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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연구되었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a base line data to facilitate entrance of a 

Korean fashion company into the Uzbekistan market by conducting a survey of 

the Uzbekistan students in Korea. This is done in order to gather data on their 

clothes wearing condition and factors affecting the purchase intention for 

Korean fashion products.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to 260 

Uzbekistan students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Uzbekistan students bought clothes mainly from road shops and the Internet. 

They bought a lot of pants, shirts, jackets, jumpers, and preferred to wear 

black, white, blue, and red color. The dissatisfactory parts were shown in order 

of the width of trousers, the length of the sleeve, and the shoulder. The most 

unsatisfying products were the pants and T-shirt. 2) They considered the 

aesthetics of the fashion products evaluation criteria, the human source and 

the internet advertisement of the fashion information source, and the customer 

service of the store selection criteria. These students showed very favorable 

attitude towards Hallyu and Korea. In addition, their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for KFP were high. 3)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quality', 'color', 

and 'care' of KFP were very high, but lowest on the 'size' and 'price' of the 

clothes. 4) It was revealed that the attitude toward Hallyu and Korea, the 

satisfaction and preference of KFP, and demographic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toward purchasing fash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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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한류 열풍과 국제화 추세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

아지면서 외국인 소비자들 가운데 한국에서 새로운 소비 계, 

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년도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2017 18.8% 

며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유학생 총 명 가운데 , 123,858

중국 유학생 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몽골 미(55.1%) , , 

국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나타났다, (2017 Basic Statistics for 

외국인 체류동향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Education, 2017). 

년 월에 입국한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중국은 2018 3 2.6%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우즈베키스탄이 베트남이 , 107%, 

로 증가하여 중국 베트남 몽골 다음으로 우즈베키스85.3% , , , 

탄 유학생 총 명 전체의 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5,957 , 4%)

(Choi, 2018). 

이처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은   

한류열풍과 전자기기 발전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

아지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우즈베키스탄 

내에 한국어과를 설치하는 대학들이 늘어났고(Jung, 2018), 

서구권에 비하여 한국 대학의 유학비용이 저렴하다(Choi, 

고 인식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18) .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전체 인구의 를 차지하는   70%

젊은 세대들의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

며 대외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고등교육 발전을 (Yoo, 2009), 

위해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 단체들과 교육지원 프로젝트, 

를 수행하고 교류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Lee,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학들 가운Karimova, & Lee, 2017). , 

데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전략적 국제화 추진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및 교육부와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하는 등 학교 차원을 넘어 두 나라 사이의 우호, 

증진 특히 보건 의료 에너지 자원 분야 및 교육 분야의 교, , 

류와 협력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Park, 2017).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년 수교와 무역협정 수립 이  1992

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한국의 , , 

높은 교육수준과 발전된 기술부문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년 한 우즈베키스탄 교육 분야와 섬유산업협력 및 섬2014 -

유테크노파크 건립에 대한 체결하였다MOU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KOTRA], 2018).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분야의 개방정책과 상호 신뢰를 바  

탕으로 한 한국과의 우호정책과 병행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 

산되고 있는 한류의 열풍으로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들의 한

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와 함께 한국 제품에 대한 태도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 한. 

국과의 동반자 관계와 섬유산업 협력 체결 등은 한국MOU 

의 의류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다 특. 

히 전통지향적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체류하며 생활하, 

는 동안 접하는 한국의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 및 소비행동

에 대한 연구는 한국 경제와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더욱 경, 

쟁이 치열해진 패션업계가 글로벌한 영역으로 확대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소비자를 이해

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의 투자 및 진출에 대한 긍  

정적인 전망과 한국에 유입해온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 1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일본의 현지, , (Lee, 2017; 

및 유학생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수의 연구가 Lee, 2018) 

이루어져왔으며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에 관한 연구는 매우 , 

미비하다. 

