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연구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은 여전히 코튼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 벤치마킹 연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CCI 대표자에게 연락하세요.  
지역별 CCI 대표자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cottonusa.org/ko/staff


최근 몇 년 동안 의류 프로덕트 라인의 많은 부분에서 코튼이 합성섬유 
및 혼방으로 바뀌어 지는 추세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소비자인지, 아니면 리테일러와 브랜드인지 대한 
질문은 남아있습니다.  홀앤파트너스(Hall & Partners)가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실제로 코튼을 선호하며 특히 미국산 코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3월과 4월, 리서치 전문 연구소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 코튼 및 합성 섬유에 대한 인식, 미국산 코튼에 대한 태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참여자는 총 
2,473 명으로 가정 내에서 의사결정권자인 25-54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80%는 여성, 20%는 남성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최대 및 가파르게 상승중인 글로벌 소비자 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소비자 시장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및 한국이 포함됩니다. 

글로벌 연구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은 여전히 
코튼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매 요인의 중요성

전세계적으로 응답자의 3/4 이상 (76%)이 자신의 의복 구매 결정에서 
섬유 조성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및 모달과 같은 다른 주요 섬유보다 코튼이 더 친숙(81%)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복 구매 시에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편안함, 
가치, 내구성처럼 코튼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과 
일치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이 자신의 의복 선택에 
있어 코튼이 가진 장점들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매 요인의 중요성

코튼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모달

81%

55%

40%

28%

의류 품질 – 결정 요소 구매 코튼 함유
편안함 80% 75%
가격 대비 가치 78% 49%
내구성  61% 50%
유행에 맞는 패션 58% 28%
쉬운 관리법 49% 43%
구김 없는 소재 (Wrinkle-free) 34% 23%
냄새 없는 소재 (Odor-free) 34% 30%
환경 친화적 30% 41%
유기농 섬유 20% 31%
빠른 건조 18% 27%

섬유소재에 대한 친숙성 (Top 3 Box Scores) 구매 결정 중요 요소와 코튼과의 연관성



소비자들이 코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각기 다른 
산지에서 수확한 코튼들을 구분해 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가장 뚜렷한 네 가지 코튼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 물었습니다(미국산 코튼, 이집트산 코튼, 호주산 
코튼 및 브라질산 코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코튼보다 미국산 코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산 코튼 제품이 다른 지역의 코튼 제품에 비해 가격이 더 높다 
하더라도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미국산 코튼을 편안함, 내구성 및 가치로 연상하며, 미국산 코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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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 USA™ 마크

COTTON USA 는 해당 제품의 소재의 50% 이상이 미국산 
코튼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브랜드 및 리테일러들이 사용하는 
라벨입니다.  1989년 이래로 COTTON USA 브랜드는 38억 개 
이상의 의류 및 홈 텍스타일 제품을 대표하는 51,000 개 이상의 생산 
라인에 라이센스 인증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소비자 조사를 통해 COTTON USA 상표가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55%)이 COTTON USA 
상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글로벌 
소비자 대다수가 COTTON USA 상표를 보았을 때 편안함, 품질, 
신뢰성, 프리미엄 브랜드 및 믿음을 연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브랜드 및 리테일러들이 자신들의 의류 라인에 
품질 및 편안함의 가치를 투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 바로 
COTTON USA 마크 부착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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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 USA™ 마크와 연상되는 가치  (Top 3 Box Scores)COTTON USA 마크 인지도



결론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의류업계내의 합성 섬유에 대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편안함을 떠올릴 수 있는 코튼에 보다 친숙함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열 두 개 국가의 소비자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의류 구입시에 라벨을 확인하는데 그 중에서도 편안함, 가치 
및 내구성을 이유로 특히 코튼 제품을 찾는다고 대답했습니다. 

COTTON USA브랜드는 미국 코튼 업계의 상징이며 소비자들은 
COTTON USA 브랜드가 높은 품질의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높더라도 미국산 코튼이 사용된 제품을 선택할 의향이 있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CCI 
대표자에게 연락하세요. 지역별 CCI 대표자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코튼카운실인터내셔널은 고용기회균등법을 준수합니다.  

https://cottonusa.org/ko/sta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