대 련 3.11 (.71) A 3.29 (.78)  B 4.14 (.87) C 3.49 (.90) 107.016 .000***

합 계 3.24 (.73) A 3.43 (.82) A 4.13 (.88) A 3.58 (.90)

학 생 3.31 (.70) A 3.38 (.71)  A 4.01 (.91) B 3.55 (.83) 20.032 .000***

공무원 3.46 (.80) A 3.52 (1.06) A 4.09 (.98) B 3.69 (.98) 4.678 .011***

회사원 3.20 (.70) A 3.48 (.80)  B 4.24 (.86) C 3.62 (.90) 96.693 .000***

전문직 2.98 (.68) A 3.40 (.76)  B 4.24 (.77) C 3.54 (.90) 38.039 .000***

기술직 3.27 (.77) A 3.48 (.81)  A 3.94 (.89) B 3.55 (.87) 9.029 .000***

직업 생산직 3.28 (.64) A 3.47 (.87)  A 4.08 (1.01) B 3.59 (.91) 16.547 .000***

판매/서비스직 3.24 (.66) A 3.45 (.84)  A 3.88 (.91) B 3.51 (.84) 7.621 .001***

자유직 3.19 (.81) A 3.11 (.94)  A 4.29 (.77) B 3.49 (.98) 10.986 .000***

자 업 3.08 (.93) A 3.57 (.60) AB 3.74 (.87) B 3.44 (.85) 3.818 .027*

전업주부 3.23 (.86) A 3.43 (.74)  A 4.18 (.80) B 3.58 (.89) 16.110 .000***

합 계 3.23 (.73) A 3.44 (.81) A 4.12 (.89) A 3.58 (.89)

*p<.05, ***p<.001

※ (   )는 표준편차, 알파벳은 Duncan의 사후검증

구분 국가 중국 한국 이태리 합계 F-value p

<표 7>  연령별 한국산 패션제품 보유품목

구분 연령 20~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합계

정장한벌 50 (6.2) 30 (8.6) 19 (10.0) 99 (7.3)

상의(자켓, 점퍼) 69 (8.5) 18 (5.2) 12 (6.3) 99 (7.3)

하의 103 (12.7) 42 (12.1) 21 (11.1) 166 (12.3)

티셔츠/스웨터 118 (14.6) 59 (17.0) 28 (14.7) 205 (15.2)

남방 75 (9.3) 35 (10.1) 16 (8.4) 126 (9.4)

코트 31 (3.8) 16 (4.6) 5 (2.6) 52 (3.9)

가죽 9 (1.1) 12 (3.4) 3 (1.6) 24 (1.8)

모피 17 (2.1) 8 (2.3) 3 (1.6) 28 (2.1)

신발 107 (13.2) 23 (6.6) 14 (7.4) 144 (10.7)

내의류 60 (7.4) 41 (11.8) 24 (12.6) 125 (9.3)

악세서리 125 (15.5) 47 (13.5) 28 (14.7) 200 (14.8)

기타 45 (5.6) 17 (4.9) 17 (8.9) 79 (5.9)

합계 809 (100.0) 348 (100.0) 190 (100.0) 1347 (100.0)

※ 복수응답으로 처리함.

구분 연령 20~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합 계

(단위: 명, %)



명), 티셔츠/스웨터(28명), 신발(25명), 하의(24명)의 패

션품목 보유 비율이 높았으며, 전문직은 악세서리(23

명), 티셔츠/스웨터(20명), 내의류(19명)의 패션품목 보

유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직업에 따라 한국산 패션제품

보유비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2) 한국산 패션제품 인지도

중국 성인여성의 한국산 패션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한국산 패션제품이 고급스러운가(1), 유행성이 있는가

(2), 디자인이 독창적인가(3), 브랜드의 명성이 높은가

(4), 구매시 신뢰할만하고 고품질인가(5), 복제품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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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거주지역별 한국산 패션제품 보유품목

구분 거주지역 상해 북경 대련 합계

정장한벌 32 (9.8) 15 (3.8) 47 (8.2) 94 (7.3)

상의(자켓, 점퍼) 21 (6.5) 28 (7.1) 44 (7.7) 93 (7.2)

하의 28 (8.6) 57 (14.5) 73 (12.8) 158 (12.2)

티셔츠/스웨터 62 (19.1) 55 (14.0) 82 (14.3) 199 (15.4)

남방 35 (10.8) 30 (7.6) 54 (9.4) 119 (9.2)

코트 7 (2.2) 11 (2.8) 31 (5.4) 49 (3.8)

