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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ces that might exist between married women's buying motivations 

for imported and domestic formal two piece suits and to test the role of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ose differences. 

Sample selection criteria included married women livin응 in Seoul, Korea, between ages 30 — 59. Purposive sampling 

method was used to secure respondents with experience with imported formal two-piece suits. Of 400 distributed. 

246 usable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Statistical analysis of remits included factor analysis, and paired t-tests. 

For both imported and domestic suits, the most important trying motivation was utilitarian, with quality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Purchases of domestic suits were more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advertisements, 

economics, impulse buying, approval of others, and current fashionability of style than were the purchases of 

imported suits. On the other hand, purchases of imported suits were more influenced by favors such as prestige 

and utilitarian motivation than were purchases of domestic suits. For most socioeconomic variables, respondent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motivations for buying imported suits and domestic suits. The res니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implementing different marketing strategies for imported suits and domestic suits.

Key words: buying m이ivation（구매동기）, imported suit（수입 정장의류），domestic suii（국산 정장의류）,

I.서론

한국의 시장잠재력을 인식한 의류선진국의 적극 

적인 시장진출 모색, 이윤증대를 위한 국내 의류업 

계의 수입의류시장 참여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가 

수입의류의 시장증가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수입 

의류와 국산의류의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이 활발히

' 교신저자 E-mail: koreanedge@hotmail.com 

전개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수입의 

류와 국산의류에 대한 소비자 행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 행동 차이의 

이해를 위해서는 구매를 가장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구매동기에 대하여 수입의류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구매동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국산의류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므로, 국 

산의류와 수입의류의 구매동기에 대한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동일한 척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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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수입의류와 국산의류의 구매동기를 측정하 

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마케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구 

매동기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목표시장에 적합한 

마케팅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n. 문헌 연구

1. 국내의 수입의류현황

국내 의류시장에 있어서 수입의류의 시장규모는 

1991년 소매업의 선별적 개방을 실시한 2단계를 거 

치면서 조금씩 증가되었으나 내수시장의 규모나 수 

출 외형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그러 

나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 1997년과 98년에 일시적 

감소 현상을 나타내었으나, 점진적인 경기회복이 이 

루어지면서 '99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 

년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텍스헤 럴드, 2001).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중, 저가 의 

류 국내 반입이 꾸준히 상승해 무려 전체 수입의 

59%를 점유하였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텍스헤 

럴드). 수입의류의 계속적인 증가에 대하여 한국섬유 

신문사(1997)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국내 유통시장 개방 이후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브랜드력을 갖춘 선진국 업체들의 국내 유통업계에 

참여, 둘째, 국내 유통시장 개방 및 낮은 관세율(8%) 

을 활용,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의 의류 수입 확대, 셋 

째,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고급의류 수요 증가, 

패션의류의 대중화, 레저문화의 확산 등으로 사치성 

고가 수입의류의 급격한 증가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산의류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수입의류와 국산의 

류가 국내 소비자의 기호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단 

계에 돌입한 것이다.

수입의류의 시장규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한 

국섬유산업연합회 & 텍스헤럴드(2001)는 2000년도 

의류(편직제의류 및 직물제의류, 모자류)의 수입은 

1,259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71.5% 증가하였다고 조 

사, 보고하였다. 특히 수입의류 중에서도 직물제 의 

류가 804백만 달러로서 전체 수입비중 측면에서 

5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83.6%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편직제 의류는 442 

만 달러로 전년대비 53.9% 성장을 보였다. 수입의류 

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1위는 중국으로 다음이 이태 

리, 일본의 순이다. 전체 수입의류 현황에서 중국으 

로부터 809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년대비 84.8%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 제품에 

걸쳐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국내 기업들의 

직접투자에 의한 역수입이 대부분이었다고 조사되 

었다. 이태리로부터의 의류수입은 135백만 달러로서 

57.9% 증가되었으며 유명브랜드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일본으로부터는 52백만 달라로서 80.9% 

증가되었다.

