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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wareness of Chinese in their 20s in regards to Korean fashion brands and brand

personality; in addition, it analyzed the effect of brand personality on brand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

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of the brand personality effect on brand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brand, sex, and ag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three highly recognized fa-

shion brands were Teenie Weenie, E-land, and The Basic House. 2) Brand personality was comprised of fac-

tors for competence, vitality, innovation, and emotion. 3) Brand preference was affected by vitality, compe-

tence, and innovation. Purchase intention was directly affected by brand preference and brand personality

factors such as vitality, competence, and innovation. 4) The effect of brand personality on brand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brand, sex, and age.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or information to help fashion companies develop marketing strategies for young Chinese people.

Key words: Brand personality, Brand preference, Purchase intention, Korean fashion brand, Chinese con-

sumer; 브랜드 개성, 브랜드 선호도, 구매의도, 한국 패션브랜드, 중국 소비자

I. 서 론

전 세계 시장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중국 시장은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부터 전반적으로 개방되기 시

작하였다. 중국 시장이 개방된 이래로 그 변화속도가 놀

라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의 고도성장과 소득수준의

증가는 중국의 의류소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중국 통계청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옷, 신발, 모자, 텍스타일 유통 매출의 성장률은 전년대비

24.8%로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China appa-

rel market 2011”, 2012). 소비의 유형도 고급화와 브랜드

화로 급속히 진행되고 해외 유명브랜드들이 대거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

다. 한국 패션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수단으

로 중국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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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한류열풍은 패션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

고 있어 중국 시장과 소비자 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중국은 대외개방정책 이후 소득증가, 중산층

형성과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과정에서 변화에 걸 맞

는 수준의 대중문화의 공백의 틈을 한국 문화상품이 적

기에 메우면서 현재는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문화 산

업뿐만 아니라 미용, 패션, 한국어, 유학 등과 같은 문화

산업 외적인 영역에까지 한국에 대한 선호현상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O. H. Lee, 2006).

한국 패션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우리나라 패션브랜드에 대해 중국 소비자들이 어떤 인

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중

국 소비자들의 우리나라 패션브랜드에 대한 인식에 대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마치 살아있는 대상인 것처럼

인간적인 특성 즉 개성을 부여한다(Belk, 1988; Fournier,

1998). 브랜드 개성은 소비자 자신의 경험 및 브랜드 사

용자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형성되거나 브

랜드 광고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형성된다(Keller, 1993).

선행연구들(Jang & Rhee, 2008; Ko & Yun, 2004; Lee,

2003; Oh, 2003)에서 패션브랜드 개성이 제품의 선호도

와 구매의도, 브랜드 충성도 등에 영향을 미치며, 브랜

드 개성은 소비자 집단이나 제품의 유형, 복종, 브랜드

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패션브랜드의 개성에 대

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나 브랜드 개성이 한국 패션제품

의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거

의 전무한 실정이다. 브랜드 개성의 체계는 표준화의 패

러다임보다는 사회 문화적 특성을 토대로 한 소비자 개

성을 고려하여 현지화 패러다임 속에서 재해석될 수 있

어야 한다(Kim, 2000). 즉, 개성의 인식은 사회 문화적 특

성이 다른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에 우리나라 소비자들

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20대 젊은 층이 새로운 소비집단으

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시장에서 패션의류에

대한 소비가 많은 집단이며 서구화된 소비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은 자국 브랜드보다는 글로벌 브랜드를

더욱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의류,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등의 최신 패션을 모방하기를 좋아하며 예술과 문화 등

에서도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패션시장의 중요

한 목표 소비자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20대들을 대상으로 한국 패션브

랜드와 브랜드 개성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 브랜드 개

성이 브랜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개성과 브

랜드 선호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

다. 또한 브랜드 개성의 영향이 브랜드나 성별,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

과는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패션

기업들에게 중국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

료를 제공할 것이며, 상품기획과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국 패션시장의 현황

본격적인 시진핑 시대를 맞이해 중국은 소득 간 불균

형을 해소하고 내수시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

다. IMF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느려진다

해도 올해 7.8%, 내년에는 8.2% 성장률을 예상한다(“중

국 시장 공략 [Targeting Chinese market]”, 2012).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의류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2000년 이

후 중국 의류 ·패션제품의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

는 추세며, 2011년도 의류생산량은 46억 벌로 전 세계

의류생산량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패션시

장 규모는 연간 15%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2015년에

는 4000억 달러 이상의 외형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섬산련 [Pre-briefing conference]”, 2013).

