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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directly imported apparel brands are actively entering the domestic market, studies of the marketing aspects 
of these imported apparel products and their overall consumption trend have been done. However, studies of 
whether are not the directly imported apparel products provide Korean consumers with an appropriate fit are not 
as common.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atisfaction with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fit along with 
the recognition of and preference for directly imported US apparel brands. 100 female college students who 
purchased directly imported US apparel brands participated in a survey. The results of this survey showed that their 
recognition of, preference for, possession rate of and satisfaction with the directly imported US apparel brands tend 
to be high. The major purchasing motivations were the excellent ‘design’ and ‘color’ of the products. The subjects 
report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materials’ and ‘sewing condition’. However,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 ‘comfort’ or the ‘size’. Their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fit of these products differed depending 
on the specific item. Their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fit of T-shirts and knits was high, whereas the level for 
pants was relatively low. They complained mostly about the sleeve length and garment length of upper-body 
garments and coats.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how the pants fit. The areas of dissatisfaction regarding the pants 
were the waist girth, the crotch length and the pants length.

Key words: direct imported-apparel(직수입 의류), purchasing behavior(구매 행동), purchasing motivation(구매 
동기), satisfaction(만족도), fit(맞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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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대 유통시장 개방의 물결로 외국의 다양

한 의류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
하였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이 높
아지고 소비자의 욕구가 개성화되고 다양화되기 시
작한 시기이며, 고급성과 유행성을 겸비한 의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비
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직수입 의류 브랜드의 종류
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전
개되고 있는 수입 의류 브랜드가 877개이며 이중 
미국 브랜드가 217개로 가장 많다1).   

선행 연구들은 수입 의류 수요 증가에 대한 원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에 수입되는 의류 브랜드
의 특성과 현지화 전략2), 구매 동기3), 불만족4) 등을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수입 캐주얼 의류 구매에 대
한 소비자의 태도5), 수입 여성 의류 쇼핑 성향과 소
비자의 구매 행동6), 국내 및 수입 브랜드 골프웨어 
제품 평가7), 국내 및 수입 유명 여성 의류에 대한 
선호 요인의 비교8) 등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 되었
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선호 요인, 구매 동기, 
소유 현황, 매장의 서비스, 제품의 품질, A/S에 따
른 만족도 조사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소비 추세를 파악하는 연구들이다. 그러나 수입 의
류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맞음새를 제

공하는지에 대한 고찰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직수입 의류 브랜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입 의
류 제품에 대한 맞음새 만족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
9)는 수입 의류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맞음새 불만족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
는 직수입 의류 제품의 맞음새에 관한 문제점이 있
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직수입 의류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경
험이 있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직수입 의류에 대
한 구매 행동과 다양한 의류 품목에 대한 맞음새 
만족도 및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복 구매 행동
의복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행동은 사회적 요

소, 개인적 가치, 흥미, 경제적 요소 등의 영향을 받
으며 의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이다10). 의복 구매 
행동은 의복 구매 동기, 의복 구매 정보원, 의복 만
족도, 소비 성향, 점포 선택 기준 등 다양한 측면에
서 검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복 구매 동기
와 의복 만족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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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과 미국 남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7권 1호 (2009), p. 165.

15) 고애란, “국내 및 외국 상표 청바지의 구매의도에 따른 평가기준에 대한 신념과 추구이미지 및 의복태도의 
차이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권 2호 (1994), pp. 266-271.

16) 한희정, 김미숙, “소비가치와 의복구매전 의사결정과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6권 6호 (2002), pp. 858-861.
17) 강승희, “의복구매동기 및 의복구매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18.
18) 정미혜, 한명숙, “대학생의 가치관과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4호 (2000), pp. 606-608.
19) 홍금희,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의 종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권 1호 (1991), p. 9.
20) 이유순, “가치와 효용에 따른 소비자의 가격 인식,” 유통저널 2권 (2000), p. 15-19.
21) 박민정, “남녀 대학생의 의복 가격 지각과 의복 쇼핑 성향 및 의복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하교 

석사학위논문, 2000), p. 56.
22) 최은진, “영 캐주얼 의류에 관한 의복구매 행동 연구: 가격 할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5), pp. 44-45.