수입의류의 구성에 대하여 어패럴뉴스사(1995.4) 

에 의하면 수입의류의 주고객 층이 엘레강스 그룹으 

로서 연령별로는 30〜50대 여성으로서 경제적으로 

안정기를 맞고 있는 중년층 여성이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20대와 30대 초반의 고객층도 판매 비중이 

약 10%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점차 그 

고객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후 섬유저널 

(1996.8)의 조사결과, 여성복 시장에서 수입의류 브 

랜드들은 국산의류 브랜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신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백화점 매출 상위 

권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40〜50%에 달하는 신장률 

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산의류와 수입 

의류의 경쟁이 가장 심각한 여성복을 연구품목으로 

선정하였다.

국내에서의 수입의류의 계속적인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의류와 국산의류에 대한 소비자행동 

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Dickerson 

(1982)과 Hester(1986)는 수입의류와 국산의류 구매 

시 미국의 소비자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고 

Shim, Morris와 Morgan(1989)은 미국 소비자의 인구 

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수입의류와 국산의류 

에 대한 행동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비자 행동도 이와 같이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2. 구매동기와 의복행동

구매동기에 대해 유동근(1983)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로서, 구매행동의 이면에 있는 추지력 

이며 생리적 또는 심리적 욕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고 하였다. 김동기, 이용학(1996)은 동기에 의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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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행동은 지속적이고 활발할 뿐 아니라 목표 지향 

적인 특징을 나타내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그 내부의 동기적 측면을 이해하 

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효율적 

으로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였 

다. Engel, Blackwell, & Miniard (1995)는 구매동기 가 

구매의사 결정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구매를 가장 직접적으로 야기 시키는 구매 

동기에 대한 연구는 제품, 판매촉진, 유통, 가격정책 

의 4P의 마케팅 활동에 가장 효과적이며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한다.

국내의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고생을 대 

상으로 한 김애련(1985)의 연구에서는，어떤 옷이 필 

요할 때 의 동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대 

생을 대상으로 한 김정희(1987)의 연구 결과에서는 

새로운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옷과 

새로운 조화를 이루기 우)해서' 의복을 구매한다고 하 

였다. 김경순(1988)의 연구에서 여대생은 '가지고 있 

는 옷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진열된 상품이 마음 

에 들거나 가격이 저렴할 때 의복을 구매하는 경우 

가 많다고 하였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흥병숙 

(1985)의 연구에서는 '가지고 있는 옷과 조화를 이루 

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는 의 

복이 낡아서', '할인판매 광고를 보고 싸게 사려고'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황 

재경(1988)의 연구에서는 '사교상 필요성을 느껴서 ' 

가격이 저렴하거나 할인기간 중이어서'가 가장 높은 

동기로 나타났다. 여대생과 주부집단의 블라우스와 

정장투피스에 대한 의복구매동기를 비교한 엄경은 

(1993)의 연구에서는 실용성 및 제품고갈동7L 의복 

품질동기 , 의복외관동기, 광고영향동기 타인 영향동 

기. 경제적 절약동기의 순으로 6개 요인이 분류되었 

는더), 실용성 및 제품고갈동기가 공통변량의 18.1% 

를 설명하였다. 여대생은 주부보다 의복외관 및 타 

인영향동기집단에서 많이 나타난 반면，주부는 폼진 

및 제품고갈동기집단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의 연령층은 30대 이후보다 

의복외관 및 타이영향동기 집단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았다. 이주은(1990)은 중산층 중년여성의 의복구매 

동기를 자기 과시적 동기. 유행추구 동기 그리고 경 

제 실리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여 

대생과 기혼여성은 가지고 있는 옷과의 조화 동기 

또는 유행 추종 동기에 의해 의복을 구매하였으며, 

특히 기혼여성은 여대생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구 

매동기가 작용함을 보여준다.