우즈베키스탄 소비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즈베  , 

키스탄 소비자의 한국제품에 대한 태도(Bae & Kim, 2012)

와 한국 브랜드의 구매의도 에 대(Lee, Kim, & Yang, 2015)

한 한류의 영향에 관한 연구 편에 불과하며 의류제품 소비2

자에 대한 착용 및 구매실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은 우즈베키스탄 시장에서 한류열풍. Bae and Kim(2012)

이 한국 소비제품 식품 전자제품 휴대폰 및 자동차 등 에 ( , , )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한류에 대한 지각이 자아, 

일치성과 한국 엔터테인먼트제품에 태도 및 한국 소비재제

품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류에 . ,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한국의 대중문화를 자신과 일치시킬 , 

가능성이 높고 대중가요나 드라마 등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며 또한 한류 지각이 자아일치성, 

과 엔터테인먼트제품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한국 소비재제품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ee 

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소비자들의 한류에 대한 et al.(2015)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고 한류에 대한 지식이 ,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와 제품의 지각된 품질 브랜드의 충성, 

도 및 브랜드의 연상효과와 같은 매개변수를 통해 구매의도

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 현지의 문화와 소  , 

비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의해 야기되는 재정적인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유학 . 

온 후 의류 제품을 구매하여 착용해 본 경험이 있는 우즈베

키스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복 구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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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착용 실태 의복선호 의복만족과 불만족 요인을 파악, , 

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한류 및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 , 

인구 통계적 특성이 한국 의류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여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

내 패션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확대 및 지

속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론적�배경.�Ⅱ

우즈베키스탄�현황1.�

우즈베키스탄은 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국가로 1991

우즈벡인 전 인구의 타직인 러시아인 고려인 등으로 ( 83%), , , 

구성된 약 만 인구와 한반도의 약 배 면적을 가진 나3,200 2

라이다 주로 이슬람교 의 종교와 언어는 우즈베크어와 . (90%)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다(KOTRA, 2018).

중앙아시아 인구의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 대국인 우  60% 

즈베키스탄은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어왔으나 농촌 인구가 

전 인구의 를 넘는 농경사회의 민족문화와 전통적 가치60%

가 중시되는 나라이다 대가족 형태가 일반적이(Yoo, 2009). 

며 가족문화와 일상습관이 우즈베키스탄 민족의 전통과 이, 

슬람 종교의식이 조합된 특징을 가진다 가정교육은 부모와 . 

어른에 대한 존경과 효 사상 문화전수 및 부모 부양책임을 , 

중시하고 남성들은 남자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고 여성들은 , , 

여자 어른들로부터 가정에서 민족 전통음식과 전통과 관련

된 지식들을 배우고 전수하도록 한다(Azizova & Park, 

2017)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년 인당   , 2016 1

달러로 석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면화생산과 GDP 1,920 

실크로드무역을 통해 중앙아시아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급성

장한 나라로 차 산업 비중이 약 로 산업구조가 편중되1 50%

어있다 세계 위의 면화수출국으로 국제 면화시장에서 높. 5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설비가 방적공정에 집중되

어 있고 편직 염색 및 가공 의류봉제 분야는 약한 편이다, , 

(Lee et., al 2017). KOTRA 의 년 우즈베키스탄(2018) 2016

의 국가별 교역규모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높고 한

국 은 위를 차지하였으며 수입규모로는 러시아와 중(4.2%) 5 , 

국이 가장 높고 한국은 위 억 달러 로 나타났다 한국의 4 (8.6 ) .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은 년 월 기준 전년대비 2017 10 35.7%

증가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별 투자현황도 년 , 2017 7

월 기준 러시아 개 중국 개 다음으(900 , 17.2%), (704 , 13.5%) 

로 한국이 위 개 를 기록하고 있다3 (441 , 8.4%) .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년 수교와 무역협정 수립하였  1992

으며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의 패션 섬유 관련 기업, , 

으로 방적부분의 대우텍스타일과 한국조폐공사와 포스코대, 

우가 합자 설립하여 현지의 풍부한 원면을 이용한 지폐용 

면펄프를 생산해 한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GKD 

가 있다 년 한 우 정상회담 (Global Komsco Daewoo) . 2014 -

시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과 관련해 타슈켄트에 년까, 2019

지 한 우 섬유테크노파크 건립하고 설비와 기술이전 및 인‘ - ’ 

력양성 등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 육성 정책 자문이 진행

(KOTRA 되고 있어 한국의 패션산업 분야의 진출확, 2018)

대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패션제품�구매행동과�구매의도2.�

본 연구에서는 한국 패션관련 제품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진출 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이는 유학생들의 패션제품 구매행동을 조사하였다 의. 