1) 의복 구매 동기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11). 의복 구매 동기는 
일반적으로 자기 과시적 동기, 유행 추구적 동기, 실
질적 동기의 3가지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12).

선행 연구들은 의류를 구매하는 동기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구매 동기를 감성적 요인과 
이성적 요인으로 구분한 연구13)는 감성적 요인을 
상표, 색상, 디자인 및 다양한 스타일 추구로 분류
하였고, 이성적 요인은 세탁 및 다림질의 편의성, 
착용 용도의 다양성, 착용감, A/S 관리와 수명 등으
로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주위 사람들의 칭찬이나 
어울림 등의 사회심리학적 요인, 아름다움에 관한 
심미적 요인, 관리 요인, 가격 등의 경제적 요인으
로 분류하였다14). 또 다른 연구는 구매 동기를 내재
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내재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색상, 직물, 어울림, 바
느질, 편안함, 디자인 등을 제안하였으며, 가격, 상
품명, 이미지 등은 외재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라
고 하였다15). 

선행 연구들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의복 구매 동
기가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20대와 30대 소비자들
은 이성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에 의해 의복을 구매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계절의 변화, 

소유하고 있는 의복과의 조화, 입을만한 옷이 없어
서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6). 20대와 30대 성
인 남자는 의복 디자인과 의복 부족에 의한 구매 
동기가 가장 높고 타인의 영향에 의한 구매 동기가 
가장 낮다고 하였다17). 남녀 대학생은 소유하고 있
는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서, 의복이 낡아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의복을 구매한다고 하였다18). 그러
나 또 다른 연구들은 사회적인 요인과 심미적인 요
인이 의복 구매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남녀 대학
생 모두 다른 사람의 반응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향
이 있고19), 남자 대학생은 디자인과 체형에 어울림
을 가장 중요시하며20), 청바지 구매 시에도 마찬가
지로 디자인 및 체형과의 어울림이 가장 중요한 선
택 기준이라고 하였다21). 영 캐주얼 스타일의 의복
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의복 구매시 본인에
게 잘 어울리고 몸에 잘 맞는가라는 측면과, 디자
인과 스타일, 색상, 이미지, 유행을 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광고 
이미지 등은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았
다고 하였다22). 이에 비하여 청소년들은 의복 구매
시 색상이나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하며, 유행이나 
패션 광고, 브랜드 유명도, 갖고 있는 옷과 신발과
의 조화를 의류 제품 구매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지만 가격, 착용감과 편안함 등은 그다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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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금용, “청소년의 의복행동 특성 및 관련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46.
24) S, Shim and M. C. Bickle, “Benefit Segments of the Female Apparel Market: Psychographics, Shopping 

Orientations, and Demographic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2 No. 2 (1994), pp. 8-10, 재
인용, 한명숙, op. cit., p. 166.

25) 문숙재, 김혜연, “소비자 만족․불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권 3호 (1988), p. 191.
26) 조성아,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9.
27) 김용숙, “20대 여성의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에 관하여,” 호남대학논문집 4권 (1984), p. 584.
28) 전경숙, “체형의식에 따른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2권 3호 (2002), pp. 81-83.
29) 임경복,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5권 2호 (1997), 

pp. 202-203.
30) 서화숙, 송정아, “여대생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6권 3호 (2004), pp. 332-333.
31) 이명희, 이은실,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데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

권 2호 (2002), pp. 250-253.
32) 서미아, 이선희, “노년기 여성의 의복 디자인 선호도 및 의복 만족도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3권 1호 

(1995), pp. 54-56.
33) 임숙자, 김선희, “의류 유통업태의 점포이미지와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권 2호 (1998), 

pp. 191-193.

