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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its vast lands and rich underground resources, Mongolia is a country with high growth 
potential, even though it is currently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Mongolia, 
the Korean wave (Hallyu) has increased interests in Korea, especially in Korean fashion. This 
study analyzed lifestyles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clothing purchase behavior of 
Mongolian women in order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Mongolians’ lifestyle and clothing 
purchase behavior and provide information for successful marketing strategies. The results based 
on 293 questionnaires showed that lifestyles consisted of six factors (socially active, beauty seek-
ing, individualistic, simple comfort seeking, sensitive to others' perception, information focused) 
and four groups (socially oriented, individualistic, beauty seeking, and information seeking) were 
identified. Among the lifestyle groups, socially active group showed clear differences from other 
group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lifesty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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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중앙아시아의 내륙국가인 몽골은 1990년 70 여 년

간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래 많은 변

화를 겪어왔다. 몽골의 국토는 1,567,000km2로 한반

도의 7.4배에 달하지만 총 인구는 약 260만 명으로
1)(2008년), 전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

이다.2) 몽골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원 부국

으로, 특히 석탄, 구리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광

석은 캐시미어와 더불어 주요한 수출품목을 이루고

있다.3) 2008년 1인당 GDP는 1,973달러이며,4) 오랜

기간 목축업은 몽골 경제의 근간이 되어왔고, 도시화

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 몽골 사회에도 전통 유목문

화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5)

몽골과 한국은 1990년 3월 한·몽 수교 이후 다방

면에서 두 나라 관계는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져 왔

고, 한국의 자동차, 기계류, 식음료 등의 직접수출뿐

만 아니라 지하자원 개발,
6)
농업기술 지원,

7)
경제개

발 경험 이전8) 등의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몽골의 제 3위 투자국이자 5

위의 무역대상국이며,
9)
약 3만 명의 몽골 근로자와

3000여명의 대학이상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등 인적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0) 또한 몽

골에서 한국인들의 다양한 삶이 드러나는 한국 TV,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몽골인의 한국과 한

국인에 대한 이해를 높아지고 한류 바람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11)
몽골은 한국과 유사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습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한류 열풍으로

몽골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12)

세계 소비시장의 글로벌화, 다양화에 따라 의류업

체들은 해외 시장의 다양한 문화 차이에 따른 마케

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각 국가

의 소비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몽골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효과적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몽골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몽골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13)14)

아직 미흡한 편이

며, 특히 몽골 소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몽골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연구의 기본이라

고 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조사·분석하여 몽골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파악하고, 라이프스타

일과 연관된 의복구매행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러한 목적을 위하여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거주하

는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던 몽골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한 연구로 학문적 의

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을 기반

으로 몽골 여성들의 의복구매행동을 분석함으로써

몽골소비자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몽골 기업 및 한국 기업들이 몽골

여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몽골의 사회문화적 배경
몽골(Mongolia)은 중앙아시아 동경 87.4도에서

119.6도, 북위 48.6도에서 52.1도의 고원지대에 위치

한 내륙국가로, 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중국과

접경하고 있다.
15)
몽골의 총 인구는 2,654,999명(2008

년)으로 방대한 국토에 비하여 매우 낮으며, 인구 증

가율은 1.47%이다.16) 총인구의 약 1/3은 수도인 울란

바토르에 거주하고 있으며, 1/3은 중소 도시에, 나머

지 1/3 인구는 양, 말 등을 사육하는 유목민으로 살

고 있다.17)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여 도시의 인구밀도가 갑자기 높아지며 경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 청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받아오던 몽골은 20세기 초에 소련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었으며, 그

후 1924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

었다.
18)

그 후 몽골은 공산국가들의 경제 협의체인

COMECON(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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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ce)의 회원으로 소련의 지원 아래에 계획경제를

유지하였으며, 몽골 남쪽에 위치한 중국이 1949년 공

산주의 국가가 됨에 따라 남북 모두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에 둘러싸인 채 서방세계로부터 완벽하게 고

립되었다.19) 그 후 소련연방이 붕괴함에 따라 몽골은

1990년 처음으로 민주주의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시

장경제 체제를 시작하였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초기에

는 소련으로부터의 원조 중단 등으로 경제 상황이 매

우 어려웠으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Asia

Development Bank)등으로 부터 기금이 유입되고 국

영기업의 민영화와 같은 시장경제 체제 도입이 빠르

게 진행됨에 따라, 1993년 경쟁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20) 그러나

2001년에 이르러서야 1991년 수준의 국내 총생산 수

준을 회복하였고, 이는 다른 소련 연방 국가보다는

좋은 성과였다.21)