수입의류의 구매동기에 대한 연구로서 박혜원 

(1989)은 여성들이 점포에서 수입의류를 보고 디자 

인, 색채 등이 마음에 들어서 충동적으로 구매한다 

고 하였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유명상표에 대한 

신뢰감으로 인한 구매동기도 매우 높게 나타남을 밝 

혔다. 또한 박미정(2001)은 20대 여성의 경우 과시소 

비성향이 높을수록 국내 정장브랜드보다 수입정장 

브랜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국산의류와 수입의류에 대한 연구들 대부 

분이 연구품목을 선정하지 않고 행하여졌거나 연구 

대 상과 구매동기를 측정 하기 위 한 도구가 서로 다르 

므로, 그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0〜50대의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 

품목을 여성복 중에서도 정장투피스를 선정, 조사하 

여 수입의류와 국산의류의 구매동기에 차이가 있는 

지플 밝히고자 한다.

m.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수입의류와 국산의류의 구매동기에 차 

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또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변인들(주부의 교육수준, 가계 총수입, 

가장의 직업, 주부의 직업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입의류는 국내에 

서 제조한 의류에 로얄티를 지불한 해외의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의류가 아니라, 제조에서 브랜드 

까지 완전히 다른 나라의 자본과 기술에 의해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수입완제품 의류를 말한다. 국산의 

류는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 브랜드로 우리나라에 

서 제조되어 판매하는 의류를 말한다.

2. 측정도구 및 자료의 분석

구매동기를 위한 문항은 국산의류의 구매동기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강승희(1992), 엄경은(1993), 이주 

은(1990), 김주혜(1995)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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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다시 예비조사 

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문항별 척도는 5점 Likert를 

사용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인에 대한 문항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주부인 만큼, 주부를 대상으 

로 의복행동을 살펴본 조인경, 이은영(1993)의 연구 

를 참고하였다. 조인경, 이은영은 사회경제적 변인을 

주부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장의 직업, 주부의 직 

업으로 선정,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 

부의 직업을 범주화하기보다는 주부의 직업 유무에 

의한 구매동기를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주부의 교육수준, 가계총수입, 

가장의 직업 주부의 직업 유무를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AS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요인분 

석, Spearman Correlation, One-way ANOVA, 짝을 이 

룬 t-test(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수입정장 투피스와 국산정장 투피스 

를 모두 구매한 경험이 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30〜 

50대의 기혼여성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표집방법 

은 유의 할당 추출법 (Purposive Quota Sampling)을 실 

시하였다. 연구품목으로 정장 투피스(자켓과 스커트 

또는 바지)를 선정하였으며 수입의류의 원산지(Co

untry of Origin)는 통제 하지 않았다.

수입과 국산 정장 투피스를 모두 구매한 경험이 

있는 30〜50대의 주부 7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최종 설문지를 완성한 

후 설문지 48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것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것과 수입의류를 구매한 경험이 없는 주부 

가 응답한 것을 제외한 246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 

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징으로 교육수준은 대학 

교 중퇴 또는 졸업 63%。=155), 대학원 졸업 이상 

22.4 %(«=55),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6%節=36) 순으 

로 나타났다. 가계총수입은 250〜350만원 35.8% 

(«=88), 350〜550만원 24%("=59), 250만원 미만 23.2 

% 3=57), 550만원 초과 17%(h=4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의 직업은 사무직 55.1%(«=134), 전문/관리직 

34.2%(«=83), 생산/서비스직 10.7%(护26)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직업의 유무는 있는 경우가 52% 

(«=129), 없는 경우가 48%(户117)로 비슷하게 나타났 

다.

복식문화연구

IV. 결과 및 논의

1. 구매동기 요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분석에 필요한 요인 

의 수와 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의 개발은 국산 

의류의 구매동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한 것이 

므로, 요인분석을 국산의류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 

결과에 의해 수입의류의 구매동기를 측정, 비교하였 

다. 37문항을 주성분방법과 Varimax회전방법에 의해 

4회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 Communality가 낮은 문항, 그리고 요인 

부하량이 40% 이하인 5문항을 제외하였다. 32문항 

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하여서〈표 1> 

과 같이 '광고 동기', '자기과시 동기，,，의복 실리적 

동기', 경제적 동기', 개성추구 동기',，충동구매 동 

기', '타인영향 동기', '유행추구 동기'의 8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총 설명력은 63.82%였다. 요인분석결 

과에 의해 분류된 구매동기의 요인별 내적 일치성은 

Cronbach's Alpha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입의 

류는 57〜87%, 국산의류는 68〜81%로서 비교적 높 

은 일관성을 나타내었다(표 2).

