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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clothing shopping motives, fashion information sources, evaluation 

criteria of apparel products, store selection criteria, apparel buying places, and purchasing experience and country 

of origin place on imported clothing. The total of 371 consumers, college female students in Korea and Japan were 

sampled in both countries. ANOVA, factor analysi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est, frequency, and percentage 

as analysis methods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by foctors, the result showed that both of them had more personal motives than social 

ones, regarding clothing purchasing motives. The clothing purchasing motives of students in Korea was higher than 

it of students in Japan. In the use of information sources, the students of both countries considered the information 

by consumer very importantly. Next to it, they highly regarded the information by marketer. The students in Korea 

used all informations more than the students in Japan. In the clothing selection, both of them considered criteria 

esthetics veiy importantly. The students in Korea considered 'brand name', 'versatility', and 'pleasing to others' as 

important, but the students in Japan considered 'price' and 'prestige' very importantly. For store selection criteria, 

Korean students considered 'quality guaranteed', 'service', and 'their and other's experience' as important but Japanese 
students regarded 'price' and 'variety of products' as important. A department store was the most highly preferred 

among clothing purchasing stores. After it, for Korean students, fashion mall, renowned brand stores, discount store 
were considered in order of preference, for Japan, speciality stores, fashion mall, renowned brand stores are preferred. 

Regarding imported clothing, Korean students, in order of preference, preferred the goods of America, Italy, France, 

England, etc. Japan students preferred the goods of America, Italy, China, France, etc.

Key words: clothing shopping behavior（의복쇼핑행동）, cross-cultural reseQrcb（비교문화연구）, Japanes이일본 

인）, Kw&m（한국인）.

현대사회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업 간의 경

I. 서 론 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은 생존과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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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며, 소비자 

시장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세계시장의 글로벌화 경향 

에 따라 기업의 국제화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해외시 

장의 다양한 문화적 환경 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특성 

을 체계적으로 밝혀내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보 

다 효과적인 국제마케 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산업의 

급진적인 발달로 인해 문화 간의 통신판매나 전자상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 

화권 내의 소비자들의 의복에 대한 태도나 구매행동 

을 비교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 많은 다른 나 

라와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인 마켓의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臨)과 미국47)및 

일본8,9) 같은 나라와의 비교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의복은 각 개인이 속한 사회의 생활양식이나 문화 

의 수준을 잘 반영 해 주는 수단이 다. 또한 의복은 착 

용자의 고유한 특징을 암시하고 있다. 현대로 오면서 

의복의 착용은 보호가 아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 

단이 되었으며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 

적인 지위나 그들의 개성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을 표 

현학고자 한다.

条 세계적인 불황과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서】, 국내의 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우 

리 나라 의 류업계 의 수출이 급격 하게 감소하고 있으 

며, 또한 국내 불투명한 경제상황에 맞물려 내수 침체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행동은 그 나라의 지역적인 

조건, 역사적, 문화적 환경과 통찰력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특정한 시장 내에서 제품에 

대 한 소비자 반응의 조사가 필요하다. 즉, 다른 문화 

적 맥락 내에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 

지 하는지 에 대 한 조사는 글로벌 마케 팅 에 대 한 도전 

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1 2 3 4 5 6 7 8 9 10 11).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 

라는 일본이며 지리적으로나 서로의 가치관 및 생활 

양식 또한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면이 가장 많은 나라 

인 반면 각각의 문화와 사고의 틀에 서 는 많은 차이 점 

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이 우리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 

서 더 발전되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시장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들과 우 

리 나라 소비 자의 의 복 소비태 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더욱 우리의 마켓 전략이 구체화되고 역수출이 이루 

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독특한 집단적 특징 

과 각 개인의 개성을 살리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 대학 

생 집단은 마케팅의 주요 타겟이 되어온 집단이다. 이 

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여대생들의 의복에 대한 구 

매행 동을 살펴 봄으로써 다른 문화권 간의 동질성 과 

차이성 을 파악할 수 있으리 라 생 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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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일본 의류시장의 특성

일본의 의류시장 규모는 2000년 기준 15조 106억 

엔으로, 그 중 남성복이 2조 8066억 엔, 여성복이 5조 

7498억 엔, 아동복이 1조 151억 엔으로 나타났다. 일 

본 의류시장의 수입산 점유율은 지난 90년 50%에서 

2000년 84%로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년 

일본 의류 수입총액의 78%를 중국산 의류가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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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나머지 쿼터는 홍콩(10%), 다음은 이탈리아(5 

%), 한국(3%), 베트남(3%) 미국(2%), 기타 등등이 차 

지하였다. 일본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로 중저가 의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 의 

류의 많은 비중이 저가격의 중국 의류가 차지하고 있 

는데, 이의 대부분은 일본기업이 기획, 기술지도, 생 

산위탁, 합병 등으로 수입하는 물량이다'皿).