2008년 몽골의 GDP 는 52.4억 달러로 1인당 GDP

은 1,973 달러이며 경제 성장률은 8.9%였다.
22)
광업

은 총 산업의 65%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목축업이 몽골의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3)

2008년 몽골의 무역수지는 약 10억 달러의 적자였는

데, 광석은 몽골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서 국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구

조를 가지고 있다.
24)
또한, 광석이외의 수출품목으로

가장 중요한 캐시미어는 생산량의 거의 전부가 수출

되고 있으나 날씨와 국제시장의 수요에 민감한 불안

정한 상태이다.
25)

한국의 대 몽골 수출은 1995년 미화 2800만 불에

서 2008년 1억9400만 불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몽

골로부터의 수입은 970만 달러에서 3000만 불로 증

가하여서, 2008년 한국과 몽골간의 무역에서 한국은

약 1억 6천만 불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26) 이는

한국이 몽골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에 이

은 제 5위의 무역 대상국임을 보여주고 있다.27)

몽골의 공산주의와 계획경제로부터 민주주의와 시

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

였다. Sabloff28)는 몽골인이 오랜 기간 동안 공산주의

를 경험하였음에도 민주주의 제도를 매우 쉽게 받아

들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는 몽골의 징기스칸 시대

부터 내려오는 정치적 문화전통에 따른 것이라고 하

였다.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다른 구 공산권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몽골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동반하였다. Kohrt, et al.29) 은 50% 정도의 몽골인이

yardargaa (정서적 불안정, 피곤함)라고 부르는 질병

증후를 보이고 있는데, 취업 문제가 가장 중요한 원

인이며, 특히 여성, 노년층, 그리고 도시 거주자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여성들의 100% 고용을 추구하였는데 비하여, 시장경

제 전환기에는 공공부문 고용인원의 감소, 사유재산

의 남성가족 구성원 귀속과 이에 따른 가부장제의

강화 등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했기 때문으

로 해석되었다.

몽골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남성보다 높지만30) 경

제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고용현황은 현저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남성 근로자들은 대부분 광업이나

수송 등 분야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들 대부분은

보건 교육 분야며 급여가 낮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

다.31) 한편, 몽골 중소기업 1/3은 여성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32) 이는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Lifestyle 관련 연구
1963년 Lazar가 “넓고 총체적인 의미에서 생활의

특정한 패턴”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한 이래, 라이

프스타일은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

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33)
라이프스타일은 시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세분시장(segment)의 특성에 대

한 프로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시장과 연결된 여러 특

성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기업의 성공은 물론이고

학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

인 변수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졌다. 라이

프스타일은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제품속성과 선

호도,34) 수용의도35) 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소비

자들의 구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

져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36) 투자행태,37) 레저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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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38)
같은 광범위한 주제의 연구에서도 라이프스타

일은 주요 변수로 포함되었다.

의류학 분야에서도 라이프스타일과 연관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 중 소비자를 라

이프스타일에 따라 세분화하고 각 세분집단의 의복

구매행동의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

고 있다
39-43)
. 그런가 하면, 전통복식과 현대의상 선호

도,44) 유행관여도,45) 추구혜택46)과 같이 특정 변수와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를 다루기도 하였다. 또한 점

포선호 및 만족도,
47)
아울렛 애고행동

48)
과 같이 점포

이용 및 만족도와 라이프스타일과의 관련성이 연구

되었다.

이와 같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학문적, 상업적

가치가 널리 인정됨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은 이 개념

이 처음 제시된 서구 사회가 아닌 여러 다른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

근에는 페루 소비자를 세분화한 연구,49) 아제르바이

젠과 카자흐스탄의 자민족중심주의와 라이프스타일

을 비교한 연구,
50)

핀란드인의 소비패턴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51)의 예와 같이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의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Erdenebayr
52)
은 몽골인과 한국인의 라이

프스타일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그의 연구는 라이

프스타일을 다루기보다는 사회의식, 가족생활 등과

같은 소비자 의식과 생활양식을 다루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연구되었는데,53) 이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조

사한 것이고,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과는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몽골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의복 구매행동을 검토하는 것

