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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y-of-brand-origin perception and brand equity elem-

ents among Korean and Chinese male consumers. It also examined if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national consumers in the effect of country-of-brand-origin on brand evaluation. We analyzed survey

responses from 414 Korean men and 393 Chinese men in their 20s-30s. Country-of-brand-origin perception

was found positively related to brand awareness and brand image for both Korean and Chinese men in each

group that selected domestic or foreign country-of-brand-origin. The results reveal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rand attitude and brand awareness as well as brand image for the two national consumers in each

country-of-brand-origin selection group. The results indicated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brand image on

brand attitude between these two male consumers in the group that selected the domestic country-of-brand-

origin. The results also support the hypothesis on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country-of-brand-origin as well

as brand evaluation between male consumers in the group that selected foreign country-of-brand-origin.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ashion marketers, particularly when building brand equity by reveal-

ing country-of-brand-origin.

Key words: Korean male consumer, Chinese male consumer, Country-of-brand-origin, Brand equity, Brand

evaluation; 한국 남성 소비자, 중국 남성 소비자, 브랜드 원산지, 브랜드 자산, 브랜드 평가

I. 서 론

현재 국내 패션브랜드는 유니클로, H&M과 같은 글

로벌 SPA 브랜드 및 해외 명품 브랜드 등과 치열한 경

쟁에 있으며, 유명 백화점 등 유통업체뿐 아니라 제조

업체에서는 다양한 브랜드들을 한 매장에 모아놓은 편

집매장(multi-brand store)을 개설하면서 국내 브랜드보

다는 해외 수입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

황이다(Kim & Hwang, 2011). 이와 같이 국내 패션브랜

드는 한국 내수 시장에서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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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비롯한 제3의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

력 중이다. 특히, 이랜드를 필두로 하여 제일모직, LG패

션, 코오롱FNC, SK네트웍스 등 대형 제조업체들은 대

표 브랜드를 내세워 중국을 위시한 동남아, 미국 등 해

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으며(Jeong, 2010), 중소

기업들도 중국 시장 진출을 시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진출했던 기업들 중에 성공한 경우는 적은 편이며,

중소기업들은 만족스러운 진출 성과를 얻지 못한 경우

가 많은 실정이다(Lee, 2015).

또한, 한국 패션브랜드가 많이 진출한 중국의 경우, 최

근 정부차원에서 자국 패션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고

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의 소비 성향

과 구매 행태는 계속 변화하고 있어 중국 패션시장에 이

미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해외 브랜드들은 강력한 브

랜드 구축이 향후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국내 패션

브랜드는 내수 경기의 위축과 중국 시장의 과잉 경쟁 및

향후 저성장 기조에 대처하기 위해 경쟁 브랜드들 사이

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브랜드 정

체성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브랜드 평가에 중요 요인

으로서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도와 같

은 브랜드 자산의 기본 요소에 소비자의 브랜드 원산지

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

히, 남성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자국 및 해외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을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

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

는 한국 및 중국 패션시장에서 남성 소비자의 브랜드 원

산지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브랜드 자산요소들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들 간의 차

이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 남성복 브랜드의 중국 진출 현황

한국 남성복 시장의 국내 패션시장 내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3.2%에서 2.9%로 감소하였으며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Fashion Industry, 2015), 극

심한 경기 침체로 기존의 남성복 브랜드가 중단되거나

신규 브랜드의 런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

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21년차 남성복 브랜드 ‘엠비

오’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Yoo, 2016), LF(구

LG패션)는 남성복 ‘일꼬르소’의 백화점 유통을 중단하

고 자사 온라인 쇼핑몰로 판매채널을 전환한다고 보도

되고 있다(Lim, 2016).

이와 같이 국내 남성복 브랜드는 장기 불황 속에서 기

성복 정장 수요의 감소 및 중저가 브랜드의 저성장과 같

은 불안정한 환경에 처해있다. 게다가 국내 대표적 백화

점들은 남성 정장 존(zone) 일부를 제외하고 국내 브랜드

보다 해외 유명 브랜드를 확대하는 추세이다(Park, 2016).

따라서 정체 상태에 있는 국내 남성복 브랜드들은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시장 진출을 시도해 왔다.

LF는 ‘해지스’를 시작으로 ‘TNGT’, ‘마에스트로’를 중국

에 진출시켰으며, 신성통상의 ‘지오지아’와 ‘올젠’, 신원

의 ‘지이크’, 더베이직하우스의 ‘더클래스’ 등이 중국 시

장 내 매장 확장에 주력해 왔다(Ahn, 2015; Jeong, 2010;

Lim, 2014). 그러나 중국 시장 내에서 인지도가 있는 한

국 남성복 브랜드는 ‘지오지아’, ‘지이크’가 대표적인 것

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들은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에 원산지를 두고 있는 남성복 브랜드를 선호

한다고 한다(Korea Fashion Association, 2016). 이러한

중국 현지의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패션시장은

2015년 한화 기준으로 약 140조 원의 규모로 추정되며 지

난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약 15%를 나타내어(Choi,

2015), 국내 남성복 브랜드에게는 국내 시장에서 탈피

하여 매출액 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전히 매력

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2. 중국 남성복 시장 현황

중국 남성복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1인당 중국 남성

평균 의류소비액이 연평균 17%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

이며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Korea Fashion

Association, 2016). 중국 남성복 시장의 경우, 현지 브랜

드의 시장 영향력이 크며 특히, 상해, 절강성, 복건성, 광

동성, 강소성, 무한시 6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6개 지역을 위시로 남성복 브랜드 시장 현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해는 이미 세계 유명 브랜드가 대부분 정착해 있으

며, 대형 백화점 위주로 해외 브랜드 및 자국 내 유명 브

랜드가 공존하고 있다. 상해 거점의 남성 브랜드로는 셔

츠 브랜드이자 상해 선도 기업 중 하나인 ‘KAIKAI’가

있다(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2006). 절강

성은 남성 정장과 셔츠 생산기지인 ‘영파’, ‘온주’를 중

심으로 남성 패션이 유명하며, 중국 남성복 시장 내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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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은 ‘YOUNGOR’, ‘SHANSHAN’를 비롯, 미국, 프