이에 따라 홍콩업체들은 시기를 잘 파악하여 중저 

가 의류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저가격 의 중국 의류 

생산업체들과 일본 업체들의 중간자 역할로 대일 마 

케 팅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9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해외 유통망이 중저가 의류 위주로 재편돼 가격경쟁 

력 이 높아진 중국의 저 가 수출 공세 와 95년부터 세 계 

무역기구(WTO) 섬유협정에 따라 쿼터제의 단계적 폐 

지 등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국내 업계의 의류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복 소비량 

이 많은 선진국 소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 

요하며, 특히 일본의 소비자들은 의복을 구매할 때 제 

조원, 품질, 브랜드명 등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매우 

중시하며, 이는 곧 의복을 구매하는데 결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한다.

일본의 의류 소비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제품에 대 한 소비자의 품질 및 애프터서비스에 대 한 

요구 수준이 매우 높고 엄격하며, 브랜드 제품을 선 

호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브랜 

드명 혹은 제조기업을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과 기능 

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TV, 인쇄 매체 

등 광고 매체를 통한 선전 활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마케 팅 수단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 의 유명 브 

랜드 제품 1/3이 일본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2001년 

쿠찌는 일본 내 20여 점포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시장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시장이다. 일본시장 

은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 경쟁이 매우 심한데 

최근에는 경기의 부진으로 인해 수요의 이분화 현상 

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가품 제품의 시장 

이 없어진 반면 고가품과 저가품 제품의 시장구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명 브랜드의 고가격 

대가 일본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에, 경기전 

망의 불투명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저가격대 

의 중국산 캐주얼웨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소수 대기업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특정 메 

이커가 신규 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경쟁기업도 반 

드시 경쟁상품을 시장에 투입하는 경향이 크다. 셋째 

로는 일본의 복잡한 유통체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외국기업이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일부 상품에서 대기업이 대량 

생산, 대량 판매를 위해 유통망을 정리, 전국적 유통 

망을 구축하고 있고, 또 계 열화되어 있지 않은 유통조 

직이라도 단기적 이익보다는, 당장에 이익이 발생하 

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보다는 안정 적 인 일본기 업과 

의 거래를 보다 중시하는 장기적 거래를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상행위상의 특징으로는 

품질 규격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다는 점이다. 견본이 

나 계 약상의 품질 규격과 다른 상품을 보내오거나 불 

량품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제 

품교환, 반품, 변상 등 클레 임을 제 기한다. 또한 납기 

요구도 엄격하며, 장기적 거래관계와 신뢰관계를 중 

시하고, 의사결정이 늦은 반면 의사결정 후 행동은 신 

속히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일본시장의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한 

국과 일본 여대생의 의복 구매 행동을 비교분석을 통 

하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의류산업의 성공적 인 

일본진출을 위한 기초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시장에 진 

출한 해외 브랜드에 대하여 국내 의류 브랜드의 경쟁 

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皿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1) 한국-일본 여대생들의 의복 구매 행동 비교한다. 

1-1) 의복 구매시 구매하는 동기에 관하여 비교한다. 

1-2) 의복에 대한 정보를 얻는 원천에 관하여 비교 

한다.

1-3) 의복선택 기준에 관하여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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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복 구입시 점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에 관하여 비교한다.

1-5） 의복 구매 장소, 수입 의류 구매 경험과 원산 

지에 관하여 비교한다.

2） 일본 여대생들의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의복 

구매행동을 분석한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과 일본의 여대생이며, 

조사지 역은 각 나라의 도시화 수준을 고려하여 여대 

생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한국의 수도 서울과 

일본의 수도 동경을 선정하였다. 20이년 6월에서 9월 

까지 설문의 내용과 설문지 수집방법에 대하여 연구 

자가 숙지시킨 배부자가 설문지를 각각 300부를 배부 

하여 직접 및 우편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한국이 254 

부, 일본이 169부로 회수율은 각각 85%, 56%로 나타 

났다. 일본의 회수율이 낮은 것은 우편회수율이 낮아 

전체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이 누락 

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한국의 240부, 

일본의 131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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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점포 선택 기준은 편의성（3문항）와 점포 서비 

스 요인（4문항） 그리고 점포 분위기 요인（3문항）에 관 

한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 었으며 Cronbach'a 값이 각각 

.79, .67, .70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전공, 학년, 생활수준, 가 

계소득, 한달 용돈 등이 포함되었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 

비조사를 거쳐서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검증을 

한 후 타당성과 신뢰성 이 검증된 문항들을 발췌하여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번역상 

의 오류를 없애기 위하여 순천대학교 일본어 교수들 

의 도움을 받았으며, 다시 3년간 일본에서 패션 비지 

니스를 전공한 본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의류 

학 전공교수와 대학원생들의 교정을 거쳐 일본어로 

재번역한 후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4. 분석방법

자료는 spss/win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요인 

분석, /-test, ANOVA,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 

하였으며,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통계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전공별로 한국은 이공계 열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 

타낸 반면, 일본은 인문계열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년의 분포는 한국의 경우, 고학년에 비하여 저학년 

의 2배의 비율로 나타난 반면, 일본의 경우는 고른 분 

포를 보였다.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한국보다 더 많은 

일본의 응답자들이, 자신이 중류층에 속한다고 평가 

하였으며, 일본보다 한국의 응답자들이 자신을 상류 

나 하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가계소득은 대체 

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두 나 

라 모두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그 다음은 400만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15） 임경복, 임숙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권 3호 （1993）, pp. 359-166.
16） 서민애, ''수입여성의류 구매 유무에 따른 의복행동''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35-40.
17） 신지혜, ''성인여성의 의복쇼핑성향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 24-37.