은 학문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몽골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한국 의류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3. 몽골 소비자에 관한 선행연구
글로벌 시대에서는 각 나라의 소비자 특성이 중요

하며,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는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몽골 소비자에 관련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몽골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가 이미지나, 원산지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몇몇 연구가 보고

되었다. Unenbuman54)은 제조국 정보가 브랜드에 비

해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관여제품의 경우 선

진국에서 만든 제품일수록 소비자들이 선호하여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국가이미지

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55)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몽골 소비자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한국 방문이나 거주의 경험이 있는

몽골 사람이 한국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브랜드 원산지, 디자

인 원산지, 조립 원산지, 원재료 원산지로 나누어 살

펴본 결과, 몽골 소비자는 한국의 경우 브랜드 원산

지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중국 브

랜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6)

김동원57)은 몽골 소비자들의 주거에 대한 소비가

치는 주변 환경 편리성, 과시지향, 투자, 품질, 심미

적 가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아파트 구매에는

품질 가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는 몽골의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아직도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풍부한 대지와 유목민족

의 전통문화에 따라 몽골 소비자에게 주택은 소유보

다는 이용으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

사하고 있다.

몽골 소비자를 한국소비자들의 의식과 생활양식과

비교한 Erdenebayr
58)
의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몽골인

은 모두 전통 방식에서 서구의 개인주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있으나, 시간, 간편성, 유행, 개성

추구의 중요성에서 몽골과 한국인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몽골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와 휴대폰

구매행동을 비교한 Batsukh59)의 연구에서는 몽골은

한국보다 남성적, 개인적 사회로 구매동기, 구매정보

원, 선택기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몽골 소비

자들은 충동적 구매가 높았다고 하였다.

몽골 소비자의 의생활과 관련되어서는 매우 제한

적인 연구들만이 보고되어 있다. 권수애 외60)의 연구

에서 몽골 대학생들은 계절마다 또는 2~3개월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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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씩 재래시장과 할인점에서 주로 의복을 구매하며

의복에 관련하여 친구와 가장 많이 상담하고, 날씨로

인해 보온용 점퍼나 스웨터의 소유수가 높고 한국

대학생들과 달리 매장광고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몽골 인들은 인터넷 패션몰

을 이용한 경험은 적었으나 향후 구매 의도는 높아

서 몽골 인터넷 패션몰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61) 또한, 몽골 소비자들은 한국 소비자들에 비해

패션 감각이 있다는 평가를 받거나, 상황에 맞추어

옷을 입는다는 응답이 적어서 한국에 비하여 의생활

이 덜 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62)

이와 같이 몽골 소비자들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이

고 단편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과 한국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이즈음 보다 글로벌화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몽골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

행동을 다룬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아래

와 같다.

1) 몽골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차원을 밝히고 이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집단을 나눈다.

2) 라이프스타일 집단에 따른 의복 구매행동의 차

이를 분석한다.

3) 라이프스타일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

사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측정도구는 채서일63)의 연구

에서 사용된 의생활, 주생활, 문화생활, 매체이용, 쇼

핑형태, 사회적 가치관을 포함한 15개의 문항과 몽골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새로 개발된 문항의 신뢰도가 낮아

서 이를 제외하고, 15개의 문항만이 최종분석에 사용

되었다.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항목은 김진영,64) 심복

실65) 연구를 참고하여, 구매선택기준, 구매정보원, 구

매장소, 구매동기에 대한 총 3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

였다. 이상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 문항은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외에 6개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2. 설문지 개발 및 자료 수집
설문지는 한국어로 개발되었으며, 추후에 몽골어

로 번역되었다. 몽골어로 번역된 설문지는 한국어로

역번역 되었고 이를 원래의 설문지와 비교하여 수정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설문지에 대해 2010년 1월 1

일부터 8일까지 대면과 인터넷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과 몽골에 거주하는 몽골 여성 23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설문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을 확정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

자의 직업, 구매 장소에 대한 문항을 수정할 필요성

이 나타났다. 또한, 몽골 여성은 의복지출비를 월평

균이나 일 년 평균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계절별

비용으로 응답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를 수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2월 5부터 3월 2일까지 울란바

토르에서 실시되었다. 연구자 중 1인이 울란바토르에

서 가장 번화한 대학가, 우체국, 시장 근처 등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320부가 수거되었으나 신뢰성이 부족하거

나 무응답이 많은 27부를 제외한 총 293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3.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표 1>, 20대가 42.3%로

