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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미지에 따른 구매후 행동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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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류를 구매한 중국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의류디자인 품질의 주요 요인인 소재 색
채 스타일 디테일 등이 구매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후속적으로 구매이후의 행동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의류디자인 품질 중에서 소재와 디테일이 구매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고 구매만족도는 구매 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중국 소비자는 한국
의류제품을 구매할 때 만족할수록 한국 의류제품에 대한 재 구매 의도나 타인추천의도가 증가될 것
으로 나타났다 중국 소비자는 한국 의류제품에 대한 구매만족도가 한국 의류제품에 대한 구매후행동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가이미지에 따라 컬러와 스타일이 구매만족도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국가이미지가 한국의류디자
인품질과 구매만족도간의 관계를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의류제품의 색채와 스타일 디자인품
질이 중국소비자 구매만족도간의 영향관계가 한국국가이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어 한국 의류 디자인 품질 만족 구매 후 행동 국가이미지
Abstract
Following the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clothing market of China has great potentiality and it
attracted many multinational companies to the Chinese market. China and South Korea have developed
good conditions for a China-South Korea trading opportunity. Since the end of the 20th century, 90s, with
the Korean culture boom in China, many Chinese accepted not only the popular Korean culture, but also
have favorable affection towards Korean and Korean food, cosmetics, showing in their high interest in
Korean products, especially Korean clothi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apparel design
quality for the purchase satisfaction and post-purchase behavior. This study tries to suggest cruci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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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conclusions by analyzing the data by AMOS 18 and SPSS18. The results show that fabrics and
details influence purchase satisfaction; purchase satisfaction influences post-purchase behavior; styles of
design quality and purchase satisfaction; the country image has the moderating effects between colors, styles
of design quality and purchase satisfaction.
Keywords : Korean Apparels, Design Quality, Satisfaction, Post-purchase Behavior, Country Image