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3). 반면 미국 여
성 소비자들은 의복 선택 시 자아 향상, 사회적 지
위나 위신, 유행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4). 이와 같이 의복 구매 동기는 연구자에 따
라 다양하며 응답자의 연령, 성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2) 의복 만족도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호의적인 감정인 소비
자 만족은 제품과 서비스의 획득, 그리고 소비 경
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평
가라고 할 수 있다25). 의복 만족도를 평가하는 요소
로는 의복의 내구성, 관리 방법, 착용시 형태 유지 
등과 같은 실용적인 측면과, 색상, 디자인 등의 심
미적 측면, 상황에 따른 적합성을 고려하는 사회적 
측면이 포함된다26). 

선행 연구는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연령, 성별, 
체형 인식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20대 여
성들이 중요시하는 의복 만족도 요인의 순서는 몸
과 의복의 적합성, 의복의 겉모양, 의복의 사회심리
적 역할, 의복 재료의 성능, 의복 구입의 용이도이
며27), 자신의 체형 의식을 많이 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의복의 디자인 및 스타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자신에게 어울림에 대해 만족도
도 낮다고 하였다28). 또 신체 만족도가 높은 대학생

들은 의복 만족도가 높으며 불만족스럽게 평가하
는 사항으로는 세탁과 관리의 편리성, 가격, A/S 등
의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였다29). 여대생들은 체형
이 의복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마른 체형일수록 의복 만족도가 높았다30). 고
등학생들은 신체 만족도가 높거나 스트레스가 낮
을수록 의복 만족도가 높았다31). 노년 여성은 의복
의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해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의복의 사회성 및 외모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는 가
장 낮았다32). 

유통업태도 의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의류 유통업태별로 구매한 의복에 
대한 만족도를 상표, 유행성, 디자인, 소재, 바느질, 
사이즈 요소에 대하여 측정한 선행 연구는 백화점
과 유명 디자이너 개인 매장에서 구매한 의복에 대
해서는 가격 요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만족도
가 높고, 아울렛과 할인점에서 구매한 의복은 가격
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 반면 상표, 유행성, 디자
인, 사이즈 등에서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33). 

만족도 요인 중 하나인 의복의 맞음새 만족도는 
품목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의복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티
셔츠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바지와 스커트는 엉덩
이둘레 부위에 대하여 불만족한다고 하였고 니트
와 재킷, 원피스, 코트에서는 옷길이가, 블라우스, 
점퍼, 티셔츠는 소매길이가 불만족 부위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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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선명, “여성 기성복 소비자의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35권 11호 (1997), pp. 173-175.
35) 서미아, 이선희, “노년기 남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 및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6호 (2000), pp. 868-869.
36) 서미아, 이선희, op. cit., (1995), pp. 57-58.
37) 손희순, 김효숙, 김진홍, op. cit., p. 88. 
38) 한지희, 고은주, op. cit., pp. 1180-1189.
39) 박혜정, 박재옥, op. cit., (2002), pp. 364-375.
40) 서민애, 박광희, op. cit., pp. 79-92. 
41) 박혜정, 박재옥, op. cit., (2003), pp. 1-10.
42) 신상무, 류미령, op. cit., pp. 772-783.
43) 손희순, 김효숙, 김진홍, op. cit., p. 92. 
44) 손희순, 김효숙, 김진홍, op. cit., pp. 87-96.

었다34). 노년기 남성은 의복 종류 중 양복정장에 대
하여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양복하의에 대
해서는 허리둘레, 밑위길이, 배 부분에서, 양복상의
에는 소매길이, 어깨넓이에서 치수적합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점퍼는 소매길이, 와이셔츠는 목둘
레 부분과 소매길이, 남방에서는 소매길이와 전체
적인 여유분, 티셔츠는 전체적인 여유분과 소매길
이에서, 모자류는 머리둘레와 전체적인 여유분에 대
한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35). 노년 여성은 블라우
스와 재킷에 대해서는 소매길이, 어깨부위, 상의 길
이 순으로, 바지에 대해서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가 잘 맞지 않으며, 스커트에 대해서는 스커트 길
이, 허리둘레, 아랫배 부위의 순으로 잘맞지 않는다
고 하였다36). 