최근 많은 해외 의류브랜드들이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들도

타깃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Zara는 2011년 중국 내 매

장을 42개로 늘렸다. Uniqlo는 2011년을 시작으로 매년

100개 매장 오픈을 목표로 삼고 있다. H&M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사이에 중국 내 12개의

매장을 오픈해 총 59개의 매장을 보유중이다. 중국 럭

셔리 시장은 해외 럭셔리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Giorgio Armani, Burberry, Cerruti 1881과 같은 럭셔리 브

랜드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China apparel market 2011”,

2012).

최근 맥킨지(McKinsey)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5년

까지 중국은 전 세계 명품매출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

로 전망된다. 1300만 가구로 추정되는 중산층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 소비자는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맞춰

소비패턴을 바꾸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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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안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소득증가와 해외

여행 및 인터넷을 통한 명품시장에 대한 지식이 높아

지면서 중국 소비자들은 돈의 가치를 더욱 추구하고 있

다. 2010년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약 50%의 소비자

들이 가장 비싼 제품을 최고의 제품으로 꼽았는데, 이는

2008년 설문조사 대비 16%가 하락한 수치이다(“중국 소

비자 [Consumer behavior]”, 2012).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

면서 중국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도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 중국 소비자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물질에 대

한 요구도 더욱 다양해졌고 소비의 개념이 양보다 질,

필요함보다 소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다(“차이나 패션유통 [Gorgeous transformation]”, 2012).

중국 베이징, 상하이, 연길지역의 남녀 67.9%가 한국

패션브랜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패션브랜드

중에는 E-land, Teenie Weenie, The Basic House, BEAN-

POLE, FILA 등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 Piao, 2011). 그러나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

으로 급속히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은 국내 패션기

업들이 꼭 풀어야 할 절체절명의 숙제와도 같지만 성공

사례는 10 손가락 안에 불과하다. 올해 2조원 규모로 성

장한 이랜드차이나를 비롯, 베이직하우스, EXR코리아,

인동어패럴, MG글로벌, 제시앤코, 참존어패럴 등이 중

국 공략의 대표 성공기업으로 거론되는 정도다(“중국 시

장 공략 [Targeting Chinese market]”, 2012).

최근 우리나라 여성복 브랜드의 중국 사업 비중이 커

지면서 내수보다 중국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전개하는 업

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중국 사업은 내수의 서브 차

원으로 여겨지거나 내수에서 기획한 제품을 쉽게 추가

로 판매하는 채널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 규모

가 워낙 크고 유통채널이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지면서

점차 내수보다 중국 시장을 우선순위에 두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중국 유통 사이에서

한국의 여성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미 진

출해 있는 이들 업체들이 이를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

가 높아지고 있다(“여성복 [Women's wear]”, 2013).

2. 패션브랜드 개성

Aaker(1997)는 브랜드 개성이란 브랜드에 부여된 인

간의 특성으로 ‘특정 브랜드에서 연상되어지는 사람과

관련된 개성특성들의 집합’이라고 하였으며, 기존의 인

간 개성이 내/외향적, 동조적, 성실성, 감정적, 교양적의

5가지 요인으로 나뉘는 개념을 바탕으로 브랜드 개성요

인을 연구하였다. 그는 브랜드 개성요인을 진실함(Sin-

cerity), 흥미로움(Excitement), 유능함(Competence), 세련

됨(Sophistication), 강건함(Ruggedness)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15가지의 하부요인을 규명하여, 전반적인 제

품의 브랜드 개성을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였다.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를 자신 표현의 상징적 수단

으로 사용하며, 그러한 표현수단이 되는 브랜드를 인간

적인 개성과 동일시해서 개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브랜드가 사람처럼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브랜

드-소비자’의 관계를 ‘사람-사람’의 관계로 정립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Yi & La, 2002).