-746

3. 측정도구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의류 구매 행동을 측정 

하기 위해 선행 연구'이3 * * * 7）를 기초로 의복 구매 동기와 

의복 구매시 정보원, 의류 제품 평가 기준, 점포 선택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강하게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의복 구매 동기는 의복의 개인적 동기（3문항）와 사 

회적 동기（6문항）에 관한 총 9문항으로 구성 되 었으며 

내적 신뢰도는 Cronbach'a 값이 각각 ,74, .60으로 나타 

났다.

정보원은 대중매체에 의한 정보（6문항）와 마케터 

에 의 한 정보（3문항） 그리고 소비자에 의한 정보（4문 

항）어】 관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적 신뢰도 

는 Cronbach'a 값이 각각 ,84, .68, .65로 나타났다. 제품 

평가기준은 심미성（6문항）과 품질 성과적 요인（4문

항） 그리고 외재적 요인（3문항）에 관한 총 13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Cronbach'd 값이 각각 .83, .67, .57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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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통계적 특성 (N: %)

구 분 한국 일본

인문계 66(27.5) 70(53.4)
전공 이공계 116(48.3) 39(29.8)

예술계 58(24.2) 22(16.8)

학년
저학년 ■ 79(32.9) 66(50.4)
고학년 161(67.1) 65(49.6)

생활
入:N. 
〒■匸

상 59(246) 20(15.3)
증. 132(55.0) 88(67.2)
하 49(20.4) 23(17.6)

100만원 미만 19( 7.9) 11( 8.4)

가계

소득

100〜200만원 미만 44(18.3) 23(17.6)
200〜300만원 미만 73(30.4) 35(26.7)
30J筋）만원 미만 48(20.0) 27(20.6)
400만원 이상 56(23.3) 35(26.7)

한달

용돈

많은 편 23( 9.6) 10( 7.6)
보통 174(72.5) 80(61.1)
적은 편 43(17.9) 41(31.3)

용돈은 두 나라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 

았으며 한국보다 일본 응답자들이 용돈이 적 다고 생 

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과 일본 여대생들의 의복 구매 행동 비교

한국과 일본 여대생들의 의복 구매 행동을 조사한 

결과를〈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의복 구매 동기를 살펴보면, 두 나라 모두，행 

사（졸업, 취업 등）를 위해서', '신체적인 매력을 높이 

거나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기분전환' 등의 개인적인 

동기가 사회적 인 동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일 

본의 여대생들은 의복 구매 동기를 비교한 결과 사회 

적 동기의 '좋아하는 사람과 유사하게 보이기 위해 

서', '추구하는 욕구 충족에 알맞은 의복이므로', '친 

구나 주위 사람들의 의복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행 의복이므로'에서, 개 

인적 동기의 '신체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에서 두 나 

라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 여대생들 

은 친구나 주위 사람들이 착 Q하는 새로운 유행에 맞 

추기 위해 의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신체적 매력을 높 

이기 위해 의복을 구매하고 착용하므로써 일본 여대 

생들보다 자신의 충족욕구가 강하며 트렌드를 추종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일본 여대생들은 '좋아 

하는 사람과 유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의복을 구매하 

는 성향이 한국 여대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좋아하 

는 사람의 의복과 유사한 의복 착용을 통하여 열망 집 

단과의 동일시하려는 일본 여대생들의 심리적인 성 

향은 집단 응집성이 클수록 상표 선택에 있어 유사성 

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 Witt & Bruce"）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이는 한국보다 준거집단에 대한 동조성이 

강한 일본의 문화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의복 구매 시 활용하는 정보원에 대한 분석 결과 

두 나라 모두 자신의 구매 경험이나 타인의 옷차림 

등, 소비자에 의한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었으며, 마케터 주도적 정보원 가운데 매장의 디스플 

레이를, 그리고 대중매체 중 신문이나 잡지의 패션 기 

사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도 일본 여대생들은 제품 카탈로그를 정보원으로 높 

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 학생들이 

의복 구매 시 정보원으로 자신들의 구매 경험을 가장 

중요시하며, 다음이 관찰요인인 상점의 디스플레이 

와 타인의 의복 관찰 등으로 나타난 정미혜切의 연구 

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두 나라간 의복 구매 시 이용하는 정보원을 비교한 

결과 패션쇼, 대중매체의 패션에 관한 기사, TV, 라디 

오 광고, 유명인의 의복 관찰, 우편광고, 매장의 디스 

플레이, 주위사람들의 조언, 타인의 옷차림 관찰, 구 

매 경험자의 경험 등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한국 여대생들이 일본 여대생들보다 이러한 정보원 

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나라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고객에게 제품 만족을 통 

한 구전광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제품광고를 제시하고 상품진열 등 매장의 디 

스플레이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여대생들의 의복 선택 기준에 대한 일 

반적 인 성향을 조사한 결과 두 나라 모두 의류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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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 E. Witt and G. D. Bruce, tlGrou Influence and brand Choi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9(1972, 
Nov.) (1972), pp. 440-443.