2. 수입 의류 제품 구매 행동
1999년 말을 기점으로 국내 의류 시장에서 직수

입 의류 브랜드가 차지하는 매출이 급격이 증가하
였다37). 이는 수입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
로 진입한 것임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수입 브랜드가 국내 의류 시장의 상황에 맞
게 현지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지화 진행 
정도를 요소별로 비교해보면 가격, 유통, 판촉, 상
품의 순으로 현지화의 진행 정도가 차이를 나타내
며, 상품의 현지화가 가장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브랜드 컨셉과 이미지를 제품에 표현
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품의 물리적 요소와 디자인
적 요소에 대한 본사의 통제가 강하게 반영되기 때
문에 현지화의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38). 그리고 사이즈의 구색과 가격에 대한 신뢰의 
수립, 품질에 대한 신뢰도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39).
우리나라 소비자들 중 수입 의류를 구매하는 소

비자들의 특징은 쇼핑을 즐기고 유명 상표를 추구
하며 과시성이 높으며 실용성보다는 유행을 추구
하고 충동구매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40). 기혼 여성
들은 품질에 대한 확신과 자기 과시를 위한 수단으
로 수입 정장의류를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였다41). 선행 연구들은 소비자들이 수입 의류의 디
자인과 브랜드 파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
였다. 예를 들면, 수입 브랜드 골프웨어는 세탁 방
법이 드라이 크리닝을 해야 하므로 부담스럽지만 
부드럽고 가벼우며 독특한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
에 구매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행에 앞서가고 스타
일이 독특하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
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고급스런 디자인과 품질
을 선호하였다42). 이외에도 여성들이 직수입 의류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판
매원 태도와 제품의 품질에 대한 높은 만족도라고 
하였다43). 이와 같이 직수입 의류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평가되었으나 맞음새
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고 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직수입 의류 제품의 맞음새에 관한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수입 의류 제품에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선호 요인, 구매 동기, 매장의 서비스, 제품
의 품질, A/S에 따른 만족도 조사 및 소유 현황 등 
포괄적인 범위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착용 시 맞
음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로는 손희순 외 
(2001)44)의 연구가 유일하였고 부위별, 품목별 맞음
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수입 의류의 부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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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한국패션브랜드연감 2008/2009 (서울: 어패럴뉴스사, 2008), p. 169, 212, 277, 285, 619.

품목별 맞음새에 관한 만족도와 문제점을 구체적
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조사 자료는 2009년 11～12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n=100). 응답자들은 미국 직수입 의류
를 구입하여 착용한 경험이 있는 만 18～24세 여대
생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1.3세였다. 국내에 직수
입되는 의류 브랜드는 600여 개이므로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대상 범위를 제한하였
다. 조사 대상 브랜드는 미국 직수입 의류 제품 브랜
드 중 2007년 국내 매출액이 상위에 랭크되는 ‘Polo 
Ralph Lauren(1,000억 원)’, ‘DKNY(430억 원)’, ‘Jill 
Stuart(110억 원)’, ‘Gap(70억 원)’, ‘Banana Republic 
(27억 원)’45)과 2008년 한국에 론칭되어 젊은 소비
자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Forever21’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 
및 소유 현황을 조사하였다. 브랜드별 인지도는 6
가지 연구 대상 브랜드 중 알고 있는 브랜드를 모
두 선택하게 하여 파악하였고 선호도는 가장 선호
하는 2가지 브랜드를 선택하게 하여 파악하였다. 
소유 현황은 6가지 브랜드 중 구매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를 모두 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아이템
별 소유 현황도 조사하였다. 