패션제품은 소비자들이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

로 사용되고, 패션브랜드 개성은 브랜드가 가진 상징적

인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부분이므로 구매결정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의류학 분야에서도

브랜드 개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패션브랜

드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관련 변인들을 밝히고자 시

도하여 왔다. 패션브랜드 개성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

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brand personality는

브랜드 개성 혹은 브랜드 퍼스낼리티(Jang & Rhee, 2008;

E. J. Lee, 2006) 등으로 번역되어 연구되어 왔다. 브랜드

개성은 매장환경, 브랜드 및 인적 정보, 광고 및 광고모

델, 상품디자인, 품질 및 가격 등에 의해 형성되며, 각

요인은 브랜드별로 다른 영향력을 갖고 특정 패션브랜

드 개성의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E. J. Lee, 2006), 브랜드 개성으로 성실/안정성과

전문성을 사용하여 광고표현요소와 브랜드 개성, 브랜

드 자산 간의 관계를 조사한 Lee et al.(2008)의 연구에

서는 광고표현요소 중 모델선호도와 세련미는 브랜드

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의

친숙도나 관여도는 브랜드 개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0).

브랜드 개성요인은 전체적인 유사성을 보이면서 소

비자 집단이나 제품의 유형, 복종, 브랜드에 따라 요인

의 순서나 요인 명, 포함되는 특성들에서 차이점을 동

시에 보여주고 있다. Kim(2000)의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브랜드 개성을 제품유형

별로 측정하기 위하여 FCB GRID 모델에 따라 4개의

제품군별(고관여/이성 제품군, 고관여/감성 제품군, 저

관여/이성 제품군, 저관여/감성 제품군)로 요인분석을 실

행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브랜드 개성유형 즉, ‘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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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세련됨’, ‘성실’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Aaker

(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 한편 우리

나라 소비자의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정감’ 개성이 새

로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소비자 행동의 관점에서 브

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니는 이미지는 문화를 초월

하여 글로벌 개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때

로는 브랜드 개성의 체계가 표준화의 패러다임보다는 사

회 문화적 특성을 토대로 한 소비자 개성을 고려하여 현

지화 패러다임 속에서 재해석 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 제품군에 따라 개성요인들의 지배경향

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 and Yun(2004)의 연구에서는 패션브랜드 개성차

원은 유행/혁신성, 성실성, 보편/안정성, 전문성의 4가지

차원으로 도출되었고 복종에 따라 개성차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진’카테고리 안에 있는

두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Lee(2003)의 연구에서는 활달

함, 강인함, 유능함, 건실함의 브랜드 개성요인이 도출

되었으며 브랜드에 따라 개성의 순서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n and Hong(2005)의 연구에서는 브

랜드 개성요인으로 독특성, 유능성, 유행성, 건전성 요

인이 추출되었으며, 브랜드 간에 개성은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 선호도나 구매의도, 브

랜드 충성도, 브랜드 자산, 브랜드 동일시, 브랜드 인지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 and Yun(2004)

의 연구에서는 패션브랜드 개성차원 중에서 성실성, 보

편성, 전문성이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개성요인들이 복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08), Min and Hong(2005)

등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 자산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명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Jang and

Rhee(2008)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퍼스낼리티는 브랜드

동일시에, 브랜드 동일시는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 and Shin(2011)의 캐

주얼 의류브랜드의 브랜드 개성요인이 개성일치성에 미

치는 영향과 개성일치성이 브랜드 자산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브랜드 개성요인 중 ‘친근하

고 정직하며 활기찬’, ‘유능하고 매력적인’ 요인이 개성

Table 1. Previous studies on fashion brand personality

Authors (Year) Product Fashion brand personality factors Related variables

Jang and Rhee

(2008)
Fashion luxury brands

Status-oriented, appearance-

oriented, trend-oriented, leisure-

oriented, physical activity-oriented, 

self achievement-oriented, fun-

oriented, and relation-oriented

Brand identification and

brand loyalty

Jeon and Shin

(2011)
Casual apparel brands

Friendly/honest/energetic

competent/attractive,

and sophisticated

Personality congruence

and brand equity

Kim

(2000)