2. 수입의류와 국산의류의 구매동기 차이

요인별로 수입의류와 국산의류에 대한 구매동기 

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paired t-test를 수행 

한 결과,〈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성추구동기， 

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동기에서 수입의류와 국산 

의류의 구매동기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수입 

의류보다 국산의류의 구매 시에 '광고 동기，,，경제적 

동기', 충동구매 동기', '타인영 향 동기', '유행추구 동 

기가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 반면 국산의류보다 수 

입의류의 구매 시에 '자기과시 동기'와 '의복 실리적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 즉, 아직도 많은 주부 

들이 수입의류를 국산의류와는 다른 특별한 대상으 

로 인식하고 자기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함과 더 

불어 수입의류가 국산의류보다 질적인 면이 더 우수 

하여 구매함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국산의류의 구 

매 시에는 수입의류의 구매 시보다는 경제적인 구매 

동기와 더불0!, 광고 충동구매, 유행추구 동기들이 

더 많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소비자 

가 국산의류를 수입의류보다는 광고에 의존하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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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매동기의 요인분석결과

요 인 문 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Eigenvalue)
설명력

광고 동기

잡지광고를 보고

신문광고를 보고

TV 광고를 보고

최근 유명의상잡지에서 나온 것 같은

의복을 구입하기 위해

우편배달광고를 보고

상점 앞의 할인판매광고를 보고

.7479

.7387

.7260

.7143

.6289

.4146

3.6520 .1141

자기과시 

동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하여 

상류층으로 인정받는 스타일이어서 

누구나 아는 유명 상표이어서 

친구나 동료에게 자랑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7925

.7262

.6924

.5288

.5126

2.9657 .0927

의복 실리적 

동기

품질이 좋아 보여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어서

내구성이 좋아 보여서

어떤 장소에도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는 옷이어서 

세탁이나 관리가 편해 보여서

.7605

.7548

.6490

.6481

.5264

2.7259 .0852

경제적 

동기

가격면에서 경제적이어서

부담 없는 가격이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여분의 돈이 생겨서

.8363

.7635

.6637

.5593

2.6400 .0825

개성 추구 

동기

나 자신을 좀 더 개성 있어 보이기 위해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나를 품위 있게 보이기 위해

.7177

.7176

.6264
2.5190 .0787

충동구매 

동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기분전환으로

우연히 매장의 의복을 보고 구매충동을 느껴서

.7914

.7093

.6835
2.1780 .0680

타인영향 

동기

판매원이 권하므로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 

유명인사가 입은 것을 보고

.8265

.7849

.4347
1.9090 .0597

유행주구 

동기

요즈음 유행하는 스타일이어서 

디자인이 새로워서

유행에 더 앞서는 것이어서

.7515

.5813

.4959
1.8223 .0573

욱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스트레스해소 또는 기 

분전환으로, 또는 유행을 추구하기 위해 구매한다는 

것을 말한다.

3.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수입의류 

와 국산의류의 구매동기 비교

1) 연령에 따른 구매동기

구매동기 요인별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는〈표 4〉와 같다. 수입의류는 '광고 동기，, '타인영 

향 동기', '유행추구 동기'와 부적 상관관계를, '의복 

실리적 동기'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국산의류 

는 수입의류와 같이 '광고 동기', '타인영향 동기', '유

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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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구매동기의 신뢰도

요 인

수입의류 

신뢰계수 

(Cronbach's a)

국산의류 

신뢰계수 

(Cronbach's a)

광고 동기 .7577 .8145
자기과시 동기 .8744 .8101
의복 실리적 동기 .5719 .7464
경제적 동기 .7011 .7352
개성추구 동기 .7626 .7479
충동구매 동기 .6959 .7070
타인영향 동기 .7124 .7275
유행추구 동기 .5740 .5720