둘째, 만족도 및 구매 동기를 조사하였다. 또한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을 의복 아이템 별, 
의복 부위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구매 동기는 
‘아주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아주 그렇다’ 5점
의, 부위별 착용 만족도는 ‘매우 나쁘다’ 1점에서부
터 ‘매우 좋다’ 5점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평
가하였다. 

2. 자료 분석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브랜드 인지도

와 선호도, 소유 현황은 빈도를 비교하였고 구매 
동기 및 만족도에 대한 점수는 평균을 구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브랜드별 인지도 및 선호도, 소유 현황
조사 대상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

다. 특히 Polo Ralph Lauren(n=99), Gap(n=98), DKNY 
(n=97), Banana Republic(n=91)에 대한 인지도가 매
우 높았다. Jill Stuart(n=85)와 Forever21(n=76)의 인
지도도 높았다(표 1).  

조사 대상 브랜드의 의류를 소유하고 있는지 조
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Gap(n=68)
과 Polo Ralph Lauren(n=66)의 제품을 소유하고 있
었다. 이외에도 Forever21(n=46), DKNY(n=44), Banana 
Republic(n=36), Jill Stuart(n=24)의 제품도 상당한 
빈도로 소유하고 있었다. 또 각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 중의 소유율(소유빈도/인지빈도×100%)
을 구한 결과, Polo Ralph Lauren(66.7%), Gap(69.4%), 
Forever21(60.5%)가 60% 이상이었다. 특히 Forever21
이 소유빈도(n=46)에 비해 소유율(60.5%)이 높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구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이 중 선호하는 브랜드를 2개씩 선택하게 한 결
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는 Polo Ralph Lauren 
(n=53)이었으며, DKNY(n=38), Gap(n=37), Jill Stuart 
(n=34), Forever21(n=23), Banana Republic(n=15)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결과를 종합해 보면, Polo Ralph Lauren은 인지
도, 선호도, 제품 소유율이 모두 높은 브랜드였고, 
Gap은 제품 소유율과 인지도는 높았으나 선호도

<표 1> 브랜드별 인지도 및 소유 현황       (n=100)

브랜드 인지빈도
(인지율)

소유빈도
(소유율주))

Polo Ralph Lauren 99(99%) 66(66.7%)

Gap 98(98%) 68(69.4%)

DKNY 97(97%) 44(45.4%)

Banana Republic 91(91%) 36(39.6%)

Jill Stuart 85(85%) 24(28.2%)

Forever21 76(76%) 46(60.5%)

주) 소유율=(소유빈도/인지빈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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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랜드별 선호빈도.
(주: 100명의 응답자들에게 6개 브랜드 중 선호하는 브랜드 2개를 선택하게 함)

는 약간 낮았다. DKNY는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그
에 비해 선호도와 제품 소유율은 약간 낮았다. Jill 
Stuart는 인지도가 90% 이상은 아니었으나 선호도
는 비교적 높아 본 연구의 대상인 20대 여대생들
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해석된다. 또 Forever21은 
선호도는 높지 않았으나 소유율이 비교적 높게 나
타나 대중화된 미국 직수입 의류 브랜드라고 평가
되었다.

모든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 브랜드 의
류에 대한 아이템별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티
셔츠(92%)와 일반팬츠(86%)의 소유율이 높았다. 
이외에도 진팬츠(75%), 니트(72%), 재킷(70%), 점
퍼(66%) 등 다양한 품목을 소유하고 있었다. 진팬

<표 2> 아이템별 소유 현황                                                                        (n=100)

벌수
아이템 1～2벌 3～4벌 5～6벌 7벌 이상 소유자 수
진팬츠 46(61.3%) 20(26.7%)  7( 9.3%)  2( 2.7%) 75(100%)

일반팬츠
(진팬츠 제외)