서론

년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시작된 한류 현상은 여년을 훌쩍 넘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
다 한류 는 한국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아이돌 스타들이 입는 의류 등을 통해
외국소비자들에게 한국패션에 대한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드라마를 통해 한류가 확대되면서
한국 패션이 노출되고 소개되어 글로벌 소비자의 관심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한국 패션
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도 한국패션의류에 대
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디자인에 대한 평가도 높아지고 있다 한류와 맞물려 글로벌 비지니스 상황
들 역시 한국기업에 우호적으로 전개되면서 한국 패션의류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국시장 진출
에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 패션산업에서 중국의 패션시장이 화두가 되면서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
다 여러 학술연구 및 연구보고서에서 중국 패션시장에 대한 향후의 막강한 잠재력과 그에 따른
세계 의류시장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예측하고 있다 최근 년 사이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의존
도는 급속히 높아졌다 년대 초반 억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 수출액은 년도를 기준으로
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총수출에서 비중은 년대에 에서 년 기준으로 로 증가
하였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년 억 달러에서 년 천 억 달러로 년간 연평균
씩 성장했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규모도 같은 기간에 억 달러에서 억 달러로 연평균
올랐다 세계경제는 침체와 경쟁 격화로 수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지만 중국시장은 한국기
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하면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의류업체들이 이상과 같은 잠재성 높은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려면 중국시장 구
조와 체계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소비자들이 한국의류에 대해 어떤 구매동기와 프로세스
를 형성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의류디자인은 소비
자의 의류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해외시장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류제품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
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중국소비자의 관점에서 한국의류제품에 관한 주요한 디자
인 품질을 도출하고 이러한 품질이 구매만족도 및 구매 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
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의류제품 디자인 품질과 구매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중국소비자들이 한국에
대하여 형성하고 있는 국가이미지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 의류업체가 중국 의류시장에 진입할 때 의류제품의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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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향후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지속가능 성장성과 경쟁
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류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통합적 마케팅전략 도출과
활용에 관한 혜안을 던져 주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디자인품질의 정의
디자인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들의 어떠한 요구
를 만족하는 창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의복 디자인의 개괄적 개념은 업무 내용에 따라 의복
조형디자인 구조디자인 공예디자인을 나눌 수 있다 의복을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주요 요소로는
소재
색채
스타일
디테일 등의 가지 요소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디자인의 원리에 의해 구성된다 의류 디자인 품질은 소재 색채 스타일
그리고 장식인 디테일의 네 가지 요소로부터 평가할 수 있다 의류 디자인 품질의 가지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을 만든 재료인 소재로 의복의 중요한 요소로서 의복의 스타일과 특성을 표현하고 색
채와 조형이 보여 주는 표현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지현과 김선우 는 의복소재는 디자인 선과
색채를 실제 의복으로 나타나는 매개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재질과 무늬를 포함함을 주장하면
서 섬유성질에 따라 기능이 달라져 느껴지는 재질도 달라지며 촉각적 시각적으로 감지 및 반사됨
을 주장하였다 둘째 의복디자인에 있어서 색채는 중요한 요소로서 착용자의 기호 개성 심미안
문화적 배경 등 여러 가지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복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요인
으로 작용한다 의복 선택 시 형태와 재질 보다 색이 더 중요한 요소이며 의복의 색채는 개인
의 선호 인상 성격과 함께 미적 감각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의복을 선호하고 구
매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보통은 형태보다는 색채에 대해서 더
민감해 하고 색채는 의복 디자인 작업에서 처음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셋째 스타일로 년대부터 의복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의복스타일의 정의와 관련
하여
는 특정한 시기에 사용된 특정한 실루엣이나 직물 장식 또는 액세서리로 정의하
였다 강진석 은 의복에서의 스타일은 좁게는 특징적인 재단이나 선 디테일의 형 등을 의미하며
넓게는 형과 옷 입는 법을 의미함을 주장하면서 의복 스타일에 대한 선호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
환경적 측면과 상호관련이 있으며 직물이나 장식의 조합으로도 구분됨을 밝혔다 넷째 선은 조형
작업에서 디자인을 위한 무척 중요한 시각적 요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선의 일반적이고 예술
적 정의는 하나의 움직이는 점이다 디자인에서 의복의 선은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무한한 다양성
과 암시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모든 종류의 정서나 분위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선의 중요성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고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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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으로 이루어지는 선들도 의류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디테일은 의복을 만드는 과정에
서 바탕천으로 의복을 장식하기 위해서 사용된 네크라인 칼라 슬리브 핀턱 커프스 포켓 플리츠
등의 세부 선을 디테일의 주요한 요소이다 정경용과 나영주 는 여성복에서 컬러종류 소매종
류 스커트종류 등의 의류디테일에 관한 자극물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감성을 측정하고 각 감성에
미치는 의복 디테일의 상대적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의복 디자인 요소는 크게 소재 색채 스타일 디테일 네 가지로 나누며 구체적으로 보면
재질 무늬 색채 실루엣 선 트리밍 디테일로 볼 수 있다 의복 디자인은 각 요소 간에 서로 영
향을 미치므로 의류 업체는 디자인 할 때 전반적인 여러 요소를 조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
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의복을 만들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디자인품질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의류에 대한 구매의사결정에서 의류디자인품질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과정과 결정
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의류의 구매과정에서 디자인품질의 여러 속성들
중에서 어떤 속성과 포인트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해 주요한 관심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도출된 의류디자인 품질이 무엇인지 구성속성들이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속성들을 어떤 기준에서 평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의류제품구매과정이 관련
의류들의 디자인 품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디자인품질과 구매만족도에 대한 가설
소비자가 의류를 구매하고 사용하면서 구매만족도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 품질이 의복
구매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구매 후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
점에서
은 옷감종류 색채 피팅 아름다움 독특성 등의 요소를 의류구매과정에서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속성임을 주장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은 소비자
의 제품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 색채와 무늬
스타일 소재 독특함 등의 가지 요소가 본 연구의 의류디자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데 구매만족
도와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다음의 연구가설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의류디자인품질이 중국소비자의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류의 소재가 중국소비자의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류의 색채가 중국소비자의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류의 스타일이 중국소비자의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류의 디테일이 중국소비자의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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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만족도와 구매후행동 간의 가설
다양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구매만족이 이후의 구체적인 구매행동으로 연결된다는 연구들이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홍금회 는 의복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만족과 사용만족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그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의복 구매 시에 만족도
가 낮은 변인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의복구매 후 만족하였을 때는 가격보다는 다른
옷과의 조화와 편안함 등에 따라 만족 불만족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유사한 맥
락에서 안운석과 장형섭 은 구매의도 형성에 있어서 고객만족이나 서비스품질에 모두 영향을
주며 이러한 만족이 형성되면 구체적인 구매 후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특히 이 두 변수의 상호작
용이 기업매출 증가에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에 따른 다음의 가설제안이 가능하다
중국소비자의 한국의류 만족정도가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이미지에 따른 가설설정
국가이미지에 따른 마케팅의 주요 결과들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잘 알려진 사실이
다 학술적으로
은 각 국가의 이미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인식이 달라지며 특히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모를 경우에는 이러한 생산국의 국가이미지에 의해 제품에 대한 인식이 달
라질 뿐만 아니라 평가과정에서의 후광효과가 나타남을 보였다 같은 관점에서 안종석과 오정방
은 중국 소비자들은 특히 국가이미지와 제품사용경험을 토대로 최종 구매여부를 판단하여 구
매의사결정 과정 각각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품품질 지각과 브랜드 태도에도 그 영향력이
확대됨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국가이미지에 따라 의류디자인품질이 구매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의류소재와 중국소비자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가 국가이미지에 따라 다르다
의류색채와 중국소비자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가 국가이미지에 따라 다르다
의류스타일과 중국소비자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가 국가이미지에 따라 다르다
의류디테일과 중국소비자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가 국가이미지에 따라 다르다
연구방법과 분석결과