〈표 3> 수입의류와 국산의류에 대한 구매동기의 

차이

요 인
수입의류 국산의 류

t
M (SD) M(SD)

광고 동기 2.17(.71) 2.41(.78) -6.09***
자기과시 동기 2.57(.94) 2.47(.75) 2.21**
의복 실리적 동기 3.51(.56) 3.42(.67) 1.96*
경제적 동기 2.43(.82) 3.12(.77) -11.89***
개성추구 동기 3.29(.92) 3.22(.81) 1.43
충동구매 동기 2.52(.89) 2.84(.88) -5.99***
타인영향 동기 2.10(.77) 2.22(.83) -2.33**
유행추구 동기 3.05(.78) 3.16(.78) -2.32**

*p<A, **p<.05, ***p<.01.

행추구 동기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일 뿐 아니라 '충 

동구매 동기'와 '자기과시 동기'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광고에 의존하며, 타인 

의 영향을 받으며, 유행추구를 위해 수입 국산의류 

를 구매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의류의 경우 

는 '의복 실리적 동기'에 의한 구매가 강하였으며, 연 

령 이 낮을수록 국산의류의 경우 충동에 의한 구매와 

자기과시에 의한 구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입과 

국산의류 구매 시 젊은 세대 일수록 광고에 많이 노출 

되고 있으며 또래집단과 같은 준거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유행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입의류 구매 시 연령이 높을수록 의 

복의 내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구매하고, 국 

산의류 구매 시는 연령이 낮을수록 충동적으로, 자기 

과시를 위해 구매하는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2)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구매동기

구매동기 요인별 주부의 교육수준과의 상관관계 

는〈표 5〉와 같다. 수입의류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국산의류는 '광고 동기와 부적 상관관계를, '자기과 

시 동기'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국산의류 

의 경우,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광고에 의한 

구매동기가 낮았으며 자기과시에 의한 구매동기는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주 

부를 목표로 하는 국산의류의 마케터들은 대중매체 

보다는 자기과시도구로서의 특성을 강화한 제품차

〈표 5> 주부의 교육수준과 요인별 구매동기의 상

〈표 4> 연령과 요인별 구매동기의 상관관계 분석 관관계 분석

요 인

수입의류 국산의 류

요인

수입의류 국산의 류

Pearson
Correlation (r)

Pearson
Correlation (r)

Pearson
Correlation (r)

Pearson
Correlation (r)

광고 동기 -.236*** — .273*** 광고 동기 -.045 .120*
자기과시 동기 -.069 -.121* 자기과시 동기 .028 .116*
의복 실리 동기 .118* .050 의복 실리적 동기 -.076 .034
경제적 동기 .062 .069 경제적 동기 -.058 -.019
개성 추구 동기 -.047 -.046 개성 추구 동기 .054 .084

충동구매 동기 -.074 -.149** 충동구매 동기 -.030 -.026
타인영향 동기 -.115* -.147** 타인영향 동기 .015 -.011
유행추구 동기 -.223*** -317*** 유행추구 동기 .051 .061

*p<A, **pV05, ***p<.OL *P<」，**P〈.O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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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계총수입과 요인별 구매동기의 상관

요 인

수입의류 국산의 류

Pearson
Correlation (r)

Pearson
Correlation (r)

광고 동기 -.097 -.122*

자기과시 동기 -.018 -.035
의복 실리적 동기 .097 .087

경제적 동기 -.043 .062

개성 추구 동기 .028 .068
충동구매 동기 .117* .086
타인영향 동기 -.048 -.132**

유행추구 동기 .010 一.018

*p<.l, **p<05, * **p<01.