가죽 7 (2.2) 7 (1.8) 9 (1.6) 23 (1.8)

모피 4 (1.2) 11 (2.8) 12 (2.1) 27 (2.1)

신발 36 (11.1) 52 (13.2) 51 (8.9) 139 (10.8)

내의류 23 (7.1) 28 (7.1) 66 (11.5) 117 (9.1)

악세서리 32 (9.8) 74 (18.8) 89 (15.6) 195 (15.1)

기타 38 (11.7) 26 (6.6) 14 (2.4) 78 (6.0)

합계 325 (100.0) 394 (100.0) 572 (100.0) 1291 (100.0)

※ 복수응답으로 처리함.

구분 거주지역 상해 북경 대련 합계

(단위: 명, %)

<표 9>  직업별 한국산 패션제품 보유품목

구분 직업 학생 공무원 회사원 전문직 기술직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자유직 자 업 전업주부 합계

정장한벌 5 (3.0) 4 (6.7) 34 (8.0) 11 (7.5)

상의 17 (10.1) 4 (6.7) 33 (7.7) 12 (8.2)

하의 24 (14.2) 4 (6.7) 56 (13.1) 17 (11.6)

티셔츠/스웨터 28 (16.6) 5 (8.3) 66 (15.5) 20 (13.6)

남방 12 (7.1) 8 (13.3) 49 (11.5) 12 (8.2)

코트 8 (4.7) 2 (3.3) 17 (4.0) 6 (4.1)

가죽 0 (0.0) 2 (3.3) 5 (1.2) 6 (4.1)

모피 2 (1.2) 0 (0.0) 7 (1.6) 5 (3.4)

신발 25 (14.8) 6 (10.0) 42 (9.9) 12 (8.2)

내의류 6 (3.6) 11 (18.3) 34 (8.0) 19 (12.9)

악세서리 33 (19.5) 11 (18.3) 52 (12.2) 23 (15.6)

기타 9 (5.3) 3 (5.0) 31 (7.3) 4 (2.7)

합계 169 (100.0) 60 (100.0) 426 (100.0) 147 (100.0)

※ 복수응답으로 처리함

구분 직업 학생 공무원 회사원 전문직 기술직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자유직 자 업 전업주부 합계

(단위: 명, %)

2 (2.4) 9 (6.3) 9 (11.5) 6 (10.9) 7 (11.7) 10 (10.4) 97 (7.4)

5 (6.1) 6 (4.2) 6 (7.7) 4 (7.3) 3 (5.0) 6 (6.3) 96 (7.3)

12 (14.6) 14 (9.9) 7 (9.0) 7 (12.7) 14 (23.3) 10 (10.4) 165 (12.5)

15 (18.3) 26 (18.3) 13 (16.7) 5 (9.1) 12 (20.0) 8 (8.3) 198 (15.1)

8 (9.8) 10 (7.0) 5 (6.4) 5 (9.1) 7 (11.7) 7 (7.3) 123 (9.4)

0 (0.0) 3 (2.1) 2 (2.6) 2 (3.6) 1 (1.7) 8 (8.3) 49 (3.7)

0 (0.0) 2 (1.4) 1 (1.3) 3 (5.5) 0 (0.0) 3 (3.1) 22 (1.7)

0 (0.0) 6 (4.2) 0 (0.0) 1 (1.8) 1 (1.7) 5 (5.2) 27 (2.1)

10 (12.2) 18 (12.7) 8 (10.3) 6 (10.9) 5 (8.3) 10 (10.4) 142 (10.8)

10 (12.2) 11 (7.7) 9 (11.5) 8 (14.5) 7 (11.7) 8 (8.3) 123 (9.4)

13 (15.9) 27 (19.0) 12 (15.4) 7 (12.7) 3 (5.0) 15 (15.6) 196 (14.9)

7 (8.5) 10 (7.0) 6 (7.7) 1 (1.8) 0 (0.0) 6 (6.3) 77 (5.9)

82 (100.0) 142 (100.0) 75 (100.0) 55 (100.0) 60 (100.0) 96 (100.0)1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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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령별 한국산 패션제품에 대한 인지도 분산분석 결과