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20여 개국에 등록상표가 있는

‘ROMON’ 등 자국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복건

성은 ‘천주’, ‘석사’지역을 중심으로 남성 패션산업이 군

집되어 있으며, 남성 캐주얼 브랜드인 ‘SEPTWOLVES’

와 정장 바지 브랜드인 ‘JOE ONE’, ‘FORDOO’, 비즈니

스 캐주얼 브랜드인 ‘K-BOXING’, ‘LILANG’ 등이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이외에도 광동성은 남성 셔츠 등을

판매하는 ‘Minghao’을, 강소성은 중고가 정장 브랜드인

‘HEILAN’, ‘HONGDOU’를 보유하고 있다. 무한시는 해

외 브랜드와 자국 브랜드가 병립하여 프랑스 원산지의

‘Montagut’와 절강성 브랜드인 ‘YOUNGOR’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2005).

중국 남성복 시장은 해외 브랜드뿐 아니라 현지 패션

기업들도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브랜드 경영 전략을 내

세우고 있으며 중국 현지 패션기업의 성장세와 더불어

새로운 현지 브랜드도 계속 출현하고 있어 브랜드 간 경

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심화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일부 중국 패션기업들은 브

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브랜드와의 협업을 제시하고

있다. 절강성 영파지역을 거점으로 브랜드 ‘Peace Bird’

를 보유한 ‘닝보 르딩’은 한국을 원산지로 두고, 한국에

서 생산되는 브랜드 제품만으로 구성된 대형 편집매장

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남성복 브랜드 ‘사로 옴

므’를 중국 현지에서 라이선스 브랜드로 전개하고 있는

칭다오 ‘이은’도 국내 다른 브랜드와의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Lee, 2016). 그러나 중국 패션기업들이 이와

같이 한국 브랜드 원산지를 활용하여 브랜드화 발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이탈리아,

프랑스를 원산지로 둔 브랜드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Korea Fashion Association, 2016). 이에 중국 남

성 소비자들이 자국 브랜드 및 한국을 비롯한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 해외 브랜드의 원산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 있다.

3. 브랜드 원산지 인식

소비자가 브랜드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상황에서 브

랜드가 출시된 국가나 해당 브랜드 제품이 디자인 또는

제조되는 국가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

고되어 왔다(Ahmed & d'Astous, 2004; Li et al., 2000).

일반적으로, 브랜드를 출시한 본사가 위치한 종주국 즉,

기업이 마케팅하는 브랜드의 본사가 있는 국가를 원산

지(Country-Of-Origin: COO)라 지칭한다(Chao, 1993).

이러한 원산지의 개념은 기업 활동이 점차 세계화됨

에 따라 하나의 브랜드 제품이 본사 국가가 아닌 다른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되거나 부품이 조립되고 최종 생

산되면서 세분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브랜드 제품을 최

종 생산한 국가는 보통 “made in”으로 표현되는 제조 원

산지(Country-Of-Manufacture: COM)라 하며(Chao, 1993;

Hwang & Kim, 2002), 자동차나 컴퓨터 등 다양한 부품

으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 제조 원산지 외에 부품 원산

지(COO-of-parts and components), 최종 조립 시점의 국

가로서 “assembled in”으로 표현되는 조립 원산지(COO-

Of-Assembly: COA)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Hwang &

Kim, 2002; Li et al., 2000). 이외에도 원산지(COO)는 디

자인 원산지(COO-Of-Design: COD), 기업 원산지(COO-

Of-the Corporation: COC) 등 다차원 측면에서 표현될

수 있다(Li et al., 2000).

이와 같이 복합 원산지의 브랜드 제품 등장으로 브랜

드나 제품 평가에 있어 제품차원보다 브랜드 차원에서

의 원산지 효과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Ahmed et al.

(2012), Lim and O'Cass(2001)은 원산지 개념 중, 브랜

드 원산지(Country-of-Brand-Origin: CBO)는 브랜드 마

케팅 활동의 노출 결과로서 다른 원산지 유형보다 소비

자가 더욱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였다. Phau

and Prendergast(2000), Thakor and Kohli(1996), Thakor

and Lavack(2003)는 브랜드 원산지는 불변하므로, 제조

원산지보다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제안하였으며, Liefeld(2004)는 패션제품군

의 경우, 브랜드 원산지에 대해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

면 제조 원산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이러한 브랜드 원산지가 국내 또는 해외이냐의

여부는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ong and Kim(1997)은 브랜

드 원산지와 제조 원산지를 혼합하여 원산지라는 단일

차원의 개념을 토대로, 국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으

면서 국내 브랜드와 경쟁상대에 있는 해외 원산지(이탈

리아, 미국, 일본, 홍콩)를 중심으로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내

브랜드는 제품의 표현적, 도구적 속성 측면에서 호의적

인 평가를 받았지만, 브랜드 이미지의 우수성, 원산지 이

미지의 우수성, 유행 감각의 우수성으로 구성된 브랜드

속성요인 평가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미국보다 낮고 일

본과는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즉, 한국 브랜드가 브랜

드 이미지나 원산지 이미지에서 이탈리아, 미국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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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보다 평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미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원산지 태도는 수입 브랜드의

독특한 이미지 및 우수성, 객관적 구매 이점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민족중심주의는 한국 브랜

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2011)은 한국, 미국, 일본을 브랜드 원산지로 두

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의류브랜드 각 2개씩을 선정

하고 이러한 브랜드 원산지에 따라서 브랜드 자산요소

와 제품 평가 및 구매 의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한국

을 브랜드 원산지로 하는 자국 브랜드보다 미국, 일본

을 브랜드 원산지로 하는 브랜드의 애호도가 높았고 브

랜드 제품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해외 브랜드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브랜드 종주국으로서 자국 또는 해외 브랜드 원산지

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에 의해 자

국 브랜드 원산지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 있지만, 실제 구

매 맥락에서는 자민족중심주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Hong & Kim, 1997; Son, 2010) 오히려 구매 시에는 해

외 원산지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는 주장도 제

기되었다(Han, 1989; Kaynak & Cavusgil 1983; Lantz &

Loeb, 1996).