복 구매 실태에 관하여 자주 이용하는 의복 구매장소 한달 , 

평균 의복비 년간 의복구매수 구매 품목 선호하는 의복스, , , 

타일 의복선호색 불만족한 제품과 불만족 신체부위를 의, , , 

복구매행동 특성으로 제품선택기준 패션정보원 점포선택기, , 

준에 대한 의복구매행동 특성을 포함하였다.

한국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패션제품 만족도 한국 패션제품 선호도 그리고 , , 

한류와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였다 한국. 

패션제품 만족도는 한국에 유학 온 후 구매한 제품의 디자

인 색 품질 소재 가격 등 가지 항목에 대한 만족도이다, , , , 9 . 

한류는 일반적으로 한국 연예인 및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도 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제 (Hong, Kang, & Ohya, 2007) , 

대중문화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인들의 관심을 끄는 음식 게, 

임 공연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류에 포함시키고 , 

있다 한류연구의 경향은 사회(Hwang, Kim, & Ahn, 2008). 

과학분야와 인문학을 비롯하여 최근 여러 분야로 확장되고 

있고 연구주제로 한류현상과 한류콘텐츠에서 한류관광 한, , 

소비자 한류기업이 부각되는 있는 추세이며 연구대상 국가, , 

로는 중국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다음은 일본 베트남 , 

등의 순이다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평(Yim & Chae, 2014). 

가를 은 한국에 대한 관심도와 태도로 측Hong et al.(2007)

정하였는데 국가 이미지는 어떤 국가 혹은 국민들에 대해 , ‘

사람들이 가지는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인식이나 믿음 으로 정의 되고 있다’ (Shin, 2001) .

는 중국 여성들의 한국 및 한류에 대  Park and Fe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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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가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 및 한국 패션 브랜드 선

호도보다 낮게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중국 사람의 국가 브랜. 

드에 대한 태도가 상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의 연구에서는 한류가 한국에 대Kim, Lee, and Sun(2008)

한 태도 및 상품구매의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한류와 한국에 . 

대한 태도 및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가 한

국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Ⅱ

연구문제1.�

첫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의복구매실태를 알아본다, .

둘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한류 및 한국에 대한 태  , 

도와 한국 패션제품 만족도 선호도 구매의도를 알아본다, , . 

셋째 한류와 한국에 대한 태도 한국 패션 관련태도 및   , , 

인구통계적 특성이 한국패션상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알아본다.

조사대상�및�조사기간2.�

본 연구의 설문 조사 대상자는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으

로 전국의 대학교의 대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설문

지를 인터넷 사이(https://docs.google.com/forms/d/e/1FAI 

pQLSfSpdHvyBvE-pv8z-sjt7-YLJbOKSL1e-A-xWBM36B

에 탑재해놓고 응답자xXmvBCQ/viewform?usp=sf_linkDP)

들이 응답하게 하였다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2018 5 15 6 17

명이 응답하였다 부실 기재 된 것과 반복 응답 여부가 295 . 

확인된 부적절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부를 분석 자료로 260

사용하였다.

조사목적�및�측정도구3.�

설문조사는 한국의 대학에 학부 혹은 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있거나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대상으로 의복 착용 및 의류제품 구매 실태와 한국의류제품

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한국에 대, 

한 호감도와 한국패션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한국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설문 항목으로 선행. 

연구(Lee & Kang, 2014; Hong & Liu, 2009; Liu, 2010)

를 토대로 제품평가기준과 패션정보원 및 점포선택기준에 

관한 문항을 점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선호스타일과 24 5 , 

선호색 불만족제품과 불만족 부위 등 의복구매실태에 대한 , 

문항을 측정하였다 색상 디자인 품질 등 한국 의류제품 9 . , 

만족도 에 대한 문항과 한국 패션브랜드선호도(Lee, 2002) 9 , 

와 구매의도 를 각각 (Park & Fei, 2012; Kim et al., 2008)

문항씩 점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류와 한국에 대한 2 5 . 