표본특성
본 연구는 한국의류를 구매하는 중국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고 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가 명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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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명
대가 명
대가 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매빈도
가 개월에 한두 번에서부터 개월 이상에 번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월평균 구
매금액 역시 위엔 이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측정항목들의 신뢰성 분석 결과
계수가 모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었고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크롬바 알파값 평
가에 따른 신뢰성 분석에 이어서 확인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항목에 대한 개념신뢰도
와 분산추출지수 를 통해 측정항목들의 타당성 전반을 확인함과 동시에 측정항목의
기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참조 각 변수 간 관련성이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면서 유의하게 나타나 기준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
관계와 분산추출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대각선으로 표시된 평균분산추출 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
계수의 제급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참조
표 확인요인분석
Construct

Item Std. loading
SE.
C.R.
P value CR
AVE Cronbach’s alpha
CM4
.719
Fabric
CM3
.831
.116
10.430
***
0.811 0.589
0.803
CM2
.749
.116
9.634
***
CC4
.696
Color
CC3
.727
.115
8.833
***
0.751 0.502
0.750
CC1
.702
.111
8.589
***
CS8
.745
.716
.104
9.577
***
CS7
Style
0.818 0.530
0.818
.739
.116
9.886
***
CS6
CS5
.712
.113
9.532
***
CD4
.732
Detail
CD2
.818
.099
10.993
***
0.830 0.621
0.830
CD1
.812
.102
10.924
***
CPS1
.693
Purchase
CPS2
.816
.112
10.861
***
0.842 0.574
0.837
satisfaction CPS3
.826
.110
10.984
***
CPS6
.685
.107
9.207
***
PCB1
.803
Post-purchase PCB2
.875
.086
14.571
***
0.912 0.724
0.911
behavior
PCB3
.866
.089
14.350
***
PCB4
.858
.086
14.179
***
χ2(df)=238.788(162), p=0.000, CMIN/DF=1.474, GFI=0.902, AGFI= 0.860, NFI=0.917, TLI=0.963RMSEA=0.049

표 신뢰성과 타당성
Construct
Fabric
Color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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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0.767
0.533**
0.613**

Color

Style

0.709
0.575**

0.728

Detail

Purchase
satisfaction

Post-purchas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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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Purchase satisfaction
Post-purchase behavior
Note:
**
, Statistically significant

0.538**
0.644**
0.584**

0.666**
0.589**
0.540**

0.624**
0.596**
0.499**

0.788
0.659**
0.567**

0.758
0.841**

0.851

values(p<0.05) are indicated.

가설검증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평가와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 적합수치가 전반적으로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어
모형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연구가설에 따른 각 경로관계 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는 표 에서 제시하였다 한국의류의
소재품질이 구매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경로계수
로 나타나 유의수
준 이내 과 한국의류의 디테일 품질이 구매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는 경로계수
로 나타나 유의수준 이내에서 채택되었다 반편 한국의류의 컬러품질이 구매만
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경로계수
와 한국의류의 스타일품질이 구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경로계수
은 기각되었다 한편 중국소비
자의 구매만족도는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는 경로계수
로
나타나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한국의류디자인
품질 중 소재와 디테일 품질이 역시 중국소비자 구매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
며 구매만족도는 구매 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유
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컬러와 스타일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기각된 부분의 본 연구
에서 의도한 바와 다르기 때문에 결과해석과 실무적 시사점에서 이를 해석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표 가설검증결과
Hypot
heses
H1-1
H1-2
H1-3
H1-4