High involvement/rational products,

high involvement/emotional products,

low involvement/rational products,

and low involvement/emotional products

Emotion, passion, sincerity,

and sophistication
Familiarity and involvement

Ko and Yun

(2004)

Formal wear, casual wear,

and sports wear

Fashionable/innovative, sincere,

universal/stable, professional

Brand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Lee

(2003)
Jean brands

Activeness, toughness,

competence, and sincerity

Self-image congruence

and brand preference

E. J. Lee

(2006)
Male fashion brands

Attractiveness, intelligence,

enjoyment, liveliness,

and friendliness

Store environment, brand & human

information, advertising & model,

product design, and price & quality

Lee et al.

(2008)
Fashion brands

Faithfulness/stability

and professionalism

Advertising expressive factors

and brand equity

Min and Hong

(2005)
Women’s casual brands

Uniqueness, competence,

fashionability, and sincerity
Brand equity and brand extension

Oh

(2003)
Fashion brands

A variety of personality factors

according to brand

Brand preference, good impression,

and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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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성일치성이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충성도에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3)의 연구에

서는 브랜드 개성이 소비자의 자아 이미지와 일치할수

록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국 20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한국 패션브랜드를 밝힌다.

연구문제 2. 한국 패션브랜드의 브랜드 개성을 알아

본다.

2-1. 한국 패션브랜드들의 브랜드 개성요

인을 밝힌다. 

2-2. 한국 대표브랜드들의 개성인식의 차

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3. 브랜드 개성이 브랜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 개성과 브랜드 선호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1. 브랜드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3-2.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3-3.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인지도가 높은 브

랜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Lee & Piao, 2011)와

예비조사를 통하여 E-land, The Basic House, on&on,

Teenie Weenie, BEANPOLE, EXR, Roem, RIDE, system,

Rapido를 제시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

도록 하였다. 브랜드 개성은 선행연구들(Ko & Yun, 2004;

E. J. Lee, 2006; Yi & La, 2002)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하여 27문항을 구성하였고, 브랜드 선호도는 Bae et

al.(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로 5문항, 브랜

드 구매의도는 Kim et al.(2008), Lim and Cui(2010)의 연

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문항을 참고로 4문항을 구성하

였다. 이상의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에 대한 문항들은 성별, 나이, 학력, 직

업, 소득수준, 거주지, 월 의복구입비에 관한 7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이중번역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한국어로 작

성한 후에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연구자가 한국어

에서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그 후

처음 작성한 한국어 설문지와 일치할 때까지 수정을 반

복하여 완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

료의 수집은 2011년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진행되었으며, 서버를 활용하여 응답 결과가 바

로 엑셀 데이터로 저장되는 온라인 조사사이트(http://

www.oqss.com/)에 설문지를 올려 조사하였다. 총 401명

이 응답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385부를 최

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40.8%, 여자는 59.2%로서 응답

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는 20~24세가 46.2%,

25~29세가 53.8%로 나타났고, 결혼 여부는 기혼이 10.6%,

미혼이 89.4%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이 48.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5.7%, 가정주부 0.8%, 사무직 22.3%,

판매서비스직 7.8%, 생산직 1.3%, 기타 14.0%로 나타났

다. 가족 월 소득 정도는 3,000위안 미만이 43.4%이고,

3,000~6,000위안(537,000~1,074,000원 정도) 미만 32.5%,

6,000~9,000위안 미만 11.2%, 9,000~12,000위안 미만

6.8%, 12,000~15,000위안 미만 2.1%, 15,000위안 이상은

4.2%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북경 19%, 상해 8.3%, 정주(허

난성에 있는 중국 3급 도시) 16.6%, 성도(쓰촨성에 있는

중국 2급 도시) 11.2%, 기타 44.9%로 나타났고, 마지막으

로 월 의복구입비는 200위안(35,800원 정도) 미만 29.1%,

200~400위안 미만 28.1%, 400~600위안 미만 18.4%, 600

~800위안 미만 10.9%, 800~1,000위안 미만이 13.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분산분석, LDS 사후