이에 국내 패션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 원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Ahmed and d'Astous(2004)는 T셔츠 제품을

대상으로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한

국, 중국, 브라질, 모로코, 멕시코, 러시아, 인도 13개국

원산지에 대해 18세 이상 중국 남성 소비자의 인식을 조

사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 원산지(COD), 조립 원산지

(COA)로서 일본, 미국, 독일 순으로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을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이 포함된 근대 산업화 국가 중에서 가

장 발전된 나라로 인식하며 이들 국가 중 디자인 원산

지, 조립 원산지로서도 가장 높게 평가하였지만, 전통적

강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보다는 낮게

평가하였다. 한편, 디자인 원산지, 조립 원산지로서 자국

에 대해서는 근대 산업화 국가 중 한국에 이어 두 번째

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일본 브랜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소비자들이 개방 정책 이후, 점차

해외 브랜드에 익숙해져 가고 있으며(Jeong & Xiao, 2008),

자국 브랜드보다 특히 선진국이나 신흥개발국에서 수

입된 브랜드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 et al., 1998). 한국 패션브랜드에 대한 중국 소비

자들의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중국 5대 도시(북경, 상해,

대련, 하얼빈, 광주)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패션브랜드 제품 선호국을 조사한 Sohn et al.(2003)의

연구에 의하면,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패션브랜드 순으

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일본, 한국, 영

국 브랜드가 뒤를 이었다. 중국 성인 남성들은 한국 패션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급스럽고, 유행성이

있으며 창조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유명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및 해외 패션브

랜드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은 이와 같이 브랜드 원산지

의 영향보다는 브랜드 선호도(O'Cass & Siahtiri, 2014;

Sohn et al., 2003)나 디자인 및 조립 원산지(Ahmed &

d'Astous, 2004), 제조 원산지(Schlevogt, 2000)에 대해

다루어왔고, 중국 소비자의 패션브랜드 원산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

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도 제조 원산지가 브

랜드 자산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다루어 오거

나(Hwang & Kim, 2002; Jeon & Min, 2011; Kim et al.,

2013), 제조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 평가 태도

(Jeon & Min, 2011; Yu, 1996)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는 특정 브랜드의 종주국을 의미하는

브랜드 원산지에서 브랜드 이미지, 제품 품질 등 브랜

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기대한다(Phau

& Prendergast, 2000). 이에 소비자의 브랜드 선택 행동

에 다른 원산지 유형보다도 브랜드 원산지가 가장 영향

력 있는 요인이라는 주장(Lim & O'Cass, 2001; Phau &

Prendergast, 2000; Thakor & Kohli, 1996; Thakor & La-

vack 2003)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가 처음

어느 국가, 지역, 또는 장소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개

념으로서 브랜드 원산지가 브랜드 자산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원산지를 측정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최근 주

요 소비층으로 간주되는 남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브랜

드 원산지 효과가 존재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4. 브랜드 원산지와 브랜드 자산

브랜드 원산지는 브랜드명과 함께 소비자 정보처리

의 인지적 과정에서 브랜드 대안평가를 위한 중요한 휴

리스틱으로 이용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다양한 속

성정보에 대해 추론 가능하게 하고 긍정적인 브랜드 자

산형성에 영향을 준다(Li & Wyer Jr., 1994). 이러한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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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Liefeld(2004), Thakor and Kohli(1996)의 연구는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가진 브랜드의 경우, 제조 원산

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브랜드 원산지가 브랜

드 자산형성에 더 큰 영향 요인이 된다는 것을 지지하

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덜 친숙한 브랜드의 경우에도,

특히 브랜드명에 의해 지각되는 브랜드 원산지는 브랜

드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외재적 단서로 작용할 수 있으

며, 중요한 브랜드 자산이 될 수 있다고(Hamzaoui-Ess-

oussi et al., 2011; Hulland, 1999) 보고되어 왔다. Thakor

and Lavack(2003)은 브랜드 원산지의 결과 변수로서 브

랜드 인식, 브랜드 원산지와 연관된 브랜드 이미지, 브랜

드 태도 등을 제시하였다.

1) 브랜드 원산지 인식과 브랜드 인지

브랜드가 출시되면 그 탄생지는 소비자에게 브랜드

원산지로서 인식되는데(Koubaa, 2008), 이러한 브랜드

원산지는 브랜드 평가 시 속성 정보의 일부가 아닌 오

히려 그 자체로서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영향

을 미친다(Han, 1989; Thakor & Lavack, 2003). 패션브

랜드의 경우, 브랜드명과 같은 단서를 통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브랜드 원산지는 브랜드 인지 및 패션제품의

긍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Brouthers & Xu, 2002).

Keller(1993)에 의하면, 소비자는 브랜드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잠재적으로 저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구매의사결정 시 회상되어 브랜드를 인지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고 하였다.

Leclerc et al.(1994)은 특히 외국어로 된 브랜드의 경

우, 해당 브랜드명에 문화적 원산지를 함축하고 있으므

로, 브랜드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유사한 맥

락에서 Thakor and Kohli(1996)는 익숙하지 않은 해외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정보가 없거나 제한적일 때, 소

비자들은 브랜드명을 통해 전달되는 브랜드 원산지 정

보를 단서로 제품 차원에서의 브랜드 원산지에 대한 평

가를 하게 되고, 이는 브랜드 인지와 태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Lim and O'Cass(2001), Park et al.(2009)

은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된 브랜드 원산지에 대한 인

식은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하

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제품 차원에서의

브랜드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해당 브랜드

에 대한 인지를 활성화시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가 자국 또는 해외 브

랜드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차원에서의 브랜드 원산

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브랜드 인지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H1-1. 한국 남성 소비자의 자국 브랜드 원산지에 대

한 전반적인 인식은 브랜드 인지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중국 남성 소비자의 자국 브랜드 원산지에 대

한 전반적인 인식은 브랜드 인지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1. 한국 남성 소비자의 해외 브랜드 원산지에 대

한 전반적인 인식은 브랜드 인지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2. 중국 남성 소비자의 해외 브랜드 원산지에 대

한 전반적인 인식은 브랜드 인지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 브랜드 원산지 인식과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자산요소 중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가 브랜

드명과 연관되는 속성들의 집합 및 연상들의 결합체로

서, 특히 소비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브랜드 원산지는

브랜드 이미지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다(Keller, 1993).