별화 전략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가계총수입에 구매동기

구매동기 요인별 가계총수입과의 상관관계는〈표 

6〉과 같다. 수입의류는 '충동구매 동기와 정 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며, 국산의류는 '광고 동기'와 '타인 

영향 동기'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수입의 

류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충동구매에 의한 구매가 

크며, 국산의류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광고와 타인 

에 의한 구매동기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수입의류 

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마케터들은 수입의류 

가 손쉬운 충동구매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주목하여 

서 이에 의한 시장기회를 잘 활용함과 더불어 충동 

구매 이후에 발생 할 불만족에 의 한 불평행동과 같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면 국산의 

류의 경우, 마케터들은 목표시장의 가계총수입이 낮 

을수록 광고와 함께 준거인을 이용한 판매촉진전략 

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4) 가장의 직업에 따른 구매동기

가장의 직업에 따른 수입의류와 국산의류의 구매 

동기를 밝힌 결과는〈표 7〉과 같다 수입의류는 '광 

고 동기，와，자기 과시 동기'에 대 하여, 국산의류는 '광 

고 동기，에 대해서 구매동기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났다. 집단 간의 차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는지 사 

후검정(Tukey test)을 실시한 결과, 수입의류의 '광고 

동기'요인에 대해서 생산/서비스직 집단과 전문/관리 

직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생산/서비스직(M = 

2.79, SD= 1.49) 가장을 가진 주부가 전문/관리직(M 

= 2.29, SD = 0.78) 가장을 가진 주부보다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자기과시 동기' 요인에 대해서도 생산/서 

비스직 집단과 전문/관리직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

〈표 7> 가장의 직업에 따른 요인별 구매동기의 일원분산분석

요 인

수입의류 국산의 류

생산/ 

서비스직 

M (SD)

사무직 전문/

관리직

M (SD)
F

생산/ 

서비스직

사무직 전문/ 

관리직 F

M (SD) M (SD)M (SD) M ㈣

광고 동기
2.79 

(

1.49 2.49 .80 2.29
(B)

.78 3.28** 2.40 1.49 
(A)

2.33 0.78 
(B)

2.01 0.69
(AB)

4.38**

자기과시 동기
2.87 1.50 

(A)
2.50 .80

2.43
(B)

.75
2.50* 2.82 1.61 2.59 .98 2.66 .93 .58

의복실리 동기 3.56 .92 3.44 .68 3.42 .70 .38 3.64 1.26 3.49 .57 3.61 .59 1.11

경제적 동기 3.31 1.45 3.17 .73 3.06 .85 .90 2.53 1.60 2.43 .86 2.55 .86 .47

개성추구 동기 3.54 1.41 3.25 .83 3.22 .88 1.28 3.36 1.57 3.30 .94 3.39 .89 .19

충동구매 동기 3.09 1.53 2.88 .90 2.93 .96 .49 2.56 1.49 2.57 .92 2.57 .89 .00

타인영향 동기 2.49 1.30 2.23 .83 2.14 .83 1.50 2.26 1.26 2.17 .76 2.00 .77 1.56

유행추구 동기 3.28 1.51 3.16 .76 3.23 .85 .27 3.12 1.55 3.10 .76 3.02 .81 .22

*p<.l,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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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생산/서비스직(A/=2.87, SD= 1.50) 가장을 가 

진 주부가 전문/관리직(M= 2.43, SD= .78) 가장을 가 

진 주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국산의류의 '광고 동 

기' 요인에 대해서 생산/서비스직과 사무직 집단이 

전문/관리직 집단과 차이가 나타났으며, 생산/서비스 

직 (M= 2.40, SZ)=1.49)과 사무직 집단(M= 2.33, SD 

= .69)이 전문/관리직 집단(A/= 2.01, SD=.6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의류와 국산의류의 

마케터들이 목표시장의 가장의 직업에 따라 광고에 

의한 구매동기가 다른 것에 유의하여 효과적 인 정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주부의 직업 유무에 따른 구매동기

수입의류와 국산의류의 구매동기의 요인별 주부 

의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는〈표 8〉과 같다. 수입의류 

에 대해서는 모든 구매동기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국산의류에 대해서는 경제동 

기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업주부 (M 

= 2.62, SD = 1.08)가 취업주부(M = 2.35, SD = 0.82) 