검증, 다중회귀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중국 20대들의 한국 패션브랜드 인지도

중국 20대들에게 한국 패션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알

아본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167명(43.4%)이 Tee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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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nie에 응답하여 인지도가 가장 높은 한국 패션브랜

드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E-land는 119명(30.9%)의

응답자가 선택하였으며, The Basic House는 58명(15.1%),

on&on은 12명(3.1%), Roem은 10명(2.6%)이 선택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Lee and Piao(2011)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는 것이다.

2. 한국 패션브랜드의 브랜드 개성

1) 패션브랜드 개성 요인분석

한국의 패션브랜드 개성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

여 개성 측정문항에 대해 주성분 분석과 베리멕스 회전

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성 0.5 이하로

나타난 ‘지적인’ 문항을 제거하고 분석한 결과, 26문항

이 4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구성문항, 요인부

하량, 분산, 신뢰도와 평균은 <Table 2>와 같다.

패션브랜드 개성요인으로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1은 ‘상류층의’, ‘성공지향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유능함’으로 명명하였다. 총 분

산의 48.95%를 설명하고, 신뢰도는 0.931로 나타났다.

요인2는 ‘젊은’, ‘건전한’, ‘현실적’ 등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생동감’으로 명명하였다. 총 분산의 10.55%를 설

명하고, 신뢰도는 0.927로 나타났다. 요인3은 ‘최신 경

향을 따르는’, ‘대담한’, ‘거친’, ‘정직한’과 같은 항목으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for brand personality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Mean

Competence

The upper class 0.763

12.733
48.974

(48.974)
0.931 3.22

Success-oriented 0.711

Imaginative 0.702

Gentle 0.690

Fashion conscious 0.674

Extroverted 0.655

Attractive 0.648

Profound 0.613

Credible 0.592

Ordinary 0.553

Vitality

Young 0.796

2.742
10.547

(59.521)
0.927 3.55

Healthy 0.735

Realistic 0.735

Sophisticated 0.728

Liveliness 0.697

Colorful 0.650

Elegant 0.627

Quiet 0.617

Innovation

Fashionable 0.805

1.668
06.414

(65.934)
0.889 3.07

Brave 0.759

Wild 0.705

Honest 0.676

Friendly 0.626

Sexy 0.529

Emotion
Interesting 0.840

1.121
04.313

(70.247)
0.766 2.54

Emotional 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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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혁신성’으로 명명하였다. 총 분산의 6.41%

를 설명하고, 신뢰도는 0.889로 나타났다. 요인4는 ‘흥

미로운’, ‘감성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감성’으로 명

명하였다. 총 분산의 4.31%를 설명하고 신뢰도는 0.766

으로 나타났다. 4개 요인의 총 분산은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평균은 생동감(3.5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능함(3.22), 혁신성(3.07), 감성(2.54)의 순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Jeon & Shin, 2011; Ko

& Yun, 2004; Min & Hong, 2005)과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측정문항과 복종, 브랜드의 차

이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2)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의 개성의 차이

중국 20대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3개의 한

국 패션브랜드, Teenie Weenie, E-land, The Basic House의

브랜드 개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과 사

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브랜드 개성요인들 중 생동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유능함, 혁신성, 감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The Basic House가 생동감이 가장 높았고

E-land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국 20대 소비자들이 가

장 선호하는 세 브랜드들 간에는 브랜드 개성이 큰 차

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3. 브랜드 개성요인이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개성요인이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중국 20대 소비자들의 한국 패션브랜드 선호도에는

생동감(β=.510)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유능함(β=.356), 혁신성(β=.319)이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선호도

전체 변량의 49.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의도에는 브랜드 선호도(β=.742)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동감(β=.141)과 유능함(β=.104),

혁신성(β=.055)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매의도 전체 변량의 77.4%를 설명하는 것으로

Table 3. Result of ANOVA for personality differences of the three highly recognized fashion brands