Thakor and Kohli(1996)는 브랜드 원산지가 단순히 국

가를 지칭하는 개념을 넘어서 기원 혹은 근원의 표현이

며, 국가가 언급되지 않아도 특정 브랜드의 종주국과 연

관된 의미나 이미지가 함축된 개념이라고 하였다. 따라

서 브랜드 원산지는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요

소라 하였다. Carvalho et al.(2011)의 연구에 의하면, 소

비자는 브랜드명, 로고 등을 통해 암시되는 브랜드 원산

지 단서로부터 추론을 거쳐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한다

고 하였다.

한편, Li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국가 이미지 차원

이 아닌 제품 차원에서의 브랜드 원산지 인식이 브랜드

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의 일부분으로서 브랜드 이미지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혔으며, 특정 브랜드 원산

지를 가진 브랜드 제품에 대한 경험은 제조 원산지 효

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Lim

and O'Cass(2001)의 연구에서는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

‘Volkswagen’이 주로 브라질에서 제조되지만, 독일 자동

차의 엔진기술이나 성능 등 제품 차원에서 소비자가 독

일에 대해 갖는 브랜드 원산지 인식이 제조 원산지보다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검증

하였다. Koubaa(2008)의 일본 전자제품 브랜드인 ‘Sony’

와 ‘Sanyo’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제품 차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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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원산지 인식이 전반적인 브랜드 이미지에 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

의 특정 브랜드에 대한 제품 차원에서의 브랜드 원산지

인식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

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1. 한국 남성 소비자의 자국 브랜드 원산지에 대

한 전반적인 인식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중국 남성 소비자의 자국 브랜드 원산지에 대

한 전반적인 인식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한국 남성 소비자의 해외 브랜드 원산지에 대

한 전반적인 인식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중국 남성 소비자의 해외 브랜드 원산지에 대

한 전반적인 인식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브랜드 인지 및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

브랜드 자산의 주된 구성요소 가운데 브랜드 인지와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원산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Thakor & Kohli, 1996). 소비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에도, 브랜드 원산지는 브랜드 인지, 브랜

드 이미지 및 브랜드 태도 등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데 유용한 요소 중 하나이다(Carvalho et al., 2011). 브

랜드 원산지는 브랜드 연상요인의 하나로서 소비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면서 브랜드 인지와 이미지를 형성하

고 브랜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

다(Hamzaoui-Essoussi et al., 2011).

소비자가 광고 등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의해 브랜드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면, 그 정보는 궁극적으로

브랜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Jung, 2011; Kel-

ler, 1993). Thakor and Kohli(1996)는 브랜드 원산지란

품질, 명성 등의 지리적 원천지가 되는 국가, 지역, 지방

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함축된 개념이므로 브랜드 원

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해당 브랜드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강화시키는 요인이라 하였다. 또한, Thak-

or and Lavack(2003)은 지각된 브랜드 원산지에는 브랜

드를 소유한 기업의 국가를 종주국으로 한 브랜드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비자의 제품 차원에서의 브랜드 원산지 인식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브랜드 태도와 구

매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Ahmed et al.(2012)는

브랜드 원산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해당 브랜드를

인지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브랜드 태도를 설명하는 유용한 변인이

라 하였다. 따라서 브랜드 원산지의 영향을 받는 브랜드

인지 및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1. 한국 남성 소비자의 자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

는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중국 남성 소비자의 자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

는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1. 한국 남성 소비자의 해외 브랜드에 대한 인지

는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2. 중국 남성 소비자의 해외 브랜드에 대한 인지

는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1. 한국 남성 소비자의 자국 브랜드에 대한 이미

지는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7-2. 중국 남성 소비자의 자국 브랜드에 대한 이미

지는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8-1. 한국 남성 소비자의 해외 브랜드에 대한 이미

지는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8-2. 중국 남성 소비자의 해외 브랜드에 대한 이미

지는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한편, 본 연구는 브랜드 원산지 인식, 브랜드 인지, 브

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도의 관계에 있어 자국 또는 해

외 브랜드 원산지를 선택한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9-1. 브랜드 원산지 인식,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미

지, 브랜드 태도의 관계는 자국 브랜드 원산지

를 선택한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 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H9-2. 브랜드 원산지 인식,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미

지, 브랜드 태도의 관계는 해외 브랜드 원산지

를 선택한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 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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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은 평상 시 패션브랜드 제품을 구매하

는 20~30대 한국과 중국 남성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

을 위해 온라인 설문업체에 의뢰하여 2015년 12월 12일

부터 1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패션브랜드제품

구매자를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한편, 각국 남성 패션소

비자를 자국 및 해외 브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으로 구

분하기 위해 실제 평상 시 자주 구매하는 패션브랜드를

자유기입하고, 해당 브랜드의 본사를 두고 있는 국가를

선택하게 하였다. 실제 패션브랜드명의 사용을 지지하

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Han(1989)은 다른 국가의 브랜드 제품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해당 제품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Li et al.(2000)은 구매 또

는 사용 경험이 있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지각

하는 브랜드 원산지 정보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 세계에

서 브랜드 원산지에 대한 인식이 브랜드 자산평가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라 하였다. Park et al.