보다 경제동기가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국산 정장의류를 취급하는 마케터는 목표시장이 

전업주부인 경우 소비자의 경제적 구매동기를 자극 

하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 

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V. 결 론

전세계 소비자들의 기호가 통신, 교통수단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동질화 되어가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도 더 이상 국내패션시장에 국한되지 않 

는 세계시징■에서의 소비자(Global Consumer)로 변모 

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비자 

는 전세계로부터의 다양한 상품을 원하므로 이러한 

경향이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막대한 자금과 마케 

팅파워로 패션의 상업화에 앞장 서고 있는 세계의 

패션그룹 들의 국내시장 진출이 이를 리드하고 있다. 

이에 또한 국내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수입브랜드의 

수입 경쟁이 가세되어 국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수 

입브랜드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계속적인 시장점유율의 성장이 예상되는 수입 

의류와 국산의류에 대한 소비자행동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수입의류와 국산의류의 구매동기 

에 대한 결과는 시장에서의 경쟁적 우위를 위해서 

수입, 국산의류의 마케터들이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구매를 

야기 시키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제언한다.

둘째, 소비자들이 수입의류를 국산의류와는 다른 

특별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기과시를 위한 

수단으로써 구매하는 연구결과를 통해 수입의류의 

마케터에게 제품 차별화 전략을 제언한다. 그러나 

제품 차별화 전략이 수입의류의 시장규모에 있어서 

금액적인 성장에는 기여할지는 모르나 모든 소비자

〈표 8> 주부의 직업 유무에 따른 요인별 구매동기의 차이

요 인

수입의류 국산의 류

취 업

M (SD)
전 업

t
취

M
업

(SD)
전 업

t
M (®) M (SD)

광고 동기 2.42 (0.77) 2.50 (1.03) -.668 2.22 (0.72) 2.24 (0.99) -.15
자기과시 동기 2.46 (0.70) 2.57 (1.06) -.981 2.56 (0.97) 2.70 (1.12) -1.1
의복실리적 동기 3.40 (0.76) 3.51 (0.67) -1.28 3.54 (0.54) 3.54 (0.81) -.09
경제적 동기 3.07 (0.79) 3.25 (0.95) -1.58 2.35 (0.82) 2.62 (1.08) -2.24 냐
개성추구 동기 3.22 (0.85) 3.31 (0.99) -.76 3.30 (0.94) 3.37 (1.06) - .511
충동구매 동기 3.02 (0.91) 2.83 (1.08) 1.48 2.61 (0.94) 2.53 (L03) .652
타인영향 동기 2.21 (0.79) 2.26 (0.99) -.49 2.12 (0.76) 2.12 (0.91) -.028
유행주구 동기 3.18 (0.76) 3.22 (1-02) -.33 3.06 (0.84) 3.10 (0.93) -.399

*치,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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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확대, 성장하기에는 장애가 되므로 모든 

소비자 층이 수입의류를 친숙하게 구매하기 쉬운 대 

상으로 느끼도록 하는 또 다른 마케 팅노력 이 요구된 

다.

셋째, 국산의류 구매 시 수입의류보다 광고, 타인 

영향, 경저), 충동구매, 유행추구 동기들이 강하게 나 

타난 연구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전략들을 제시한 

다• 첫째, 대중매처), 판매원, 소비자들의 구전, 유명 

인사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이다. 둘째, 경 

제적 동기에 의한 국산의류의 구매는 수입의류 대비 

국산의류가 경제적인 가격을 제시할수록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케터는 국산의류의 한계 

이익이 수입의류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중저가 브랜드의 마케터는 한계이익의 증가를 위해 

불필요한 생산단계 또는 유통과정에서 경로단계를 

줄이거나, 수송비용의 절감을 위한 효과적 물류관리 

제도의 도입과 같은 기업 전체 시스템에 대한 재정 

비(Restructuring)를 행하여야 한다. 또한 브랜드의 차 

별화를 위해 가격을 상승시킬 때나 고가브랜드의 경 

우는 제품 디자인의 우수함과 고품질을 소비자에게 

인지시킴으로써 가격상승의 당위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국산의류에 대한 충동구매동기 성향은 