Standardized
Path
C.R.
p-value
Results
coefficient
Fabric->Purchase satisfaction
.462
3.462
.000***
Accept
Color->Purchase satisfaction
.135
.968
.333
Reject
Style->Purchase satisfaction
.048
.338
.736
Reject
Detail->Purchase satisfaction
.358
2.817
.005*
Accept
Purchase
Accept
H2
satisfaction->Post-purchase
.778
10.313
.000***
behavior
χ2(df)=245.080(165),p=0.000,
CMIN/DF=1.485, GFI=0.904, AGFI=0.865, NFI=0.915, CFI=0.970, RMSEA=0.049
*
: p<0.05, **: p<0.01, ***: p<0.001

가설 은 국가이미지의 조절효과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표본을 국가이미지가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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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와 같다 첫째 소재와 구매만족도간 경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유모형
과 제약모형의 χ 차이가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가설을 기각되
었다 둘째 컬러와 구매만족도간 경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χ 차이가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가설을 채택되었다 셋째 스타일과 구매만족도간
경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χ 차이가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나므로 가설을 채택되었다 넷째 디테일과 구매만족도간 경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유모
형과 제약모형의 χ 차이가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가설을 기각
되었다 검증결과를 요약하자면 한국의류의 컬러와 스타일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우
해당 소비자들이 구매 국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가에 따라 그 영향정도가 달라질 것이
다 표 참조
표 국가이미지의 조절효과
Path efficient
χ2
χ2(∆df=1)
High
Low Free model Constraint model
H3-1 Material->Purchase
.215
1.140
460.764
0.248
satisfaction
H3-2 Color->Purchase
.087 -9.461
467.294
6.778
satisfaction
460.516
H3-3 Style->Purchase
.386
4.289
467.302
6.786
satisfaction
H3-4 Detail->Purchase
.320 -5.227
462.340
1.824
satisfaction
Path

Results
Reject
Accept
Accept
Reject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류 상품들의 디자인품질이 구매만족도와 구매 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한국의류의 디자인품질
이 중국소비자의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국가이미지가 어떤 조절역할을 수행하는지
를 밝히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류제품에 대해서는 소재 디테일의 두 가지 디자인 품질이 중국소비자 구매만족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재와 디테일 품질이 높을수록 중국소비자 구매만족도
가 높아지는 것이다 서자함 의 연구에서 한국의류 디자인 요소 중에서 소재 무늬요인이 높을수
록 중국소비자의 구매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디테일 디자인 품질
이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는데 의복을 만드는 과정에서 바탕천으로 표현되고 장식
된 세부곡선 디자인이 중국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구매의도와의 관련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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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중국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국가이미지의 경우 색채와 스타일에
관련한 디자인품질이 상당한 조절효과를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글로벌 트렌드를 추적하면
서 한국 드라마와 접목된 의류들을 노출시키고 색채나 스타일에 대한 한국적 아름다움을 적극 추
구하고 표현해 온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이미지는 본 연구의 초점인
의류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산업과 상품에 파급력이 상당한 점을 인지하여 해
당 산업과 기업 및 국가가 삼위일체가 되어 국가이미지가 브랜드자산에 일조할 수 있는 다양한 방
안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색상과 스타일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각되었는
데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예측한 방향과는 다른 결과이다 중국 소비자가 의류를 선택하는 과정이
오히려 의류소재와 세부적 디테일에 초점을 두어 일반적인 선택 기준인 색상과 스타일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해당 의류업체들은 의류디자인 품질 전반에서 일
반적인 기준 외에도 그 관리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함을 반증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
재와 디테일의 경우 국가이미지가 조절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통계치를 보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소재와 디테일로 의류를 선택할 경우 국가이미지에 대한 지각보다는 실질적인 정보로 평가
하기 때문에 소재와 디테일에 있어서는 어정쩡한 개념화보다는 정확한 포지셔닝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한국 의류기업이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의류업체
들이 중국시장을 공략하여 의류상품을 디자인할 때에는 소재와 디테일에 특히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이며 둘째 색채나 스타일이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국가이미지가 개입되는 것
으로 볼 때 의류디자인 품질의 특정 속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이미지를 연계하고
활용한 홍보 및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즉 장기간의 한류열풍 영향으로 중국소비자들이 한국
국가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기에 국가이미지 활용을 통한 통합적 마케팅전략
수립으로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드라마와 영화를 통한 한류가 의류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잘 활용하여 구매이후의 지속적 구매유발에 더 많은 관심
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존에 개발된 관계자산모델과 한류에 따른 의류산업의 성장
모델을 결합하여 더 웅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모듈들이 구매이후의 소비자 행동강
화 매커니즘에서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의류상품
뿐만 아니라 관련 패션의류와 보석 및 주얼리 화장품 등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에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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