(2009)는 브랜드 원산지가 궁극적으로 브랜드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지도가

있는 실제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

다. 그 결과, 브랜드 원산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한국 414명(자국 브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 244명, 해외

브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 170명)과 중국 393명(자국 브

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 206명, 해외 브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 187명)의 응답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또

한, 해외 브랜드 원산지에는 미국, 유럽, 자국 외 아시아

국가가 포함되었다.

각국 남성 패션소비자의 전반적인 인구통계적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한국 남성 소비자의 평균 연령은

29.7세였으며, 중국 남성 소비자는 30.2세였다. 학력은

양국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았으며, 직업은 사무

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지의 경우, 한국 남

Table 1. Korean and Chinese male sampl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Korean male (n=414) Frequency (%) Chinese male (n=393) Frequency (%)

Age
20's 200 (48.3)

Age
20's 194 (49.4)

30's 214 (51.7) 30's 199 (50.6)

Marriage
Single 279 (67.4)

Marriage
Single 250 (63.6)

Married 135 (32.6) Married 143 (36.4)

Education

College graduation 253 (61.1)

Education

College graduation 264 (67.2)

College 87 (21.0) Graduate school 47 (11.9)

Graduate school 50 (12.0) College 44 (11.2)

High school 24 (05.8) High school 38 (09.7)

Vocation

Office worker 172 (41.5)

Vocation

Office worker 160 (40.7)

Student 101 (24.4) Technical job 60 (15.3)

Technical job 61 (14.7) Student 56 (14.2)

Inoccupation 45 (10.9) Service&Sales 48 (12.2)

Service&Sales 22 (05.3) Profession 37 (09.4)

Profession 13 (03.1) Inoccupation 32 (08.2)

Residence

Seoul 133 (32.1)

Residence

North (Beijing etc.) 135 (34.4)

6 Metropolitan cities 121 (29.2) East (Shanghai etc.) 116 (29.5)

Gyeonggi-do 86 (20.8) West (Kunming etc.) 58 (14.8)

Gyeongsang-do 27 (06.5) South (Guangzhou, etc.) 53 (13.5)

Jeolla-do 19 (04.6) Middle (Changsha, etc.) 29 (07.4)

Chungcheong-do 18 (04.3) North-East (Harbin, etc.) 2 (00.5)

Gangwon-do, etc. 10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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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비자는 서울, 6개 광역시, 경기도 순의 높은 분포

를 나타냈고, 중국 남성 소비자는 베이징이 속한 화북

지역, 상하이가 속한 화동지역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였다.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제품 차원에서의 브랜드 원산지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브랜드 원산지는 브랜드의 국적을 반영하

는 브랜드가 출시된 종주국(Hamzaoui-Essoussi et al.,

2011)으로 정의하고, Roth and Romeo(1992), Thakor and

Kohli(1996)의 연구를 토대로 표적소비자들에 의해 특

정 브랜드가 탄생, 소속되어 있다고 지각되는 특정 국가,

지역, 장소에 대한 제품 차원에서의 전반적 인식을 묻는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브랜드 자산요소 중 브랜드 인

지는 Aaker(1991)의 정의를 토대로 특정 브랜드가 소비

자에게 기억되는 정도로서 소비자가 어떤 제품군에 속

한 특정 브랜드를 쉽게 떠올리고 기억하며 식별하는 정

도로 정의하고, Yoo et al.(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세

문항을 선택하였다.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가 특정 브

랜드에 대해 느끼는 전체적인 인상(Aaker, 1991)으로 정

의하고, Na and Oh(2010), Yoo et al.(2000)가 사용한 두

문항을 선정하였다. 브랜드 태도는 Ahn et al.(2009)의 연

구를 토대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의해

유발되는 호의적, 비호의적 반응의 선유경향으로 정의

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

항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한편, 중국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한국

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후, 다른 번역자가 중국어로 번역

된 설문문항들을 다시 원언어인 한국어로 재번역하고,

이를 한국어 설문지 원본과 비교하여 동일한 표현으로

번역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중국어 설문지를 재수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

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자

료분석을 위해서는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

여 기술통계,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다

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구성개념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연구가설 및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브

랜드 원산지 인식,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도의 4가지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계수는 .86~.92으로 측정변수의 신

뢰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개념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의 모형적합지수는 χ
2
=403.54(df=38,

p<.001), GFI=.92, AGFI=.86, CFI=.95, RMR=.07로 바

람직한 수준이었으며,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범위는 .76

~.92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잠재변수

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77~.88 범위에 있

으며, 평균분산추출값(AVE)은 .56~.71 범위로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높게 나타나 수렴타당도와 판

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에 이용될 각 변

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는 <Table 2>−<Table 3>

과 같다.

2. 측정동일성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자국 또는 해외 브랜

Fig. 1. Structural model of research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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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원산지 선택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리한 후, 각

각의 선택 집단에서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 집단 간 측

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자국 브랜드 원산지를 선

택한 경우,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 집단 간 요인부하

량의 제약모형과 자유모형 간 χ
2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

유모형은 χ
2
=400.066(df=76)이며, 제약모형은 χ

2
=408.326

(df=83)으로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간 카이스퀘어 차이는

Δχ
2
=8.260(<Δχ

2
=14.07, df=7, p=.05)로써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브랜드 원산지 선택한 경우,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 집단 간 요인부하량의 제약모형과 자유모형 간

χ
2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유모형은 χ

2
=360.285(df=76)

이며, 제약모형은 χ
2
=370.737(df=83)으로 자유모형과 제

약모형 간 카이스퀘어 차이는 Δχ
2
=10.452(<Δχ

2
=14.07,

df=7, p=.05)로써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검증을 위한 측정동일성을

확보하였다.