19) 한명숙, 정미혜, “대학생의 가치관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4호 (2000), pp. 6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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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품질 성과적 기준, 외재적 기준 순으로 중시하였다. 

이는 의복 선택시 중요시하는 요인으로 디자인의 항 

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색채, 착용감, 재질 순으로 

나타난 박혜원河）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디자인과 스타일을 가 

장 중시하였고, 일본은 가격을 가장 중시하였고 다음 

은 색상, 디 자인, 스타일 순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간 

의류 제품 선택 기준을 비교한 결과 개성 표현, 가격, 

A/S, 상황에의 적절성, 상표명, 타인 지향 등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 여대생들은 상황에의 적절 

성, 상표명, 타인지향, A/S와 같은 의복 선택 기준을 

더 중시하였고, 일본 여대생들은 개성 표현과 가격 등 

을 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 여대생의 추구 이미지에 맞는 확실한 브 

랜드 컨셉 설정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패션 

광고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외모나 개성 

표현의 욕구가 강하고 가격을 제품 선택 기준으로 중 

시하는 일본 여대생들을 위해서는 상품 기획시 고객 

의 연령과 개성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에 반영하고 

특히, 일본 사람들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 

각하기 때문에 저가격 전략보다는 고품격과 고품질 

을 갖추어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에 적절한 가격 

으로 경쟁력을 쌓아야 할 것이다.

점포 선택 기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의 경우, 판매원의 친절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다음은 

환불이나 교환 및 수선과 같은 서비스 요인, 그리고 

가격 순으로 중요시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점포 선택 

기준으로 가격을 우선 순위로 보았으며, 다음은 판매 

원의 친절,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착의실이나 청결성 

과 같은 물적 시설 순으로 중시하였다.

두 나라간의 점포 선택 기준을 비교한 결과 상품의 

다양성, 상품 품질 보증, 서비스 가격, 구매 경험, 주 

위의 경험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여대생 

들은 점포선택기준으로 상품품질보증, 서비스, 자신 

과 주변사람들의 구매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본 여대생들은 가격과 상품의 다양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일본 여대생들이 앞에서 제 

품 평가 기준으로 한국 여대생들보다 가격을 더 중시 

했던 결과와 관련성이 있으며, 일본 여대생들이 가격 

의식적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여대 

생들을 위한 전략으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판매원의 교육과 제품에 대한 교환 및 수선과 같 

은 서비스 차원을 강화시켜 고객에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여대생들에게는 다양한 상품 라인 

의 개 발뿐만 아니 라 상품간 코디네 이션을 통한 다양 

한 연출기 법을 이용한 디스플레 이 와 VMR 방향을 모 

색해야할 것이며, 점포의 이미지와 품격에 맞는 적절 

한 가격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의복 구입 장소, 연간 의복비지 

출 및 수입 의류 구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의복 구입 장소로 한국은 백화점과 패션몰에서 의 

복을 구입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 

명 상표 매장이나 대리점, 상설 할인 매장（아울렛 매 

장） 과 보세점 순으로 구매장소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구매 빈도가 낮은 장소는 수입 상품 매장, 재래시 

장, 지하상가 등이었다. 여대생들의 점포 선호 유형이 

백화점, 기성복 직매-대리점, 기성복 상설할인매장, 

유명디자이너 개인 매장 순으로 나타난 최수현”）의 

연구 결과와 대학생들의 의복 구입 장소로 백화점과 

상설할인 매장 이용이 높게 나타난 박정민约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본은 백화점이 80% 이 

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점과 

패션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매 빈도가 낮은 장소 

로는 수입 상품 매장, 보세점, 재래시장 등으로 나타 

났다. 즉, 한국 여대생들은 의복 구입 장소로 유명 상 

표 매장, 상설 할인 매장, 패션몰, 보세점을 일본 여대 

생들보다 더 선호하고 있었으며, 일본 여대생들은 한 

국 여대생들보다 백화점, 전문점 그리고 지하상가를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연간 의복비를 비교 분석하 

여 보면〈표 2〉와 같이 나타나 두 나라 모두 25〜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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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박혜원,，'외국상표 기성복의 구매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p. 31-69.
21） 최수현, ''미혼여성의 가치관과 의복쇼핑성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 47-68.
22） 박정민, "남녀대학생의 의복선택습관에 관한 연구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7）, pp. 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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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과 일본 여대생들의 의복구매행동 비교분석

*p〈.O5, **p〈.Ol, ***p〈.OOl.