Brand

Personality factor

Teenie Weenie

(n=167)

E-land

(n=119)

The Basic House

(n=58)
F

Competence 3.19 3.22 3.32 1.654

Vitality 3.55 (AB) 3.43 (B) 3.75 (A) 3.408*

Innovation 2.99 3.03 2.27 2.819

Emotion 2.54 2.48 2.56 0.241

*p≤.05

LSD multiple range test: A>B

Table 4. The effect of perceived brand personality on brand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

2
F

Brand

preference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276 .356 9.760***

.494 92.625***
Vitality .395 .510 13.978***

Innovation .247 .319 8.732***

Emotion .054 .069 1.896

Brand purchase

intention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086 .104 3.794***

.774 259.094***

Vitality .117 .141 4.700***

Innovation .046 .055 2.071*

Emotion .012 .014 .583

Brand preference .794 .742 21.598***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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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1) 브랜드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

중국 20대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Teenie

Weenie, E-land, The Basic House 각각의 브랜드 개성이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Teenie Weenie

Teenie Weenie의 브랜드 개성요인이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eenie Weenie의 선호도에는 생동감(β=.652)이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혁신성

(β=.362), 유능함(β=.300), 감성(β=.100)이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선호도 전체 변량

의 58.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는

브랜드 선호도(β=.704)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생동감(β=.203), 유능함(β=.138)이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 전체 변

량의 8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E-land

E-land의 브랜드 개성요인이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E-land의 선호도에는 생동감(β=.459)이 가장 많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능함(β=

.445), 혁신성(β=.239), 감성(β=.132)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선호도 전체 변량의

5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는 브랜

드 선호도(β=.712)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Table 5. The effect of perceived brand personality on brand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for Teenie Weeni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

2
F

Brand

preference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233 .300 5.944***

.583 58.960***
Vitality .462 .652 12.867***

Innovation .281 .362 7.165***

Emotion .084 .100 1.982*

Brand purchase

intention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112 .138 3.685***

.817 143.878***

Vitality .150 .203 4.188***

Innovation .059 .073 1.859

Emotion .021 .024 .703

Brand preference .734 .704 13.329***

*p≤.05, ***p≤.001

Table 6. The effect of perceived brand personality on brand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for E-land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

2
F

Brand

preference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344 .445 6.792***

.531 32.277***
Vitality .387 .459 6.934***

Innovation .177 .239 3.580***

Emotion .102 .132 2.044*

Brand purchase

intention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083 .101 1.736

.737 63.269***

Vitality .118 .131 2.209*

Innovation .046 .059 1.103

Emotion .021 .026 .520

Brand preference .757 .712 10.109***

*p≤.05, ***p≤.001

– 547 –



110 한국의류학회지 Vol. 37 No. 4, 2013

나타났고, 생동감(β=.131)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 전체 변량의 73.7%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The Basic House

The Basic House의 브랜드 개성요인이 브랜드 선호

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he Basic House의 선호도에는 혁신성(β=.470)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동

감(β=.368)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선호도 전체 변량의 3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매의도에는 브랜드 선호도(β=.887)가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브랜드 개성요인들

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의도 전체 변량의 82.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브랜드 간에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선호도는

Teenie Weenie와 E-land는 생동감의 영향을, The Basic

House는 혁신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감성은 Teenie Weenie와 E-land의 브랜드 선호도

에 영향을 미치나 E-land의 브랜드 선호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개성은 Teenie Weenie는 생동감과 유능함

이, E-land는 생동감이, The Basic House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브랜드에 따라 개성의 영향력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

성별에 따른 브랜드 개성요인이 브랜드 선호도와 브

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남성

남성들의 경우 브랜드 개성요인이 브랜드 선호도와 브

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남성들의 브랜드 선호도에는 생동감(β=.423)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혁신

성(β=.407), 유능함(β=.211)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선호도 전체 변량의 57.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는 브랜드 선호

도(β=.887)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의

도 전체 변량의 76.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여성

여성들의 경우 브랜드 개성요인이 브랜드 선호도와 브

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9>과 같다.