3. 브랜드 원산지 인식과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

미지, 브랜드 태도의 관계 검증

자국 또는 해외 브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에 따라 브랜

드 원산지 인식,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

도의 관계를 한국과 중국 소비자별로 구조방정식을 통

Table 2.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value Cronbach's α AVE CR

Country of brand

origin perception

(CBOP)

Fashion-related products from this country of

brand origin are excellent in overall quality
.87 -

a

.87 .56 .79

Fashion-related products from this country of

brand origin are excellent in design/style
.87 29.48***

Fashion-related products from this country of

brand origin are excellent in level of technol-

ogy

.76 24.80***

Brand awareness

(BAW)

I can recognize this brand among other brands .86 -
a

.89 .63 .83
I can distinguish the symbol or logo of this brand

among other brands
.92 29.72***

I can recall the symbol or logo of this brand .80 27.63***

Brand image

(BI)

This brand has particular image than any other

brands
.84 -

a

.86 .62 .77

This brand has a good design/styling .89 26.17***

Brand attitude

(BAT)

I'm satisfied with this brand .91 -
a

.92 .71 .88I like this brand .91 34.58***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brand .86 34.76***

***p<.001

a: Because of the case that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is fixed at 1, t-value is not deducted.

Table 3.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CBOP BAW BI BAT

Country of brand origin perception .56
a

　 　 　

Brand awareness .32
b

.63 　 　

Brand image .44
0

.41 .62 　

Brand attitude .40
0

.49 .52 .71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CBOP=Country of brand origin perception, BAW=Brand awareness, BI=Brand image, BAT=Brand attitude.



브랜드 원산지 인식이 브랜드 인지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다중집단 분석을 활용한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 비교-

– 371 –

해 분석하였다. 연구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χ
2
=514.72(df

=40, p<.001), GFI=.90, AGFI=.83, CFI=.93, RMR=.07로

수용할만한 수준을 충족하였다. 구조방정식에 투입된 4개

의 변수에 대한 4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4>와 같으며, 연구모델에서 가설 검증결과는 <Table 5>

−<Table 6>과 같다.

한국 남성 소비자의 경우, 자국 브랜드 원산지를 선

택한 집단의 브랜드 원산지에 대한 인식(M=4.86)이 해

외 브랜드 원산지를 선택한 집단의 브랜드 원산지에 대

한 인식(M=4.5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남성 소비

자의 경우는 해외 브랜드 원산지를 선택한 집단의 브랜

드 원산지에 대한 인식(M=5.66)이 자국 브랜드 원산지

를 선택한 집단의 브랜드 원산지에 대한 인식(M=4.88)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남성 소비자의 경우,

브랜드 인지와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는 해외 브랜드

원산지를 선택한 집단이 자국 브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

보다 점수가 더 높았으며, 중국 남성 소비자의 경우도

브랜드 인지와 이미지에 대해서는 해외 브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의 점수가 자국 브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국 브랜드 원산지를 선택한 집단에서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 두 집단 모두 제품 차원에서의 자국

브랜드 원산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해당 브

랜드를 다른 브랜드보다 더 쉽게 인지하고 로고나 상징

을 더 잘 기억하며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γ=.47, p<.001)과 가설 1-2(γ=.68, p<.001)는 채택되

었다. 이 두 집단은 품질, 디자인이나 스타일 등 제품 차

원에서 자국 브랜드 원산지에 대해 좋게 인식할수록 해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4 male groups

Variable

Group selecting own country of brand origin Group selecting foreign country of brand origin
Total

(N=807)Korean male

(n=244)

Chinese male

(n=206)

Korean male

(n=170)

Chinese male

(n=187)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CBOP 4.86 (1.01) 4.88 (1.20) 4.57 (1.18) 5.66 (1.13) 4.99 (1.19)

BAW 4.99 (1.19) 5.21 (1.22) 5.25 (1.23) 5.79 (0.93) 5.29 (1.19)

BI 4.41 (1.22) 5.11 (1.05) 4.51 (1.24) 5.63 (1.07) 4.90 (1.25)

BAT 5.18 (0.96) 5.28 (1.30) 5.17 (1.13) 5.66 (1.18) 5.32 (1.15)

Table 5. SEM results for group selecting own country-of-brand-origin

Structural paths

Korean male Chinese male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value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value

H1 CBOP → BAW .47 .08 6.83*** .68 .08 8.34***

H3 CBOP → BI .59 .08 8.95*** .69 .07 8.38***

H5 BAW → BAT .50 .05 7.95*** .34 .07 4.84***

H7 BI → BAT .32 .05 5.39*** .54 .10 6.97***

***p<.001

Table 6. SEM results for group selecting foreign country-of-brand-origin

Structural paths

Korean male Chinese male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value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value

H2 CBOP → BAW .37 .07 4.36*** .96 .08 9.55***

H4 CBOP → BI .46 .06 5.45*** .65 .07 6.66***

H6 BAW → BAT .51 .07 7.18*** .78 .14 8.81***

H8 BI → BAT .51 .08 7.02*** .20 .11 3.2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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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도 나

타나 가설 3-1(γ=.59, p<.001)과 가설 3-2(γ=.69, p<.001)

도 지지되었다. 평상 시 패션브랜드 제품 구매 시, 자국

브랜드 원산지를 가진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우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 모두 해당 브랜드를 잘 인지할수록,

해당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수록 긍정

적인 브랜드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1(β=.50,

p<.001)과 가설 5-2(β=.34, p<.001), 가설 7-1(β=.32, p<

.001)과 가설 7-2(β=.54, p<.001)도 지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품 차원에서의 자국 브랜

드 원산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국 브랜드의 인지 및

이미지 등 브랜드 자산요소를 평가하는데 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해당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해외 브랜드 원산지를 선택한 집단에서도 한국

과 중국 남성 소비자 모두 제품 차원에서의 해외 브랜

드 원산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브랜드 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γ=.37, p<.001)과

가설 2-2(γ=.96, p<.001)는 지지되었다. 또한, 이러한 해

외 브랜드 원산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해당 브랜드

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4-1(γ=.46, p<.001)과 가설 4-2(γ=.65, p<.001)도

지지되었다. 패션브랜드 제품 구매 시, 해외 브랜드 원산

지의 브랜드를 선택하는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 집단

모두 해외 브랜드에 대한 높은 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

는 브랜드 태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6-1(β=.51, p<.001)과 가설 6-2(β=.78, p<.001),

가설 8-1(β=.51, p<.001)과 가설 8-2(β=.20, p<.001)도 채

택되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품질, 디자인 및 스타일

등 제품 차원에서 해외 브랜드 원산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에 영향력을

가지며, 이는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브랜드 자산형성에 이용됨을 알

수 있었다.