구 분 한국 일본 t

의복 

구매 

동기

사회적

친구나 주위사람들의 의복과 맞추기 위해서 2.39( .90) 2.18( .96) 2.11*
좋아하는 사람과 유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2.42( .93) 2.80(1.18) -3.46***
추구하는 욕구충족에 알맞은 의복이므로 2.43( .92) 2.03( .96) 3.92***
주변사람들이 선호하는 유행 의복이므로 2.58( .91) 2.24( .86) 3.53***
친구들이나 매장의 점원이 권유해서 2.41( .87) 2.37(1.02) 0.50
매장에 전시된 의복을 보고 충동을 느껴서 2.88(1.01) 2.71( .90) 1.56

개인적

행사（입/졸업,명절 등）에 입을 옷이 필요해서 3.55( .82) 3.63(1.06) -0.72
신체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3.46( .85) 3.06( .88) 4.25***
스트레스의 해소나 기분전환을 위해 3.21(1.01) 3.05(1.09) 1.38

정보원

대중

매체

패션쇼 2.50(1.06) 1.98(1.05) 4.05***
신문, 잡지 등의 패션에 관한 기사 3.06( .97) 2.83(1.31) 2.02*
신문, 잡지 광고 2.93( .91) 2.76(1.02) 1.55
TV, 라디오 광고 2.88( .91) 2.47(1.06) 3 90***

유명인의 의복관찰 2.95( .95) 2.70( .92) 2.43*
우편광고（팜플렛 등） 2.52( .97) 2.21( .91) 2.93**

마케터

매장의 디스플레이 3.43( .89) 3.23( .75) 2.14*
카탈로그 3.09( .96) 3.14( .84) -0.46
판매원의 조언 2.81( .89) 2.77(1.06) 0.36

소비자

가족이나 친구, 주위사람들의 조언 3.40( .84) 3.10(1.01) 3.07**
과거의 구매경험 3.59( .74) 3.54( .88) 0.58
거리에서 타인의 옷차림 관찰 3.41( .74) 3.20( .97) 2.38*
구매경험자의 경험 3.53( .78) 2.78( .96) 8.19***

의류 

제품 

평가 

기준

심미성

색상 4.08( .62) 4.10( .65) -0.35
디자인, 스타일 4.17( .70) 4.08( .81) 1.17
자아이미지고양（개성표현, 외모와의 어울림） 3.90( .77) 4.05( .78) -1.98*
다른 옷과의 조화 4.06( .67) 4.08( .68) -0.19
가격 3.95( .69) 4.24( .72) -3.82***
체형과의 적합성（편안함, 착용감, 사이즈） 4.05( .76) 4.01( .76) 0.56

품질 

성과적

A/S 3.48( .95) 2.86( .94) 6.13***
관리의 용이성 3.50( .82) 3.40( .95) 1.13
품질（직물의 질, 봉제상태） 3.96( .73) 3.92( .79) 0.57
상황에의 적절성 3.84( .71) 3.59( .71) 3.29***

외재적

상표명 3.03( .94) 2.72( .87) 328***

유행성 3.10( .87) 2.97( .75) 1.40
타인지향（주위사람들의 옷과 어울림） 3.15( .91) 2.78( .84) 381***

의류 

점포 

선택 

기준

편의성

교통시설, 이용편리 3.64( .80) 3.50( .78) 1.55
점포위치의 근접성 3.50( .84) 3.42( .80) 0.94
물적시설（청결성, 착의실） 3.72( .74) 3.76( .71) -0.44

점포 

서비스

상품의 다양성 3.64( .76) 3.85( .74) — 2.20*
상품품질보증 3.82( .79) 3.45( .90) 4.05***
서비스（교환, 환불, 수선） 3.91( .77) 3.64( .77) 3.25***
가격 3.87( .83) 4.14( .80) -3.04**

점포 

분위기

구매경험 3.85( .72) 3.56( .90) 3.28***
주위의 경험 3.51( .74) 3.23( .82) 3 39***

판매원의 친절 3.94( .77) 3.86( .77)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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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과 일본 여대생들의 의복구입 장소, 연간 의복비, 수입 의류 구매 경험 및 원산지 비교분석