매출증가의 시장기회와 함께, 충동구매 후에 야기되 

는 불만족에 의한 공적, 사적 불평행동에 대한 시장 

위험을 의미하므로 이를 고객만족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적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넷째, 국내 소 

비자 성향에 맞는 유행을 파악, 이를 반영한 제품기 

획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유행성향을 많이 반 

영한 제품일수록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서 재고의 

발생을 초래하는데, 최근의 급속한 유행변화경향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요구한다. 즉, 재고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적 

합한 유행경향을 계속적으로 파악, 반영하는 기획력 

으로 판매의 극대화를 실현하거나, 생산기획에서부 

터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판매시점의 정보(Point 

of Sale Data)에 기초한 소비자 반응생산 시스템을 이 

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고가 발생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처분하기 위한 직영할인점과 같은 유통구 

조를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 

한 국산의류의 신속한 유행의 반영은 결과적으로 유 

행만을 추구하는 소비자집단에게만 어필함으로써 

베이직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집단을 수입의류 

에게 선점 당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 

라서 유행경향이 강한 브랜드 외에도 베이직한 제품 

중심의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진출, 성장하여 

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특성을 가진 국내 브랜 

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결과적으 

로는 국내의류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리라 

본다. 소비자들의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 베이직 

한 스타일은 수입의류, 유행을 반영한 의류는 국산 

의류라는 양분화된 구매행동을 변화시켜서 국산의 

류에 대한 시장확대를 유도할 것이다. 베이직한 라 

인을 추구하는 브랜드인 '타임이 시장진출 초기부터 

소비자의 호응을 얻으면서 장기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제언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즉 '타임은 수입의류시장에게 잠식되어왔던 베이직 

라인을 선호하는 소비자집단에게는 물론, 유행경향 

의 적절한 반영으로 국내의류의 기존 소비자집단에 

게도 큰 호응을 얻음으로써 결국 국산의류의 시장확 

대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본다. 다섯째, 수입의류 대 

비, 국산의류의 경우 더 많은 구매동기요인이 강하 

게 작용한다는 결과는 국산의류가 아직도 경쟁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효과적인 마케팅활동에 의 

한 시장성과를 기대한다.

이상의 마케팅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의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수입의류와 

국산의류의 구매동기의 차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수입의류와 국산의류의 구매동기에 대한 소비자 집 

단차를 반영한 세분화한 마케 팅 전략을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수입의류는 새로운 고객의 창출을 

위하여 고객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다양한 프로모 

션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척, 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 

여 국산의류도 목표 소비자집단에 대한 정보에 기초 

하여 차별적이고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함으로써 고 

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충성고객으로 유지시키기 위 

한 고객과의 관계관리(CGxtomer Relationship Manage- 

ment)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어떠한 소 

비자 집단이 왜 수입의류와 국산의류를 구매하는 지 

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물론, 목표소비자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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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제품의 기획방향에도 차별적으로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품목(정장투피스)이 

응답자에 따라 다양하게 인지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의 연구는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가 제시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품목의 가격대가 고정되어 

서 제시되지 않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 

인을 가진 연구대상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장 

투피스(수입, 국산)에 대한 적정 가격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수입의류의 가격대가 다 

양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소비자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연구는 선정연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인에 적정한 특정 가격대를 

선정하여 국산의류와 비교,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 

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주부의 구매동기를 구체적 

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변인 만을 

포함하였으나, 실제 의 류구매 행동에는 사회심 리 적 

변인과 같은 다른 변인들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목표 소비자집단에 대한 효과적 마케 

팅 전략의 제시를 위하여 다양한 변인들에 따른 구 

매동기의 차이를 연구하고, 나아가 변인들 중에서도 

어떤 변인이 구매동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한 연구도 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30〜50대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 

였으나 실제 표집 대상의 연령이 30대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 연령층의 여성으로 확대, 해석하 

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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