가장 많고, 30대가 31.4%, 40대 이상 13.7%, 10대가

12.6%를 이루고 있었다. 기혼 응답자가 52.5%로 미

혼 응답자보다 약간 더 많았다. 기타 직업에 가장 많

은 응답이 있었으며(38.0%), 그 다음으로는 회사원

이 32.5%였고, 공무원과 자영업이 각각 19.2%,

10.3%였다. 기타 직업이 가장 많은 것은 학생이 포

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월 평균 가족의 수입은 20-50만 투그릭 미만이 가

장 많았고(47.4%), 50-80만 투그릭이 20.5%, 20만

투그릭 미만이 16.4%, 80만-120만 투그릭 미만이

12.6%였다. 몽골 가계수입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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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항목 빈도 백분율(%)

연령

10대 37 12.6

20대 124 42.3

30대 92 31.4

40대 이상 40 13.7

결혼 여부
미혼 139 47.4

기혼 154 52.5

직업

공무원 56 19.2

회사원 95 32.5

자영업 30 10.3

기타 직업 111 38.0

월평균 가족

수입

20만 투그릭 미만 48 16.4

20-50만 투그릭 미만 139 47.4

50-80만 투그릭 미만 60 20.5

80-120만 투그릭 미만 37 12.6

월평균 용돈

5만 투그릭 미만 61 20.8

5-10만 투그릭 미만 93 31.7

10-30만 투그릭 미만 96 32.8

30-50만 투그릭 미만 31 10.6

50만 투그릭 이상 12 4.1

계절평균

의복지출비

3만 투그릭 미만 35 12.0

3-8만 투그릭 미만 92 31.5

8-15만 투그릭 미만 78 26.7

15-25만 투그릭 미만 58 19.9

25만 투그릭 이상 29 9.9

합계 293 100.0

* 한화 1원 = 1.21 몽골 투그릭 (2010년 5월 13일 몽골 은행 기준)

<표 1> 응답자 특성

와 있지 않으나, 대졸자 초임이 30-50만 투그릭 정도

임으로, 20-50만 투그릭의 소득을 가진 가계는 중하

층, 50-80 만 투그릭 소득 가계는 중상층, 80만 투그

릭 이상의 소득 가계는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계 분포는 몽골의 수도인 울

란바토르에 해당하는 것이고, 몽골 국가전체의 소득

분포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월평균 용돈

은 10-30만 투그릭이 가장 많았고(32.8%), 5-10만

투그릭 미만이 31.7%, 5만 투그릭 미만이 20.8%,

30-50만 투그릭 미만 10.6%, 50만 투그릭 이상이

4.1%였다. 계절평균 의복 지출비는 3-8만 투그릭 미

만이 31.5%로 가장 높았으며, 8-15만 투그릭 미만

26.7%, 15-25만 투그릭 미만 19.9%, 3만 투그릭 미

만 12.0%, 35만 투그릭 이상이 9.9%였다.

4. 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는 SPSS 17.0 for windows pro-

gram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집단 별 의복구매행동의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과 던컨 사후검증데스트를

사용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집단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교차분석, 카이제곱검증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Ⅳ. 결과 및 논의
1. 라이프스타일 세분화
라이프스타일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

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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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성분

1 2 3 4 5 6

활동적

사교성

오락이 없는 인생은 매우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761 .035 .197 -.010 .094 .045

친구들과 모여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713 -.014 .119 .149 .324 -.010

남들보다 TV를 많이 보는 편이다. .611 .114 -.126 .075 -.289 .388

적극적

미추구성

방안의 가구 자리를 자주 바꾸어 보는 편이다. -.104 .767 .225 -.023 .086 .151

집안을 더 잘 꾸미기 위해 신경을 쓰는 편이다. -.010 .744 .060 .033 .219 .041

나는 축제, 파티에 갈 때 주로 새로운 옷 산다. .353 .631 -.089 .122 -.034 -.038

개성

추구성

옷과 구두 등의 취향에 뚜렷한 개성이 있다. .170 .080 .796 -.172 .110 .123

색깔과 디자인에 대한 센스가 좋은 편이다. .031 .090 .733 .303 -.028 .015

단순

안락추구성

주위의 사람보다 별난 옷을 입지 않는 편이다. -.121 .115 -.132 .717 -.012 .067

간편하고 편리한 케주얼 옷 입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136 -.115 .074 .655 .045 .008