구 분 연 령 20~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합 계 F-value P

1. 고급스러움 3.32 (.78) 3.41 (.86) 3.43 (.80) 3.36 (.80) 1.239 .290

2. 유행성 4.04 (.69) B 3.83 (.80) A 3.70 (.81) A 3.92 (.76) 12.599 .000***

3. 독창적디자인 3.85 (.76) B 3.66 (.78) A 3.65 (.86) A 3.76 (.79) 5.128 .006**

4. 브랜드명성 3.29 (.74) 3.25 (.83) 3.30 (.82) 3.28 (.78) .171 .843

5. 신뢰성/고품질 3.41 (.70) 3.40 (.79) 3.38 (.76) 3.40 (.73) .053 .949

6. 복제품 3.22 (.99) 3.09 (.97) 3.01 (1.02) 3.16 (.99) 2.480 .085

7. 경제성 2.47 (.79) 2.44 (.94) 2.49 (.87) 2.46 (.84) .154 .857

*p<.05, **p<.01, ***p<.001

※ (   )는 표준편차, 알파벳은 Duncan의 사후검증

구분 연령 20~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합 계 F-value P

<표 11>  거주지역별 한국산 패션제품에 대한 인지도 분산분석 결과

구 분 연 령 20~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합 계 F-value P

1. 고급스러움 3.49 (.76) B 3.33 (.80) A 3.27 (.83) A 3.36 (.80) 4.762 .009**

2. 유행성 3.92 (.75) 4.00 (.78) 3.84 (.72) 3.92 (.75) 2.993 .051

3. 독창적디자인 3.76 (.74) AB 3.87 (.80) B 3.68 (.79) A 3.77 (.78) 3.568 .029*

4. 브랜드명성 3.42 (.77) B 3.33 (.72) B 3.09 (.80) A 3.27 (.78) 11.520 .000***

5. 신뢰성/고품질 3.60 (.66) B 3.37 (.74) A 3.26 (.78) A 3.40 (.74) 12.422 .000***

6. 복제품 3.01 (1.00) A 3.26 (1.02) B 3.17 (.95) AB 3.15 (.99) 3.529 .030*

7. 경제성 2.31 (.81) A 2.49 (.87) B 2.57 (.83) B 2.46 (.84) 5.418 .005**

*p<.05, **p<.01, ***p<.001

※ (   )는 표준편차, 알파벳은 Duncan의 사후검증

구분 연령 상 해 북 경 대 련 합 계 F-value P

<표 12>  직업별 한국산 패션제품에 대한 인지도 분산분석 결과

직업 평균 표준 F- p

구분 편차 value

1 3.29 (.73)3.33 (1.01)3.39 (.77) 3.45 (.79) 3.25 (.87) 3.36 (.93) 3.47 (.70) 3.27 (.98) 3.36 (.70) 3.25 (.74) 3.36 (.80) .524 .857

2 4.14 (.73) 3.82 (.87) 3.93 (.71) 3.91 (.65) 3.88 (.79) 4.04 (.84) 3.84 (.67) 4.00 (.90) 3.60 (.87) 3.69 (.76) 3.92 (.76) 2.361 .013*

C ABC ABC ABC ABC BC ABC BC A AB

3 3.79 (.75) 3.75 (.81) 3.75 (.76) 3.84 (.73) 3.64 (.87) 3.86 (.80) 3.74 (.71) 3.83 (.94) 3.42 (1.02) 3.78 (.80) 3.76 (.79) .900 .525

4 3.27 (.73) 3.11 (.74) 3.30 (.71) 3.33 (.75) 3.15 (.69) 3.33 (.93) 3.47 (.78) 3.05 (.84) 3.25 (.99) 3.12 (.82) 3.27 (.77) 1.247 .263

5 3.53 (.74) 3.23 (.73) 3.38 (.70) 3.37 (.73) 3.43 (.66) 3.35 (.85) 3.75 (.59) 3.05 (1.00) 3.25 (.85) 3.22 (.62) 3.40 (.74) 3.007 .002**

BC AB AB AB B AB C A AB AB

6 3.24 (.88) 3.36 (.93) 3.26 (.88)3.16 (1.00)3.42 (.82) 3.36 (.86) 3.63 (.69) 3.26 (1.10) 3.48 (.71) 3.06 (.77) 3.30 (.87) 1.769 .071

7 2.34 (.85) 2.59 (.91) 2.47 (.82) 2.56 (.79) 2.46 (.70) 2.37 (.95) 2.35 (.97) 2.59 (1.01) 2.83 (.76) 2.48 (.77) 2.46 (.85) 1.122 .344

*p<.05, **p<.01

※(   )는 표준편차, 알파벳은 Duncan의 사후검증

직업
학생 공무원 회사원 전문직 기술직 생산직

판매/
자유직 자 업 전업주부 합계

표준 F-
P

구분 서비스직 편차 value



은가(6), 가격이 저렴해서 경제성이 있는가(7)의 7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결과는 <표 10>,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0>에서 연령별 한국산 패션제품에 대한 인지

도 분산분석 결과, 유행성과 독창적디자인 문항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 다. 20세이상~22세이하의 연령

대가 30세이상~39세이하, 40~49세이하의 연령대보다

한국산 패션제품이 유행성과 독창적인 디자인을 추구

한다고 보았다.