4.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 집단 비교검증

브랜드 원산지 인식,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미지, 브

랜드 태도의 관계에 있어 자국 또는 해외 브랜드 원산지

를 선택한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 간에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해 다중집단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국 또는 해

외 브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 내에서 한국, 중국 집단 간

경로계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경

로 간 자유모델과 제약모델의 χ
2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자국 브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 모델 내 브

랜드 이미지→브랜드 태도로 가는 경로에서 Δχ
2
=13.03

(Δχ
2
>3.84, df=1)으로 나타나 자국 브랜드 원산지를 선

택하는 경우, 중국 남성 소비자 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도로 가는 경로(β=.54)는 한국 남성 소비자

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브랜드 태도로 가는 경로(β

=.3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9-1은 부분적으로 지

지되었다. 자국 패션브랜드가 특별한 디자인이나 스타

일, 이미지를 가질 때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가 형성되

는 것은 한국보다 중국 남성 소비자에게 더 강하게 나

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해외 브랜드 원산지를 선택하는 경우 한국과 중국 남

성 소비자 두 집단의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제품 차원에서 해외 브랜드 원산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브랜드 인지 경로에서 Δχ
2
=19.37

(Δχ
2
>3.84, df=1)으로 나타나 중국 남성 소비자 집단의

경로(γ=.96)가 한국 남성 소비자 집단의 경로(γ=.37)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한 영향을 보였다. 전반적인

해외 브랜드 원산지 인식→브랜드 이미지 경로에서는

Δχ
2
=18.13(Δχ

2
>3.84, df=1)으로 나타나 중국 남성 소비

Table 7.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male consumers

H9-1

Group selecting own country-of-brand-origin

H9-2

Group selecting foreign country-of-brand-origin

Path constrained χ
2

df Δχ
2

Sig. Dif χ
2

df Δχ
2

Sig. Dif

Free model 476.86 80 - 405.83 80 -

CBOP → BAW 477.76 81 0.90 No 425.20 81 19.37 Yes

CBOP → BI 478.49 81 1.62 No 423.96 81 18.13 Yes

BAW → BAT 477.11 81 0.25 No 411.46 81 05.63 Yes

BI → BAT 489.89 81 13.03 Yes 413.85 81 08.02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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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집단의 경로(γ=.65)가 한국 남성 소비자 집단 경로

(γ=.4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

났다. 브랜드 인지→브랜드 태도 경로에서는 Δχ
2
=5.63

(Δχ
2
>3.84, df=1)으로 나타나 해외 브랜드 원산지를 선택

하는 경우 중국 남성 소비자 집단에서 브랜드 인지→브

랜드 태도로 가는 경로(β=.78)가 한국 남성 소비자 집단

에서 브랜드 인지→브랜드 태도로 가는 경로(β=.51)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브랜드 이미지→브랜드 태도로 가는 경로에서 Δχ
2
=8.02

(Δχ
2
>3.84, df=1)으로 나타나 해외 브랜드 원산지를 선

택하는 경우, 위의 결과들과는 달리 한국 남성 소비자

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브랜드 태도로 가는 경로(β=

.51)가 중국 남성 소비자 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브랜

드 태도로 가는 경로(β=.2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9-2는 채

택되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패션브랜드의

경우, 중국 남성 소비자들이 자사 브랜드의 로고나 상징

을 기억하게 하고, 다른 브랜드와 구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가 해외 브랜드임을 알려주는 원산지 정보

를 제공, 강조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차원에서의 자국 및 해외 브랜드 원산지에 대한 인식이

브랜드 인지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브랜드 자산요소가 브랜드 태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평상

시 패션브랜드 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 및 해외 브

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으로 구분하여 해당 브랜드 원산

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브랜드 자산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국 남성 소비자의 집단 차이를 비교하였

다.

본 연구결과, 첫째, 자국 브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에

서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 모두 제품 차원에서의 브

랜드 원산지 인식이 브랜드 인지와 브랜드 이미지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브랜드 인지와 브랜드 이미지도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국 브랜드 원산지의 패션브랜드를 구매하는 한국

과 중국 남성 소비자의 경우, 품질, 디자인이나 스타일,

기술 측면에서 자국 브랜드 원산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해당 패션브랜드를 다른 브랜드보다 더 잘

기억 및 구별하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며, 이

러한 브랜드 자산요소를 바탕으로 호의적인 브랜드 태

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둘째, 해외 브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에서도 한국과 중

국 남성 소비자 모두 전반적인 브랜드 원산지 인식이 브

랜드 인지와 브랜드 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지녔으며,

브랜드 인지와 브랜드 이미지도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유럽, 자

국 외 아시아 등을 브랜드 원산지로 하는 패션브랜드를

구매하는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의 경우, 해외 브랜드

원산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해당 패션브

랜드를 다른 브랜드보다 쉽게 기억해 내고 로고나 상징

도 잘 구별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갖

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브랜

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평상 시 자국 브랜드 원산지의 패션브랜드를 선

택하는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경

로에서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중국 남성 소비자에게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중국 남성 소비자의 자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태도는 디자인, 스타일 등과 같이 제품

속성과 관련된 브랜드 이미지가 큰 영향력을 지님을 알

수 있으며 자국 브랜드에 대해서는 다른 브랜드와 차별

되는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시 여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외 브랜드 원산지의 패션브랜드를 선택하는

경우, 모든 경로에서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의 차이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성

소비자보다 중국 남성 소비자에게서 해외 브랜드 원산

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브랜드 인지와 이미지에 미

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브랜드 인지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중국 남성 소비자는 해외 브랜드임을 표출할 수