의류는 비싼 것이 역시 좋다고 생각한다. .184 .162 .274 .498 .067 -.017

타인

의식성

광고로부터 얻는 정보는 내가 물건을 살 때 도움을 준다. .013 .173 .069 -.080 .794 .065

많이 알려진 상품에 신뢰감이 간다. .248 .109 -.005 .251 .687 .227

정보

지식중심성

신문, 잡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093 -.027 .181 .031 .158 .794

남들보다 인터넷을 많이 하는 편이다. .289 .166 -.036 .023 .091 .698

누적 설명력 61.239

KMO 0.709

Bartlett 556.387

유의확률 0.000

<표 2> 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

라이프

스타일

요인

군집 N=277(100.00)

F값군집1

(N=66)

군집2

(N=90)

군집3

(N=47)

군집4

(N=74)

활동적 사교성
.9541 .0322 .0965 .8288

61.636***
A B B C

적극적 미추구성
.3085 .3259 .7037 .3257

18.665***
B C A C

개성 추구성
.2777 .4841 .2990 .1512

11.968***
B A B B

단순안락 추구성
.2596 .2347 .9043 .0574

19.200***
A A B A

타인의식성
.3655 .1347 .3791 .4029

10.774***
B A B A

정보지식 중심성
.7006 .7230 .5569 .6082

71.472***
A B B A

군집 명칭
사교

지향

개성

지향
미지향

지식추구

지향

***p < .001

A,B,C: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표시(A>B>C)

<표 3> 군집별 요인 점수의 평균값과 던컨데스트

하였다<표 2>. KMO의 값은 .709로 나타나 요인분석

을 위한 변수선정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으며 요

인 분석 바틀릿(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가 556.387

이며 유의확률 값이 p<0.001 이하로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6개의 요인

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들의 누적분산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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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9%로 나타났다.

요인1은 사회생활에 적극적이고 현대적 사고방식

을 고려하는 성향이 있고 활동에 대한 관심도와 관

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활동적 사교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미적을 추구하고 전체적으로 적

극적 성향을 추구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적

극적 미추구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유행을 추

구하고 개성을 주장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성 추구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4는 주위사람들과

의 동조성이 강하고 패션보다 편의를 추구하고 보수

적 성향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순

안락 추구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5는 타인의 정보

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타인의식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6은 정보 통신을

선호하고 지식을 중심하는 성향이 나타나며 이와 관

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보지식 중심성’으

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6개의 요인을 사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분석 결과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사교지향, 개성지향, 미지향, 지식추구지

향 등 4개의 라이프스타일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각각 66명, 90명, 47명, 74명이 분포되었다.

군집1은 ‘활동적사교성’, ‘지식중심성’ 요인의 평균

값이 모든 평균값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평

소에 잘 놀고 주거생활을 주로 친구들과 어울려 지

내기를 원하며 지식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하지만

‘타인의식성’ 요인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을 ‘사교지향’ 집

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2는 ‘개성추구성’ 의 요인

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패션과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있고 개성적인 집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보 ‘정보지식중심성’ 요인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

다. 일상생활에 정보에 무관심을 보이는 집단으로 판

단해 ‘개성지향’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3은 ‘적극

적미추구성’ 요인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에 ‘단순안락추구성’ 요인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이 집단은 적극적 미를 추구하고 단순하고

편안한 지향을 거부하는 집단으로 ‘미지향’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4는 정보 ‘지식중심성’ 요인의 평균

값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활동적사교성’ 요

인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지식을 중

심으로 하여 타인의 의식보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성향이 있어서 ‘지식추구지향’ 집단으로 명

명하였다.

2.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의복구매행동의 차이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의복구매행동의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고자 구매선택기준, 구매정보원, 구매장

소, 구매동기에 대해 집단별 분산분석과 던컨 사후검

증 시행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의복구매선택기

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4>와 같이 ‘색상’,

‘품질’, ‘유행성’, ‘편안한 착용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디자인’, ‘가격’, ‘다른 옷과의 조화’, ‘관리

의 용이성’, ‘섬유소재’, ‘상품의 명성’, ‘판매원의 친절

도’, ‘매장 내 디스플레이’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색상’, ‘품질’,

‘유행성’, ‘편안한 착용감’의 요인에 대한 던컨 사후검

증 결과를 살펴보면, 사교지향 집단은 대체적으로 다

른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사교집단은

‘색상’과 ‘유행성’에서 미지향 집단, 지식추구지향 집

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두 집단보다 의

복을 구매할 때 색상과 유행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질’과 ‘편안한 착용감’