<표 11>에서 거주지역별 한국산 패션제품에 대한

인지도 분산분석 결과, 고급스러움, 독창적디자인, 브

랜드명성, 신뢰성/고품질, 복제품, 경제성 문항에서 유

의적인 차이를 보 다. 상해지역은 한국산 패션제품의

고급스럽움과 신뢰성/고품질을 인지하 으며, 북경지

역은 한국산 패션제품이 독창적디자인이며, 복제품이

많다고 인지하 다. 대련과 북경지역은 상해지역보다

한국산 패션제품이 값이 저렴해 경제성이 있다고 인

지하 다.

<표 12>에서 직업별 한국산 패션제품에 대한 인지

도 분산분석 결과, 유행성과 신뢰성/고품질 문항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 다. 학생은 한국산 패션제품이

유행성이 있다고 가장 높게 인지하 으며, 자 업자가

가장 낮게 인지하 다. 판매/서비스직은 한국산 패션

제품이 신뢰성/고품질이 있다고 가장 높게 인지하

으며, 자유직은 가장 낮게 인지하 다. 직업별로 고급

스러움, 유행성, 독창적디자인, 브랜드명성, 신뢰성/고

품질, 복제품 문항에서는 평균점수 이상으로 높게 인

지하 으나 경제성은 평균점수이하로 다소 저렴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 다.

3) 한국산 패션제품 만족도

중국 성인여성의 한국산 패션제품 만족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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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한국산 패션제품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편차 F-value P

20~29세 이하 1 (.3) 3 (.8) 112 (31.1) 211 (58.6) 33 (9.2) 3.76 .63

연령
30~39세 이하 0 (.0) 6 (3.3) 61 (33.9) 90 (50.0) 23 (12.8) 3.72 .73

.937 .392
40~49세 이하 1 (.8) 2 (1.5) 50 (38.5) 64 (49.2) 13 (10.0) 3.66 .71

합계 2 (.3) 11 (1.6) 223 (33.3) 365 (54.5) 69 (10.3) 3.73 .67

상해 0 (.0) 2 (1.0) 66 (33.7) 99 (50.5) 29 (14.8) 3.79 .70

거주 북경 2 (.9) 3 (1.3) 72 (31.4) 128 (55.9) 24 (10.5) 3.74 .70
2.983 .051

지역 대련 0 (.0) 6 (2.7) 81 (36.7) 122 (55.2) 12 (5.4) 3.63 .63

합계 2 (.3) 11 (1.7) 219 (33.9) 349 (54.0) 65 (10.1) 3.72 .68

학생 1 (1.2) 2 (2.4) 27 (32.5) 51 (61.4) 2 (2.4) 3.61 .64

공무원 0 (.0) 1 (2.7) 14 (37.8) 17 (45.9) 5 (13.5) 3.70 .74

회사원 0 (.0) 2 (1.0) 72 (35.5) 104 (51.2) 25 (12.3) 3.75 .68

전문직 0 (.0) 0 (.0) 19 (33.9) 35 (62.5) 2 (3.6) 3.70 .54

기술직 0 (.0) 2 (3.7) 14 (25.9) 35 (64.8) 3 (5.6) 3.72 .63

직업 생산직 0 (.0) 0 (.0) 23 (31.9) 40 (55.6) 9 (12.5) 3.81 .64 .680 .728

판매/서비스직 0 (.0) 0 (.0) 20 (39.2) 22 (43.1) 9 (17.6) 3.78 .73

자유직 1 (4.5) 2 (9.1) 4 (18.2) 14 (63.6) 1 (4.5) 3.55 .91

자 업 0 (.0) 0 (.0) 5 (21.7) 17 (73.9) 1 (4.3) 3.83 .49

전업주부 0 (.0) 2 (3.8) 20 (38.5) 21 (40.4) 9 (17.3) 3.71 .80

합계 2 (.3) 11 (1.7) 218 (33.4) 356 (54.5) 66 (10.1) 3.72 .67

※(   )는 표준편차

구분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편차 F-value P



는 <표 13>과 같이 연령별, 거주지역별, 직업별로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만족도가

평균점수가 보통이상으로 나타나 한국산 패션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V.