여성들의 브랜드 선호도에는 생동감(β=.546)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능

함(β=.475), 혁신성(β=.312), 감성(β=.158)의 순으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선호도 전

체 변량의 39.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

도에는 브랜드 선호도(β=.756)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동감(β=.164)과 혁신성(β=.111),

유능함(β=.109)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매의도 전체 변량의 77.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브랜드 선호도는 생동감

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동일하나 남성은 유능함

Table 7. The effect of perceived brand personality on brand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for The Basic Hous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

2
F

Brand

preference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127 .190 1.636

.341 6.859***
Vitality .250 .368 3.211**

Innovation .313 .470 4.034***

Emotion .113 .186 1.581

Brand purchase

intention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061 .080 1.278

.820 47.308***

Vitality .028 .037 .554

Innovation −.037 −.050 −.710

Emotion −.079 −.115 −1.807

Brand preference 1.001 .887 12.227***

**p≤.01, ***p≤.001

– 548 –



20대 중국인의 한국 패션브랜드 개성지각이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Teenie Weenie, E-land, The Basic House를 중심으로- 111

보다는 혁신성의 영향이 크고 여성은 혁신성보다 유능

함의 영향이 크며, 감성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는 남성은 브랜드 선호도의 영향만 받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여성들은 브랜드 선호도뿐만 아니라 생

동감, 혁신성, 유능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다양한 브랜드 개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여

러 가지 개성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연령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

연령에 따른 브랜드 개성요인이 브랜드 선호도와 브

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20대 초반

20대 초반의 경우 브랜드 개성요인이 브랜드 선호도

와 브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20대 전반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도에는 생동감(β

=.423)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능함(β=.337), 혁신성(β=.276)이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선호도 전체 변량

의 36.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는

브랜드 선호도(β=.732)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생동감(β=.143)과 유능함(β=.105)도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 전체

변량의 7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20대 후반

20대 후반의 경우 브랜드 개성요인이 브랜드 선호도

와 브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20대 후반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도에는 생동감(β

=.541)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8. The effect of perceived brand personality on brand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for mal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

2
F

Brand

preference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189 .211 3.750***

.575 53.723***
Vitality .355 .423 7.562***

Innovation .398 .407 7.265***

Emotion .042 .050 .921

Brand purchase

intention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117 .124 2.787

.764 97.909***

Vitality .107 .122 2.454

Innovation  .001 .001  .022

Emotion −.010 −.011 −.264

Brand preference .775 .741 12.066***

***p≤.001

Table 9. The effect of perceived brand personality on brand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for femal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

2
F

Brand

preference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316 .475 8.642***

.398 36.923***
Vitality .392 .546 9.944***

Innovation .195 .312 5.802***

Emotion .114 .158 2.978**

Brand purchase

intention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079 .109 2.797**

.775 153.036***

Vitality .128 .164 4.071***

Innovation  .075 .111 3.141**

Emotion .040 .051 1.551

Brand preference .820 .756 18.419***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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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능함(β=.362), 혁신성(β=.270)이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선호도 전체 변량

의 60.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는 브

랜드 선호도(β=.743)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동감(β=.139)과 혁신성(β=.105), 유능감(β=

.091)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 전체

변량의 8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브랜드 선호도에 미치

는 영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의도에는 20대

초반은 생동감과 유능함이, 20대 후반은 생동감과 혁신

성, 유능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 후반이 혁신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국 20대 소비자들의 한국 패션브랜

드와 한국 패션브랜드 개성의 인지도를 알아보고 인지

도가 높은 브랜드들의 개성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또한

브랜드 개성요인이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브랜드와 성별, 연령에 따라 브랜드 개성