에서는 개성지향 집단, 지식추구지향 집단과 함께 미

지향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미지향 집단보

다 품질과 착용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개성지향집단은 사교지향 집단과 지식추구지향 집단

사이에서 두 집단과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개성지향 집단은 미지향 집단보다 색상을 더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교지향 집단이나 지식추구

지향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에 비하여

‘품질’과 ‘편안한 착용감’에서는 미지향 집단과 유의

한 차이가 있었지만, 사교지향 집단이나 지식추구지

향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행성’에 대해

서 개성지향 집단은 사교지향 집단보다는 유의하게

낮았지만, 미지향 집단과 지식추구지향 집단과 비교

할 때 유의한 차이는 검증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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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선택 기준

라이프스타일 집단

F값사교지향

(N=66)

개성지향

(N=90)

미지향

(N=47)

지식추구지향

(N=74)

디자인 3.631 3.567 3.149 3.486 2.189

색상
4.030

A

3.867

BA

3.170

C

3.662

B
8.845***

품질
4.076

A

4.144

A

3.383

B

4.054

A
8.327***

유행성
3.561

A

3.300

AB

3.021

B

2.959

B
4.337**

가격 3.530 3.511 3.149 3.301 1.910

다른 옷과의 조화 3.818 3.822 3.617 3.699 0.533

편안한 착용감
3.985

A

3.911

A

3.404

B

3.892

A
3.740*

관리의 용이성 3.697 3.378 3.277 3.562 2.006

섬유소재 (원단) 3.864 3.856 3.468 3.662 2.121

상품의 명성 3.292 3.135 3.000 2.986 0.840

판매원의 친절도 2.924 2.844 3.043 3.108 0.268

매장 내 디스플레이 2.803 2.674 2.766 2.635 0.268

*p < 0.05, **p < 0.01, ***p < .001

A,B,C: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표시

<표 4>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구매선택기준

구매정보원

라이프스타일 집단

F값사교지향

(N=66)

개성지향

(N=90)

미지향

(N=47)

지식추구지향

(N=74)

판매원의 조언 2.333 2.167 2.543 2.405 1.556

친구, 가족의 조언 3.606 3.189 3.174 3.108 1.479

유명인의 의복관찰 2.621 2.400 2.282 2.229 1.403

과거의 구매경험
3.242

A

3.222

A

2.869

A

3.040

A
2.917*

TV, 인터넷의 패션광고 2.833 2.767 2.652 2.567 0.735

신문 잡지 등의 패션 광고 2.818 2.811 2.478 2.446 2.092

거리의 다른 사람의 옷
3.273

A

2.744

B

2.5212

B

2.446

B
7.493***

매장의 디스플레이나

점포 내 진열된 상태

2.879

A

2.567

AB

2.638

AB

2.351

B
2.560*

*p < 0.05, **p < 0.01, ***p < .001

A,B,C: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표시

<표 5>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정보원

미지향 집단은 다른 집단과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지향 집단은 ‘색상’, ‘품질’, ‘편안한

착용감’에 집단들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주어서, 다른

집단들보다 이 기준을 가장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지향 집단은 의류의

색상 그 자체보다는 디자인이나 다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미를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품질이나 편안

함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색상’에 대해 지식추구지향 집단은 미지향



몽골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

- 147 -

구매 장소

라이프스타일 집단

F값사교지향

(N=66)

개성지향

(N=90)

미지향

(N=47)

지식추구지향

(N=74)

시장 2.723 2.956 2.848 2.513 2.049

대형 백화점 2.954 2.656 2.696 2.534 2.005

대형 쇼핑센터, 상가
3.587

A

3.111

B

3.106

B

3.135

B
3.073*

브랜드 대리점 2.625 2.367 2.574 2.216 1.743

패션 맞춤 2.227 2.100 2.106 2.216 0.231

*p < 0.05, **p < 0.01, ***p < .001

A,B,C: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표시

<표 6>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구매장소

집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교지향

집단보다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품

질’과 ‘편안한 착용감’에 대해서는 미지향 집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사교지향 집단이나 개