44(51.2%) 25(29.1%) 12(13.9%)  5( 5.8%) 86(100%)

스커트 23(37.1%) 13(21.0%)  7(11.3%) 19(30.6%) 62(100%)

블라우스 29(45.3%) 13(20.3%) 13(20.3%)  9(14.1%) 64(100%)

T셔츠 18(19.6%) 24(26.1%) 17(18.5%) 33(35.9%) 92(100%)

니트 24(33.3%) 19(26.4%) 14(19.4%) 15(20.8%) 72(100%)

원피스 15(27.8%) 11(20.4%)  9(16.7%) 19(35.2%) 54(100%)

재킷 25(35.7%) 24(34.3%) 10(14.3%) 11(15.7%) 70(100%)

점퍼 38(57.6%) 17(25.8%)  7(10.6%)  4( 6.1%) 66(100%)

코트 21(39.6%) 14(26.4%)  9(17.0%)  9(17.0%) 53(100%)

츠와 일반팬츠, 재킷, 점퍼, 코트는 1～2벌 또는 3～
4벌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스커트와 
원피스, 티셔츠는 7벌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
도 많아 품목에 따른 제품 소유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2. 구매 동기와 만족도
조사 대상자들이 미국 직수입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므로 미국 직수입 의
류 제품 브랜드를 구매하여 착용하는 동기를 조사
한 결과, ‘디자인(4.12)’과 ‘색상(3.86)’이 중요한 동
기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디
자인(3.94)’, ‘색상(3.79)’, ‘소재(3.75)’, 바느질(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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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이선명, op. cit., pp. 173-175.

<표 3> 구매 동기와 만족도                 (n=100)

항목 구매 동기 만족도
디자인 4.12 3.94

색상 3.83 3.79

소재 3.57 3.75

바느질 3.27 3.68

착용감 3.21 3.25

치수 3.18 3.23

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착용감’
과 ‘치수’는 주요한 구매 동기가 아니었으며 만족
도도 크게 높지 않았다(표 3).

구매 동기와 만족도를 상호 비교하면, ‘디자인’
이나 ‘색상’은 20대 여대생들이 미국산 직수입 의
류를 구매하는 주요한 동기이면서 만족도도 높은 
항목이었다. ‘소재’와 ‘바느질’의 품질에 대한 만족
도는 구매 동기 보다 높게 나타나 미국 직수입 의
류의 소재 사용과 바느질 품질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사용 후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 직수입 브랜드 제
품의 소재 사용과 바느질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
뢰가 착용 경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음
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착용감’과 
‘치수’에 대한 평가는 보통 정도의 수준(3.23～3.25)
에 머무르고 있어 맞음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맞음새 만족도
전체 응답자 중 해당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는 응

답자를 대상으로 미국 직수입 의류 제품에 대한 맞음
새 만족도를 아이템별로 조사한 결과, 티셔츠(4.13)와 
니트(4.04)에서 높은 맞음새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일반팬츠(3.10)와 진팬츠(3.07)는 다른 품목보다 맞
음새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표 4).

품목별로 맞음새에 불만족을 느끼는 부위를 복
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표 5), 진팬츠와 일반팬츠
에 대한 불만족이 많았다. 

품목별로 소유자의 10% 이상이 불만족하는 부
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티셔츠는 옷길이