이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 20대 소비자들의 한국 패션브랜드 인지도는

Teenie Weenie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E-land, The

Basic House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0. The effect of perceived brand personality on brand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for people in their

early 20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

2
F

Brand

preference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258 .337 5.450***

.360 24.283***
Vitality .356 .464 7.614***

Innovation .208 .276 4.452***

Emotion .048 .060 .991

Brand purchase

intention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088 .105 2.334*

.714 86.088***

Vitality .120 .143 3.031**

Innovation  .007 .008  .189

Emotion .041 .048 1.171

Brand preference .804 .732 14.386***

*p≤.05, **p≤.01, ***p≤.001

Table 11. The effect of perceived brand personality on brand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for people in their

late 20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

2
F

Brand

preference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281 .362 8.077***

.602 76.403***
Vitality .421 .541 12.166***

Innovation .270 .342 7.622***

Emotion .057 .075 1.683

Brand purchase

intention

Brand

personality

Competence .074 .091 2.686**

.830 196.965***

Vitality .114 .139 3.631***

Innovation  .087 .105 3.156***

Emotion −.012 −.015 −.512

Brand preference .780 .743 16.14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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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패션브랜드 개성은 유능함, 생동감, 혁신성,

감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의 평균은

생동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능함, 혁신성, 감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에 있어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인 브랜드 개성요인은 생동감이었다. 생

동감은 The Basic House이 가장 높았고, E-land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20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

하는 세 브랜드들 간에는 브랜드 개성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개성요인들은 브랜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선호도에는 생동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능

함, 혁신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는 브랜드 선호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동감과 유능함, 혁신성이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가 높은 브랜

드들은 영향을 미치는 개성들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브랜드 개성의 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세 브랜드 간에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의 차이를 밝힌 결과에서는 브랜드 선호도는

Teenie Weenie와 E-land는 생동감의 영향을, The Basic

House는 혁신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감성은 Teenie Weenie와 E-land의 브랜드 선호도

에 영향을 미치나 The Basic House의 브랜드 선호도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성은 Teenie Weenie는 생동감

과 유능함, E-land는 생동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The

Basic House의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

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남녀 간에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의 차이를 밝힌 결과에서는 브랜드 선호도는 생동감

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동일하나 남성은 유능

함보다는 혁신성의 영향이 크고 여성은 혁신성보다 유

능함의 영향이 크며, 감성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매의도는 남성은 브랜드 선호도의 영향만 받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들은 브랜드 선호도뿐만 아니라

생동감, 혁신성, 유능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다양한 브랜드 개성의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나이에 따른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의 차이를 밝힌 결과에서는 브랜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의도에는 20대

초반은 생동감과 유능함이, 20대 후반은 생동감과 혁신

성, 유능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 후반이 혁신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소비자를 겨냥하여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류업체에 다음과 같

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브랜드 개성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과 광고

등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브랜드 개성들 중 생동감과 유능함, 혁신

성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개성을 브랜드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eenie Weenie는 생동감과 유능함이 브랜드 선호도뿐

만 아니라 구매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혁신

성은 브랜드 선호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성으로 나

타났으므로 이러한 개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Teenie Weenie의 개성점수를 보면 생동감

에 비해 유능감이나 혁신성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나 이러한 개성도 보완하면 브랜드 선호도나 구매의도

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land는 생동감과 유능

함, 혁신성이 브랜드 선호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생동

감은 구매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E-land는 다른 두 브랜드에 비해 생동감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젊고 세련된 느낌의 생동감

을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Basic House는 다른 두 브랜드들과 달리 브랜드 선호도

에 혁신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생동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he Basic House는 다른

두 브랜드들에 비해 생동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성은 낮게 나타나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혁신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전략으로 보인다.

남성은 유능함보다는 혁신성의 영향이 크고 여성은

혁신성보다 유능함의 영향이 크며, 감성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최신 유행을 반영한 다소 과감한

개성을 강조하고,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

드의 경우에는 유능함과 감성적인 개성을 강조할 필요

가 있겠다. 우리나라 전체 브랜드들의 감성의 평균 점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감안할 때 흥미롭고

감성적인 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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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대 후반의 소비자들이 20대 전반의 소비자들보다 혁

신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20대

후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최

신 유행을 반영하고 다소 과감한 혁신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중국 20대 소비자로 한정되

었으며 표본을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편의표집하였으

므로 결과의 확대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정장

이나 스포츠웨어 등의 브랜드 개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

루어져 연령에 따른 혹은 복종에 따른 차이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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