성지향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식추구지

향 집단은 사교지향 집단보다 유행성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요약해

보면, 사교지향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색상’, ‘품

질’, ‘유행성’, ‘편안한 착용감’의 구매기준을 중요시하

며, 미지향 집단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중요하

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의복구매정보원을 분석한 결

과, <표 5>에 정리된 바와 같이 ‘과거의 구매 경험’,

‘거리의 다른 사람의 옷’, ‘매장의 디스플레이나 점포

내 진열된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른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라이프스타일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과거의

구매 경험’은 분산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

나, 던컨테스트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거리의 다른 사람의 옷’에서 사교지

향 집단이 다른 3 집단보다 유의한 높은 차이가 있

어서, 사교지향 집단이 거리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의

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사교지향 집단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

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

람들의 옷차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이로부

터 정보를 많이 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장

의 디스플레이나 점포 내 진열된 상태’에서 사교지향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지식추구지향 집단에서 가

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사교지향 집

단은 다른 집단들보다 매장 디스플레이나 진열상태

를 더 자주 정보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결과도 앞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교지향 집

단은 사교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으로 매장

디스플레이와 같이 사회변화나 유행변화를 보여주는

정보원에 민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비하

여 지식추구지향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거리 사

람들의 옷차림 및 매장 디스플레이에서 많은 정보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모든 집단에서 정보를 많이 받는 정

보원은 ‘친구, 가족의 조언’, ‘과거의 구매경험’이며,

‘판매원의 조언’, ‘유명인의 의복관찰’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로부터

의 조언이 중요한 정보원이라는 선행연구66)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집단에 따른 의복구매 장소의 차이

를 살펴 본 결과, <표 6>과 같이 대형 쇼핑센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으며 시장, 백화점, 브랜드 대

리점, 패션 맞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사교지향 집단은 대형 쇼핑센터 및 상가의 이용

도에서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교지향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대형

쇼핑센터 및 상가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결

과는 이 집단이 현재 몽골에서 가장 유행에 앞서가

는 쇼핑센터와 상가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사교지향 집단이외의 다른 3 집단은 쇼핑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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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동기

라이프스타일 집단

F값사교지향

(N=66)

개성지향

(N=90)

미지향

(N=47)

지식추구지향

(N=74)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옷이 마음이 들어서

산다.
2.590 2.611 2.425 2.135 2.435

할인기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

산다.
2.469 2.708 2.478 2.365 1.264

특발한 날에 구매(생일, 졸업식)한다. 3.242 2.910 2.936 2.946 0.977

입은 옷이 필요해서 산다. 3.646 3.477 3.255 3.473 1.123

최신 스타일을 입고 싶어서 구매한다. 2.651 2.472 2.255 2.284 1.288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구매한다.
3.697

A

3.831

A

3.255

B

3.554

AB
3.062*

친구나 주위 사람들과 수준을 맞추려고 산다.
2.318

A

2.135

AB

2.043

AB

1.716

B
2.932*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산다. 2.424 2.033 2.064 2.162 1.189

친구, 가족의 권유로 산다
1.561

A

1.244

B

1.340

AB

1.257

B
2.766*

*p < 0.05, **p < 0.01, ***p < .001

A,B,C: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표시

<표 7>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구매동기

터와 상가의 이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구매 장소의 전반적인 이용 정도를 보면 대형 쇼핑

센터 및 상가를 시장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권수애 외67) 연구에서 재래시

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32.6%로 가장 높게 보고된

것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차이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그 동안 몽골

소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구매 장소가 달라지고 있다

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의 집단별 구매동기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7>과 같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구

매한다’, ‘친구나 주위 사람들과 수준을 맞추려고 산

다’, ‘친구 가족의 권유로 산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구매 동기를 살펴

보면 사교지향 집단과 개성지향 집단은 미지향 집단

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구매한다”는 동기

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지향 집단은 “친구나

주위 사람들과 수준을 맞추려고 산다”는 동기도 지

식추구지향 집단보다 강했으며, “친구, 가족의 권유

로 산다”는 동기도 개성지향 집단이나 지식추구지향

집단보다 강했다. 이와 같이 사교지향 집단은 대체적

으로 다른 집단보다 의류 구매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하며, 특히 친구나 가족,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강

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개성지향

집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구매한다”는 동

기가 미지향 집단보다 강했지만,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과 수준을 맞추려고 산다"는 다른 집단과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에 비하여, “친구, 가족의 권

유로 산다”는 동기는 사교지향 집단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개성지향 집단은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나 권유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집단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미지향 집단과 지식추구지향 집단은 다른 두 집단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류 구매 동기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미지향 집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