<표 4> 아이템별 맞음새 만족도
만족도

아이템(소유자 수)
평균

티셔츠 (n=92) 4.12

니트 (n=72) 4.03

원피스 (n=54) 3.85

점퍼 (n=66) 3.83

스커트 (n=62) 3.69

코트 (n=53) 3.66

블라우스 (n=64) 3.65

재킷 (n=70) 3.60

일반팬츠 (n=86) 3.10

진팬츠 (n=75) 3.07

(14.1%)에 대해 불만족하였고, 니트는 소매길이(13.9%)
와 옷길이(12.5%)에 대해 불만족하였다. 블라우스는 
가슴둘레(26.6%)와 소매길이(17.2%), 옷길이(14.1%)
에, 재킷은 소매길이(25.7%)와 옷길이(17.1%)에 대
하여 불만족하였다. 점퍼도 재킷과 유사하게 소매
길이(15.2%)와 옷길이(13.6%)에 대하여 불만족하였
다. 코트는 소매길이(17.0%)와 옷길이(32.1%)에 불
만족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의와 코트류는 ‘소
매길이’와 ‘옷길이’에 대한 불만족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의복 만족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46)와 일치하는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피스와 하의류인 스커트, 일반팬츠, 진
팬츠류는 불만족하는 비율과 항목이 상의류보다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원피스는 허리둘레(14.8%)
와 엉덩이둘레(11.1%), 옷길이(37.0%)에 불만족하였
고, 스커트는 허리둘레(29.0%), 엉덩이둘레(17.7%), 
허리선위치(12.9%), 옷길이(17.7%)에 불만족하였다. 
일반팬츠는 허리둘레(40.7%), 밑위길이(23.3%), 허
벅지둘레(10.5%), 옷길이(38.4%)에 불만족하였으며, 
진팬츠는 허리둘레(40.0%), 엉덩이둘레(20.0%), 밑
위길이(26.7%), 허벅지둘레(16.0%), 옷길이(61.3%)
에 대하여 불만족을 나타내어 진팬츠와 일반팬츠
에 대해 불만족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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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아이템별 맞음새 불만족 부위                                                                 
품목

부위

상의 원피스 하의
티셔츠 니트 블라우스 재킷 점퍼 코트 원피스 스커트

일반팬츠
(진팬츠
제외)

진팬츠

앞품 1
(1.1%)

1
(1.4%)

3
(4.7%)

2
(2.9%)

3
(4.6%)

2
(3.8%)

3
(5.6%) ․ ․ ․

뒤품 1
(1.1%)

1
(1.4%)

2
(3.1%)

5
(7.1%)

4
(6.1%)

1
(1.9%)

3
(5.6%) ․ ․ ․

가슴둘레 7
(7.6%)

3
(4.2%)

17
(26.6%)

7
(10.0%)

5
(7.6%)

4
(7.6%)

6
(11.1%) ․ ․ ․

목둘레 1
(1.1%)

1
(1.4%)

2
(3.1%)

0
(0.0%)

0
(0.0%)

2
(3.8%)

0
(0.0%) ․ ․ ․

진동둘레 4
(4.4%)

1
(1.4%)

6
(9.4%)

7
(10.0%)

2
(3.0%)

3
(5.7%)

3
(5.6%) ․ ․ ․

소매통 5
(5.4%)

4
(5.6%)

5
(7.8%)

4
(5.7%)

2
(3.0%)

4
(7.6%)

1
(1.9%) ․ ․ ․

소매길이 6
(6.5%)

10
(13.9%)

11
(17.2%)

18
(25.7%)

10
(15.2%)

9
(17.0%)

3
(5.6%) ․ ․ ․

허리둘레 6
(6.5%)

4
(5.6%)

4
(6.3%)

4
(5.7%)

3
(4.6%)

5
(9.4%)

8
(14.8%)

18
(29.0%)

35
(40.7%)

30
(40.0%)

엉덩이둘레 ․
1

(1.4%) ․
2

(2.9%) ․
4

(7.6%)
6

(11.1%)
11

(17.7%)
8

(9.3%)
15

(20.0%)

허리선위치 ․ ․ ․ ․ ․ ․ ․
8

(12.9%)
2

(2.3%)
7

(9.3%)

밑위길이 ․ ․ ․ ․ ․ ․ ․ ․
20

(23.3%)
20

(26.7%)

허벅지둘레 ․ ․ ․ ․ ․ ․ ․ ․
9

(10.5%)
12

(16.0%)

무릎둘레 ․ ․ ․ ․ ․ ․ ․ ․
1

(1.2%)
2

(2.7%)