있는 해외 브랜드의 로고나 상징을 통한 브랜드의 구별

력이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이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해외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

향력은 한국 남성 소비자가 중국 남성 소비자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져, 한국 남성 소비자는 해외 패션브랜드가

독특한 디자인, 스타일 등을 바탕으로 국내 브랜드와 차

별적인 이미지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해당 브랜드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는 중국 소비자보다 크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국내 패션시장에서 글로벌 SPA 브랜드나 명품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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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경쟁하고 있는 한국 패션브랜드의 경우, 디자인의

독특성, 품질 등 해외 패션브랜드 제품보다 우수한 측

면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다면 국내 남성 소비자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등의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을 본사로 둔 패션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

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 남성 소비자는 한국 남성 소비자보다 자

국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브랜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패션

브랜드의 경우, 독특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중국 패션기업과 현지 합작 공동 브랜드를 설립하는 방

법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패션 지향적 제품의

현지 브랜드를 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

으므로(Schlevogt, 2000), 이러한 현지 공동 브랜드 진

출방법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디자인력을 알리는 동시

에 디자인, 스타일 등 제품 속성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및 호의

적인 브랜드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 시장에 직진출 또는 라이선스 진출을 하

려는 한국 패션브랜드의 경우, 자사 브랜드가 우수한 품

질, 디자인 등을 보유한 해외 브랜드임을 알려주는 브랜

드 원산지 정보를 노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랜

드 원산지 정보가 자사 브랜드의 로고나 상징을 통해서

중국 남성 소비자에게 쉽게 인지되고, 이러한 상징적 경

쟁력이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도록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 남성들의 경우, 중국 남성 소비자보다 해

외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태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

며, 해외 브랜드 이미지를 자국 브랜드보다 더 높게 평

가한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와 경쟁하

는 국내 패션브랜드 제품의 구매 증가를 위해서는 브랜

드 자산요소 중 특히, 브랜드 이미지에 중점을 두고 이

를 자국 브랜드 원산지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과 연관 지

음으로써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 강화 및 나아가 국내 브

랜드에 대한 충성도 향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중국

남성 소비자는 베이징이 포함된 화북지역(34.4%)과 상

하이가 포함된 화동지역(29.5%)에 대부분 거주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남성 표본의 약 64.0%가 대도시

거주자로서 본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의 중국 남성 소비

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글

로벌 SPA브랜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정저우(화중),

쿤밍(서남) 등의 2선 도시를 비롯한 3선 도시 남성 소비

자에 대한 해외 브랜드 원산지 인식 및 브랜드 자산요소

평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Cui and Liu(2000)에

의하면, 덜 발달된 지역 출신의 중국 소비자는 발달된 지

역 출신보다 해외 브랜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2~3선 도시의 남성 소비자 집단을 더

욱 세분화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해외 브랜드는 자국 외의 ‘비’자국 패션

브랜드를 모두 포함하므로 유럽, 미국, 일본 등 브랜드

원산지 국가에 따라 브랜드 원산지 인식과 브랜드 자산

요인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제한점을 가

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중국 남성 소비자 중 해외 브

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은 ‘UNIQLO’(일본), ‘ARMANI’

(이탈리아), ‘NIKE’(미국), ‘Dior Homme’(프랑스), ‘Ze-

gna’(이탈리아), ‘Berberry’(영국) 등을 자주 구매하였고,

한국 남성 소비자 중 해외 브랜드 원산지 선택 집단은

‘UNIQLO’(일본), ‘NIKE’(미국), ‘ZARA’(스페인), ‘ADI-

DAS’(독일), ‘Polo’(미국) 등을 자주 구매하고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해외 브랜드에는 SPA 브랜드, 명

품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등 다양한 브랜드 유형이 포함

되어 있어 브랜드 유형에 따라 브랜드 인지, 이미지, 태

도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한편, 브랜드 원산지는 개별 브랜드명이 가장 밀접하

게 연관된 원산지 정보(Hulland, 1999)이지만, 본 연구

에서는 외국어로 된 브랜드명이 소비자의 지각과 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영어

나 불어 등 외국어로 된 브랜드명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자국, 해외 브랜드 원산지 인식과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

한 측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O'Cass and Lim(2002)에 의하면, 패션제품의

경우 자민족중심주의 경향이 원산지가 다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였으며, 선행연구 고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Hong and

Kim(1997), Son(2010) 등도 실제 해외 브랜드 제품 구매

시에는 자민족중심주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중국 남성 소비자의 경우, 자국 브랜

드보다 미국, 유럽 등을 브랜드 원산지로 하는 해외 브

랜드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제품 구

매 시 자민족중심주의와 해외 브랜드 원산지 인식의 관

계도 후속연구에서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중국 남성 소비자 중 한국 패션브

랜드를 자주 구매하는 소비자는 2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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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국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패션브랜드의 인

지도 등 중국에 기 진출한 한국 패션브랜드에 대한 전반

적인 인식 및 브랜드 자산요소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

이 매우 필요하며, 한국 패션브랜드의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다른 해외 브랜드를 선택한 소비자들의 결과

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의 제한점에서 지적했듯이 유럽, 미국, 일

본 또는 기타 근대 산업화 국가 등 국가별 브랜드 원산

지 효과를 비교하거나, SPA 브랜드, 명품 브랜드 등 브랜

드 유형에 따른 브랜드 원산지 인식과 브랜드 자산요소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브랜

드 원산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과시적 소비 성향, 체

면유지 등 소비자의 어떠한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

는지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국과

중국 남성 소비자의 브랜드 원산지 인식에 대해 조사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해외 패션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패션기업의 경우, 브랜드 원산

지로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이를 다른 경쟁

브랜드로부터의 시장 방어 역할 요소로서 적극 활용한

다면, 제조 원산지와 상관없이 브랜드 원산지가 한국이

라는 사실만으로도 글로벌 패션소비자들은 쉬운 구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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