본 연구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성인 여성소비자

들의 한국산 패션제품의 선호도, 품질, 디자인, 서비스

만족도 및 브랜드 명성도를 규명하고, 한국산 패션제

품 보유품목, 한국산 패션제품 인지도 및 일반적인 만

족도를 조사함으로써 한국산 패션제품이 중국에 진출

할 마켓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연

구 결과의 요약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성인여성의 패션제품의 국가별 선호도는

20세이상~29세이하는 프랑스 패션제품 선호, 30세이

상~39세이하/40세이상~49세이하는 중국 패션제품

선호가 많았으며, 한국 패션제품에 선호는 각 연령대

마다 미국, 국, 일본 패션제품의 선호도보다는 많았

지만 이태리, 프랑스, 중국 패션제품의 선호보다는 낮

게 나타났다.

둘째, 중국 성인여성의 국가별 패션제품 품질만족도

는 연령별, 출신지역별, 거주지역별로 이태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중국 패션제품보다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품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째, 중국 성인여성의 연령별, 출신지역별, 거주지

역별로 살펴본 국가별 패션제품 디자인만족도는 이태

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중국 패션제

품보다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디자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중국 성인여성의 연령별, 출신지역별,

거주지역별로 살펴본 국가별 패션제품 서비스만족도

는 이태리 패션제품에 대한 서비스만족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한국, 중국 순이었다. 40세이상~49세

이하의 연령대는 한국 패션제품과 중국패션제품의 서

어비스만족도는 같게 나타났다. 학생과 자 업는 이태

리와 한국의 패션제품에 대한 서비스만족도가 같게

나타났다. 전문직, 기술직, 생산직, 자유직 및 주부는

공무원은 한국과 중국패션제품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가 같게 나타났다.

다섯째, 중국 성인여성의 연령별, 출신지역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본 국가별 패션제품 브랜드명성도는 20

세이상~29세이하, 30세이상~39세이하 연령대에서 이

태리 패션제품, 한국, 중국 순이었다. 40세이상~49세

이하의 연령대는 한국 패션제품과 중국패션제품의 브

랜드명성도는 같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해와 대련 거주자 모두 이태리 패션제품에 대한 브

랜드명성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북경 거주자

의 한국 패션제품과 중국패션제품의 브랜드명성도는

같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회사원과 전문직은

이태리 제품에 대한 브랜드명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 공무원, 기술직,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자유직

및 주부는 중국과 한국의 패션제품에 대한 브랜드명

성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국 성인 여성의 한국산 패션제품 보유 품

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티셔츠/스웨터, 악세서리, 하

의, 신발류의 보유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젊을수록

한국산 패션제품의 보유품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련 거주자가 상해거

주자나 북경거주자보다 한국산 패션제품의 보유품목

비율이 높았으며 보유품목에서도 차이를 보 다. 직업

별로 살펴보면, 회사원이 한국산 패션제품을 가장 많

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학생, 전문직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일곱째, 중국 성인여성의 한국산 패션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20세이상~22세이하의 연령대가 한국산 패

션제품이 유행성과 독창적인 디자인을 추구한다고 보

았다. 상해지역은 한국산 패션제품의 고급스럽움과 신

뢰성/고품질을 인지하 으며, 북경지역은 한국산 패션

제품이 독창적디자인이며, 복제품이 많다고 인지하

다. 대련과 북경지역은 상해지역보다 한국산 패션제품

이 값이 저렴해 경제성이 있다고 인지하 다.직업별로

고급스러움, 유행성, 독창적디자인, 브랜드명성, 신뢰성

/고품질, 복제품 문항에서는 평균점수 이상으로 높게

인지하 으나 경제성은 평균점수이하로 다소 저렴하

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 으며, 학생은 한국산 패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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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유행성, 판매/서비스직은 한국산 패션제품이 신

뢰성/고품질이라고 인지하 다.

여덟째, 중국 성인여성의 한국산 패션제품 만족도는

연령별, 거주지역별, 직업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만족도가 평균점수가 보통이상

으로 나타나 한국산 패션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는 인지하고 있는 한국산 브

랜드명과 브랜드의 이미지 및 특성을 파악하고 구매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서 적용함으로써 중

국 패션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국

가와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여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의복구매에 향력이 있는 소득에 대한 조

사가 제외되서 소득과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했으며,

직업별 분류가 세분화되어 빈도가 낮은 것을 통계처

리에 이용함으로써 직업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서 다소 한계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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