구 분
한국 일본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구입장소

백화점 148(61.7) 1 106(80.9) 1

유명상표 매장이나 대리점 63(263) 3 21(16.0) 4

상설할인매장(아울렛매장) 60(25.0) 4 17(13.0) 5

패션몰 146(60.8) 2 36(27.5) 3

전문점 29(12.1) 6 37(28.2) 2

재래시장 6( 2.5) 9 12( 9.2) 7

보세 점 60(25.0) 4 5( 3.8) 8

지하상가 17( 7.1) 7 14(10.7) 6

수입품매장 8( 3.3) 8 3( 2.3) 9

연간 의복비

25만원 미만 48(20.0) 3 18(13.7) 5

25만원〜 50만원 미만 54(22.5) 1 24(18.3) 1

50만원〜 75만원 미만 51⑵.3) 2 19(14.5) 4

75만원〜100만원 미만 20( 8.3) 5 21(16.0) 2

100만원〜125만원 미만 23( 9.6) 4 20(15.3) 3

125만원〜150만원 미만 20( 8.3) 5 10( 7.6) 7

150만원〜200만원 미만 10( 4.2) 8 7( 5.3) 8

200만원 이상 14( 5.8) 7 12( 9.2) 6

수입의류

원산지

미국 120(50.0) 1 45(34.4) 1

영국 39(16.3) 4 20(15.3) 5

프랑스 40(16.7) 3 27(20.6) 4

일본/한국 31(12.9) 5 20(15.3) 5

이태리 71(29.6) 2 39(29.8) 2

대만 15( 63) 6 9( 6.9) 7

중국 15( 6.3) 6 35(26.7) 3

구매 경험
있다 173(72.1) 99(75.6)

없다 67(27.9) 32(24.4)

일본의 연간 의복비 지출 경향을 비교하면 75만원 미 

만 까지는 한국의 비율이 높고, 75만원 이상부터는 

일본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최수현의 연구에서 한국 여대생의 의복비 

지출비는 50만원 미만의 의류 지출비를 쓰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를 지지해 주며, 일본 여대생이 한 

국 여대생에 비해 의복비 지출이 더 많은 경향이 있 

어, 비록 일본 여대생들이 가격 의식적 구매를 하지만 

의복 구매 빈도수가 많거나 또는 고가의 의류를 구입 

하기 때문이라고 사려된다.

한국 여대생과 일본 여대생의 수입 의류에 대한 구 

매 경험을 조사한 결과 두 나라 모두 70% 이상이 수입 

의류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이 한 

국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수입 의류 원산지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경우는 미국, 이태리, 프랑스, 영 

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은 미국, 이태리, 중국, 프

23) 최수현,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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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들은 일본 여대생 

에 비하여 미국산 의류 제품을 월등하게 선호하고 있 

어 여전히 한국인들이 미국 지향적인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일본 여대생들은 중국산과 프랑스 

산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랑스산을 

선호하는 것은 고급화와 그에 따른 상표 이미지로 인 

하여 그들의 명품 지향적인 성향에서, 그리고 중국산 

을 선호하는 것은 가격을 의식하여 저가제품에 대한 

구매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여대생 

들이 한국 제품보다 중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있 

는 것은 가격 경쟁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시장에서 

중국에 뒤쳐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 

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대일 의류 수출업체에서는 

가격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제품처럼 

품질의 고급화 경향을 지향하여 중저가의 가격 경쟁 

력을 갖추는 것보다 중 • 고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 

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상대 국에 대 한 구매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 

여대생의 일본산 구매 비율보다, 일본 여대생의 한국 

제품 구매비율이 더 높아 일본 여대생의 한국산에 대 

한 이미지가 한국 여대생의 일본산에 대한 이미지보 

다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3. 일본 여대생들의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의복 

구매행동 비교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의복구매 

행동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표 4〉와〈표 5〉에 제 

시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의복 구매 동기의 분석에 

서 사회적 요인은 생활 수준과 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개인적 요인은 학년, 전공, 생활 

수준, 용돈, 수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학년이 저 

학년, 용돈이 많고, 상류층이며, 수입이 높은 집단이 

그리고 전공별로 이공계, 인문계, 예술계 순으로 신 

체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혹은 기분전환을 위해서와 

같은 개인적 동기에 의해서 의복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상류층은 낮은 사회계층보다 친구나 주 

위 사람들의 의복과 맞추고 그들이 선호하거나 권유 

하는 유행 의복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인문 계열과

〈표 4> 일본 여대생의 학년과 전공, 용돈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의복구매행동
학년 전공 용돈

1〜2 학년 3T 학년 t 인문 이공 예술 F 많다 보통 적다 F

구매 사회적 2.37 2.40 -.35 2.48 2.34 2.18 2.29 2.25 2.39 2.41 .31

동기 개인적 3.02 3.48 -3.50*** 3.17b 3.63a 2.28c 9.62*** 4.13a 3.28b 2.95b 10.77***

정
대중매체 2.38 2.61 -1.85* 2.48a 2” 2.03b 777*** 2.70 2.56 2.32 1.80

보 마케터 2.98 3.3 — 1.46 2.96b 3.4Oa 2.76b 12.24*** 3.38a 2.96b 3,28肪 3.53*
원

소비자 3.22 3.09 1.02 3.（汙 3.46a 3.01b 5.81** 3.18b 3.（必 3.41a 4.64**

제품
심미성 3.40 3.32 0.91 3.35 3.34 3.42 0.19 3.13 3.34 3.45 1.79

평가 품질성과 3.42 3.46 -0.38 3.45 3.40 3.48 0.17 3.70 3.40 3.45 1.28
기준

외재적 2.70 2.94 -2.47** 3.00a 2.75b 2.39b 11.25*** 2.53b 2.91a 2.72北 2.88*

점포
편의성 3.73 3.50 1.14 3.47 3.71 3.58 1.87 3.47b 3.38b 3.93a 12 29***

선택 점포서비스 2.81 2.76 0.71 2.83北 2.65b 2.90a 3.54* 2.68 2.82 2.74 0.96
기순

점포분위기 3.68 3.42 2.20* 3.53b 3.41b 3.86a 3.19* 3.50 3.51 3.65 0.60

알파벳은 Duncan test결과를 표시한 것임(a>b>c). **p〈.Ol, ***#〈.001.