을 때 구매한다”는 동기에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

의하게 낮았으며, 두 집단은 모두 “친구들나 주위 사

람들과 수준을 맞추려고 산다”, “친구, 가족의 권유

로 산다”는 동기가 사교지향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라이프스

타일 집단별로 구매 동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은 주위 사람들의 영향과 관련된 동기와 경제 관련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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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구매 동기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

을 때 구매한다”, “입을 옷이 필요해서 산다”는 동기

가 중요한 의복구매 동기인 것으로 응답되었는데, 이

는 몽골 여성들의 의복 구매동기가 실용적인 이유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이프스타일 집단 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라이프스

타일 집단과 연령, 결혼여부, 직업, 월평균 가족의 수

입, 월평균 용돈, 계절평균 의복지출비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에서 분류

한 각 집단은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분류되

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

되고 있는 몽골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연구의

기본이 되는 라이프스타일과 이에 따른 의복구매행

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

토르의 거리를 지나는 몽골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몽골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하여 분류하고, 분류된 라이프스타일집단 별 의

복구매행동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은 6개 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활동적 사교성, 적극적 미추구성, 개

성 추구성, 단순안락 추구성, 타인의식성, 정보지식

중심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6개의

요인을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집단으

로 분류하였다. 사교지향, 개성지향, 미지향, 지식추

구지향으로 명명하였으며 각각 66명, 90명, 47명, 74

명으로 분포되었다.

둘째,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의복구매행동을 살펴

본 결과, 구매선택기준, 구매정보원, 구매장소, 구매

동기에서 라이프스타일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매선택기준 중 색상, 품질, 유행성, 편안

한 착용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교지

향 집단은 구매선택기준을 가장 중요시했으며, 미지

향 집단은 구매선택기준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매정보원에서는 과거의 구매경험, 거리의

다른 사람의 옷, 매장의 디스플레이나 점포 내 진열

된 상태에서 라이프스타일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구매 장소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대형

쇼핑센터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재래시장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점점 높아지면서 품질 좋고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

는 곳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넷째, 라이프스타일 집단에 따라 구매동기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구매한다’, ‘친구나 주위

사람들과 수준을 맞추려 산다’, ‘친구 가족의 권유로

산다’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교지향 집단

이 다른 집단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 집단

별로 마케팅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사교지향 집

단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의복 구매기준이

뚜렷한 집단으로, 색상, 유행성을 중시하며 알뜰 구

매를 하지 않는다. 구매 정보를 거리 다른 사람들의

옷, 매장 내 디스플레이, TV나 인터넷 광고 등에서

얻고 있다. 따라서 광고를 통한 브랜드 포지셔닝 전

략이 필요하며, 유행이 돋보이는 디자인, 현대적인

이미지를 포함한 제품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에 비하여 개성지향 집단은 품질, 다른 옷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편안한 착용감을 선호한다. 과거의

구매 경험과 친구, 가족의 조언에서 정보를 많이 받

고, 다른 집단에 비해 알뜰 구매를 하는 편임으로 개

인의 취향에 맞는 액세서리나 패션 잡화 등 저렴하

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판촉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지향 집단은 적극적 변화를 추구하고, 단순하고

편안한 지향을 거부하는 집단이다. 다른 집단에 비하

여 구매선택기준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편안한 착용

과 섬유소재를 선호한다. 따라서 실용성 위주로 간편

하고 편리한 캐주얼의 제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지식추구지향 집단은 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타

인을 의식하기보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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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다. 정보를 비교하고 구매하는 성향이 있고,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광고에서

나 다른 채널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뚜렷하게 제

공해 주는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몽골 소비자의 라이

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에 대해 조사하였다는데서

결과의 활용도와 아울러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조사를 시도한 라이프스타일

개념과 모델이 몽골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적합한

것인지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이프스타일 집단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몽골사회의 특성

을 반영하여 연구자들이 개발한 문항들이 모두 최종

분석결과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라이프스타일의

문항 선정의 문제점에 기인할 수도 있고, 또는 선행

연구6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몽골사회가 아직 경제

발전 초기단계에 있어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나

타나기 어렵다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연구 대

상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제한하였는데, 그 이

외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깊이 연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여성들만

을 조사하였는데, 현재 몽골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

가 불안정하며, 남성들의 의류소비가 증가한다는 것

을 고려할 때, 남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

구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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