바지부리너비 ․ ․ ․ ․ ․ ․ ․ ․
3

(3.5%)
3

(4.0%)

옷길이 13
(14.1%)

9
(12.5%)

9
(14.1%)

12
(17.1%)

9
(13.6%)

17
(32.1%)

20
(37.0%)

11
(17.7%)

33
(38.4%)

46
(61.3%)

소유자 92
(100%)

72
(100%)

64
(100%)

70
(100%)

66
(100%)

53
(100%)

54
(100%)

62
(100%)

86
(100%)

75
(100%)

Ⅴ. 결  론
국내 소비자들의 의류 소비 행동은 점차 개성화,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며 유행성에 대한 수요도 높
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수입 의류 브랜드의 도
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수입 의류를 구매하여 착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한국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국 직수입 의류 
브랜드(Polo Ralph Lauren, DKNY, Gap, Jill Stuart, 
Forever21, Banana Republic)에 대한 인지도 및 선
호도, 착용 실태에 관한 조사와 더불어 맞음새에 
대한 구체적인 만족도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내 20대 여자 대학생의 미국 직수입 의류 브
랜드의 구매 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지도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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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 해당 브랜드 제품의 소유율 등을 조사한 결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순위가 일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인지도, 선호도, 소
유율이 모두 높은 브랜드(예: Polo Ralph Lauren)도 
있었고, 소유율과 인지도는 높으나 선호도는 약간 
낮은 브랜드(예: Gap)도 있었으며, 선호도는 높지 
않으나 소유율이 높은 브랜드(예: Forever21)도 있
었다. 이는 2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수입 브랜드와 
주로 구매하는 브랜드는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인 
선호도는 낮으나 구매도는 높은 브랜드의 경쟁력
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또한 미국 직수입 의류 제품의 소유 현황
은 아이템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티
셔츠와 일반팬츠의 소유율이 높았고 진팬츠와 일
반팬츠, 재킷, 점퍼, 코트는 1～2벌 또는 3～4벌 소
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스커트, 원피스, 티셔
츠를 7벌 이상으로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응답자도 
많았다.

미국 직수입 의류 제품 브랜드의 구매 동기는 ‘디
자인’과 ‘색상’이었으며, ‘소재’와 ‘바느질’은 주된 
구매 동기는 아니지만 미국 직수입 제품의 소재 사
용과 바느질과 같은 물리적 특성에 대한 소비자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감’과 ‘치수’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았다.  

미국 직수입 의류 제품의 아이템별 맞음새에 대
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품목에 따라 만족도 차
이가 있었다. 티셔츠와 니트의 맞음새 만족도가 가
장 높았으나, 일반팬츠와 진팬츠는 다른 품목보다 
맞음새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아이템별로 맞음
새에 불만족을 느끼는 부위로 상의와 코트는 주로 
소매길이와 옷길이였고, 하의류는 상의류보다 불만
족을 느끼는 부위와 비율이 높았다. 일반팬츠의 경
우 치수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
은 응답자가 구매한 품목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미국 직수입 의류 제품이 한국인의 체형에 부적
합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심미성과 물리
적 특성에 대한 만족으로 인하여 한국인들이 빈번
히 구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 직수입 
의류의 쾌적한 착용을 위해서는 맞음새 개선이 필
요하며 특히 하의의 맞음새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직수입 의류 제품의 맞음새에 관해 구
체적으로 조사한 선행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
에서 한국 의류 시장에서 시판되고 있는 미국 직수
입 의류 제품에 대한 착용실태와 맞음새에 대한 문
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연구 대상 브랜드를 
대표성을 갖는 6개 브랜드로 한정하여 조사가 이루
어졌으며, 피험자 수가 제한되어 연구 자료가 수집
되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브랜드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착의평가를 
통해 미국 직수입 의류 제품의 맞음새 문제점에 대
한 직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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