24） 임경복, 임숙자,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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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본 여대생의 생활수준 및 가계월수입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의복구매행동
생활수준 한달 평균수입

상 중 훙卜 F 가 나 다 라 마 F

구매 사회적 2.71a 2.29b 2.48ab 469** 2.8(/ 2.16b 2.38b 2.39b 2.41b 2.33*

동기 개인적 4.1罗 3.28b 2.95b 10.77*** 3.42ab 3.3" 2.63。 3.2疥 37广 13.33***

정
대중매체 2.78 2.49 2.27 2.60 2.76a 2.2砂 2.4俨 22戸 2.81a 3.28**

보 마케 터 3.28 2.98 3.17 2.63 3闵 3.0疚 2.98^ 2.71c 3.25北 6.35***
원

소비자 3.39 3.04 3.38 3.61 3.5기 3.5俨 3.14b 2.73。 3.13b 5.58***

제품
심미성 3.05c 3.3罗 3.66a 9 3]*** 3.44 3.52 3.41 3.24 3.26 1.55

평가 품질성과 3.38 3.45 3.46 0.16 3.20b 3.3灌 3.55a 31戸 3.6宁 4.17**
기준

외재적 3.03 2.80 2.74 1.73 3.12a 2.57b 2.78간’ 3.01a 2.79^ 2.91*

점포
편의성 3.42b 3.50b 3.90* 4.53** 3.88a 3" 3" 3.2疚 3.53北 3.01*

선택 점포서비스 2.68 2.82 2.74 0.96 2.70b 2" 2.71b 2.95a 2.65b 3.93**
기준

점포분위기 3.50 3.51 3.65 0.60 3.73 3.59 3.66 3.25 3.60 1.81

한달 평균 수입-가:100만원 미만, 나:200만원 미만, 다:300만원 미만, 라:400만원 미만, 마:400만원 이상.

알파벳은 Duncan test결과를 표시한 것임(a>b>c). *p<.05, **p<.01, ***p<.00L

예 • 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전 

환에 대한 개인적 동기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전공에 따른 한국과 일본 소비자의 

의복 구매 동기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 구매 시 정보원의 활용정도를 보면 고학년이 

저 학년보다 대중매체를 많이 이용하고, 전공별로 이공 

계 가 인문계 나 예술계 보다 모든 정보원을 많이 이용하 

는 경향을 보였다. 용돈이 많다고 한 여대생들은 디스 

플레이나 카탈로그 판매원의 조언을, 용돈이 적다고 

한 여대생들은 타인의 옷차림과 친구나 자신의 경험 

및 조언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여 용돈이 많은 집단이 

패션에 대한 자신감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중매체와 마케터 및 소비자에 

의한 정보원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한 

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수입이 높을수록 매체정보 

를 활용하는 정도가 높다고한 정 미혜”)의 연구와 소득 

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인적 • 비인적 정 

보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옥희 • 조은 

영26)의 연구 결과를 본 연구와 비교하면 문화간 차이 

를 발견할 수 있다.

의류 제품 선택 기준의 심미성 요인은 생활수준에 

따라, 품질 성과적 요인은 수입에 따라, 외재적 요인 

은 학년, 전공, 용돈, 수입에 따라 의 미 있는 차이를 보 

였다.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디자인, 색상, 스타일 등 

의 심미성 요인을, 수입이 가장 높은 집단이 품질이 

나 관리, A/S 등의 품질 성과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 

려하였다.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인문계가 이공계나 

예술계보다, 수입이 가장 낮은 집단이 상표명, 유행 

성 그리고 타인지향적인 외재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 

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명숙 외辺의 연구에 

서 한국 대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행보다 실 

용적 인 면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결과와 다 

르게 나타났다.

