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 표식 스터디



미국면화협회(Cotton Council International, CCI)는 지난 30년간 
COTTON USA™ 라벨을 붙여 다양한 제품에 라이센싱을 부여해왔습니다. 
51,000개의 제품 라인과 38억 개의 제품에 COTTON USA™ 라벨을 
붙일 수 있었다는 사실은 라벨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만, 
구매를 유도하는 라벨의 힘은 과학적으로 수치화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CCI는 이를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품질 표식 스터디



CCI는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전 세계 최대의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을 대표하는 나라별로 300명 이상의 응답자들
(EU의 경우 총 600명)이 본 설문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EU가 전 세계 최대 선진시장을 대표하는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중국, 인도가 중산층의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최대 신흥시장 
두 곳을 대표하는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표본은 의류 및 가정용 섬유 
구매를 주로 구매하는 18~54세의 고소득 및 중산 소득의 여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품질 표식 스터디



 

설문조사에서는 각기 다른 세 가지 품질 표식을 비교했습니다. 
• 기본적인 “100% 순면” 품질 표식 
• COTTON USA가 표시된 “100% 미국산 순면” 품질 표식
• 새로운 슬로건 “COTTON USA 전 세계가 신뢰하는 면(Cotton You 

Can Trust)”과 COTTON USA가 표시된 “100% 미국산 순면”  
품질 표식

상표명이 붙지 않은 흰색 스웨터와 상표명이 붙지 않은 흰색 타올에 이 
세 가지 품질 표식을 부착했습니다. 품질 표식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힘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상표명이 붙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품질 표식 연구



모든 시장에서 소비자는 COTTON USA 라벨을 선호했습니다. 80%
의 소비자는 기본적인 “100% 순면” 품질 표식보다 COTTON USA이 
표시된 품질 표식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는 수건의 품질 표식과 스웨터의 
품질 표식 모두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의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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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스웨터



하지만 라벨의 가치가 의미하는 것은 선호도 그 이상입니다. 표본의 거의 
3분의 2가 실제로 COTTON USA 품질 표식이 부착된 제품에 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COTTON USA 품질 표식에 새로운 “전 세계가 신뢰하는 면
(Cotton You Can Trust)” 슬로건을 추가할 경우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 품질 표식을 선호했으며, 10명 중 4명의 꼴로 이 품질 표식이 
부착된 제품에 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COTTON 
USA 브랜드가 얼마나 강한 힘을 지녔는지를 보여주며 새로운 슬로건이 
이러한 힘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 지불할만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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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없음

어떤 품질 표시표가 부착된 수건에 돈을 더 낼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떤 품질 표시표가 부착된 스웨터에 돈을 더 낼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번 연구 결과는 COTTON USA 브랜드가 다양한 제품에 가격 
프리미엄을 더한다는 사실과 특히 “전 세계가 신뢰하는 면(Cotton You 
Can Trust)” 슬로건이 브랜드와 소매업체에 큰 가치를 더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지 CCI 담당자에게 COTTON USA 인증업체가 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여러분의 브랜드 또는 소매업체에 프리미엄 가치를 
더해보세요. 

COTTON  USATM 의 힘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