점포 선택 기준 가운데 용돈이 적은 집단이 많은

25) 한명숙, 정미혜, Op. cit.
26) 이옥희, 조은영, “물질주의와 의복의 과시적 소비성향이 정보원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8권 2호 

(2000), pp. 293-304.
27) 한명숙, 정미혜,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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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비하여, 생활수준과 수입 이 낮을수록 점포의 

근접성이나 교통시설 등 편의성을 많이 고려하는 경 

향을 보였고, 예술계가 다른 전공에 비하여 상품의 

다양성 이 나 품질, 가격, 교환 및 수선 등의 점포의 서 

비스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판매 

원의 친절과 구매 경험 등의 점포 분위기 요인은 저학 

년일수록, 예술 전공이 다른 전공에 비하여 훨씬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 

을수록 구입 편의성이 높고, 인문 • 사회계열의 학생들 

이 상품 품질, 가격, 다양성 등 점포의 서비스 요인을 가 

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한명숙 외찌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비교 문화 연구 

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 문화 

연구를 통하여 마케 팅 의 장애 요소를 제 거하고 문화 

간 차이를 반영하여 상품을 기획하고 고객에게 적절 

한 가격 정책과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하여 세분시장 

에 대한 판매 촉진 활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케 팅 

전략이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서 목 

표로 두어야 할 근거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위치, 

인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을 갖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여대생들의 의복 구매 행동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문화 보편적 현상과 문화 고유적 현상을 이해 

하고, 일본 진출을 위한 국내 의류기업에 마케팅 전략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복 구매 동기로 한국 여대생들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 친구나 주위사람들이 착용하 

는 새로운 유행에 맞추기 위해 의복을 구매하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일본 여대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 

람의 의복과 유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의복을 구매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의 매력을 표현하고 패 

션 트렌드를 추종하기 위하여 의복을 구매하려는 한 

국 여대생들의 특성과 집단 응집성이 강한 일본 국민 

성 즉, 자신이 희구하는 대상이나 집단과 유사해 보이 

기 위해 의복을 구매하는 일본 여대생들을 통하여 문 

화적 특성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일본 소비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터들은 그들이 희구하는 집단 

이나 대상을 등장시켜 제품광고를 통하여 소구해야 

할 것이다.

두 나라 모두 자신의 구매 경험이나 타인의 옷차림 

등 소비자에 의한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으며, 한국 여대생들이 일본 여대생들보다 의복구매 

시 정보원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에 

관계없이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고객에게 제품의 품 

질을 만족시키고 촉진을 통하여 상표 충성 고객을 확 

보하고, 상표 충성 소비자를 통한 구전광고에 중점적 

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국 여대생들은 상황에의 적절성, 상표명, 타인지 

향, A/S와 같은 의복 선택 기준을 더 중시 하였으므로 

유행을 반영한 상품기획과 매체를 이용하여 전략적 

인 상표 광고로 상표 인지도를 높여주고 구매 후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반 

면에 외모나 개성 표현과 가격을 제품 선택 기준으로 

중시하는 일본 여대생들을 위해서는 상품 기획시 문 

화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고객의 연령과 개성적 특성 

을 고려하여 제품에 반영하고 특히, 일본 사람들은 브 

랜드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가격 

전략보다는 고품격과 고품질을 갖추어 상품의 이미 

지를 높이고 그에 적절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쌓아야 

할 것이다.

한국 여대생들은 점포 선택 기준으로 상품 품질 보 

증과 서비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구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본 여대생들은 가격 

과 상품의 다양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한국 여대생들에게는 구매시점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제품의 품질과 고객 접대에 대한 

판매원 교육이 철저해야 하며, 일본 여대생들에게는 

다양한 상품 라인의 개 발뿐만 아니라 상품간 코디네 

이션을 통한 다양한 연출 기법을 고안하여 고객 이미 

지에 맞는 VMD 방향을 모색하고, 점포의 이미지와 

품격에 맞는 적절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여대생들은 의복 구입 장소로 유명 상표 매 

장, 상설 할인 매장, 패션몰, 보세점을 일본 여대생들 

보다 더 선호하고 있었으며, 일본 여대생들은 한국 여 

대생들보다 백화점, 전문점 그리고 지하상가를 더 선

28) 한명숙, 정미혜,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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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여대생이 한국 여대 

생에 비해 연간 의복비 지출이 더 많은 경향이 있었고 

수입의류 구매 경험도 일본이 한국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수입의류 원산지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미 

국, 이태리, 프랑스, 영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은 

미국, 이태리, 중국,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여대생은 고학년일수록 용돈이 많고 상류층 

이며, 수입이 높은 집단이 신체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혹은 기분전환을 위해서와 같은 개인적 동기에 의해 

서 의복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학년일수록 대 

중매체를 많이 이용하고, 용돈이 많을수록 디스플레 

이나 카탈로그, 판매원의 조언을, 소득이 낮을수록 대 

중매체와 마케터 및 소비자에 의한 정보원을 많이 이 

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입이 가장 높은 집단이 품질 

이나 관리, A/S 등의 품질성과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 

려하였으며, 수입이 가장 낮은 집단이 상표명, 유행성 

그리고 타인지향적인 외재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이 적으며, 생활수준과 수 

입이 낮을수록 점포의 근접성이나 교통시설 등 편의 

성을 점포 선택 기준으로 많이 고려하였고, 저학년이 

며 예술전공 학생들이 판매원의 친절과 구매경험 등 

의 점포 분위기 요인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제한점을 지적하면, 본 연구는 서울과 

도쿄라는 지역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 샘플이 한 

정되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성과 연령을 확대하고 문화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후 

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다양 

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문화적 차이를 극복 

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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