태도 및 한국에 대한 태도는 의 연구에Hwang et al.(2008)

서 사용한 문항과 그 외에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연령 성6 , 

별 체류기간 등 문항이 설문에 사용되었다 본 조사 도구, 6 . 

는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중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먼. 

저 한국어에 능통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명이 우즈벡어로 3

명이 각각 번역하여 애매하거나 상이한 부분을 수정하고 3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작성된 한국. 

어 설문 문항과 일치될 때까지 연구자와 함께 수정을 반복

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분석방법4.�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를 이용하여 의복구매 실spss/Win25

태를 분석하기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빈도 백분율, , ,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등을 구하였다 또한 한국 패션 , , . 

관련태도 및 인구통계변인이 패션제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식으로 선. 

호하는 의류제품의 색을 응답하게 한 후 답변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결과.�Ⅲ

조사대상자의�인구통계적�특성1.�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에 의하면 

남학생 응답자 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60.4%) (Table 1). 

여자들은 사회 진출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집안일과 

요리 자녀양육 등 책임이 강조되는 농경사회의 전통문화와 ,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적 특성

으로 인하여 전국의 대학교에 남자 (Azizova & Park, 2017) , 

유학생 수에 비하여 여자 유학생의 비율이 정도에 10-20% 

불과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로 연령이 낮은 . 

학부생이 이상을 차지하였고 체류기간이 년 이하 가 80% , ‘2 ’

이상으로 나타나 유학기간이 길지 않은 것을 알 수 있70%

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교육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최근 . 

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에 비하여 학비가 저렴한 한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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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수가 급증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Choi, 2018).

우즈베키스탄�유학생의�의복�착용실태�및�구매행동�특성2.�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주로 로드샵과 인터넷 대형쇼핑몰, 

을 이용하여 의복을 구매하고 있으며 달 평균 의복비로 , 1

만원이 가장 많고 다음은 만원으로 나타났다5-10 11-20

중국 유학생들이 대형쇼핑센터와 백화점 등의 (Table 2). 

의복 구입처를 많이 이용하고 한 달 평균 의복비로 , 

만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한 10-20 Nam, 

의 연구와 비교하면 의복구입처로 Kim, and Choi(2013) , 

인터넷 이용률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훨씬 더 높고 

달 평균 의복비는 중국 유학생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1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이 년 간 번 이상 의류제품. 50% 1 9

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으며 바지 셔츠 속옷을 많이 구, , , 

매하였으며 자켓 점퍼 원피스 스커트도 많이 구매하는 , , , , 

것으로 나타나 의복 구매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의복스타일은 스포츠웨어 정장 캐주얼 순으로 , , 

나타났으며 의복 선호색으로는 검정색이 가장 높고 다, , 

음은 흰색 청색과 적색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중국 여대, . 

생 과 중국 유학생들(Son & Kim, 2000) (Nam et al., 

에 관한 연구에서는 의복선호색으로 무채색 계열과 2013)

핑크 파랑계열의 색상을 선호하고 선호스타일로는 캐주, 

얼과 개성적이며 트렌디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국가 간. 

의 소비자 행동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반영

한 상품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구매한 의복 사이즈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  

한 비율이 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제품으로는 구매36.2% , 

빈도가 높은 바지 와 셔츠 에서 높게 나타났다‘ ’ ‘T ’ (Table 

한국 의류제품을 구입하여 착용과정을 통해 경험한 3). 

불만족 부위로 바지통과 소매 허리 순으로 나타나 가장 , 

불만족한 제품인 바지에 해당하는 바지통과 허리가 두드

러지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유학생들. (Liu, 

은 한국의류 품목에 대한 사이즈 불만족 부위로 다2010)

리길이가 가장 불만족하였고 다음은 허리 가슴 다리너, , 

비 엉덩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국 유학생들은 , . , 

바지 길이에 불만족이 높은 반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은 바지통이나 허리 등과 같은 인체의 둘레에 대한 불만

족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학생들이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제품 평가기  

준으로는 색상 디자인 사이즈 소재 등의 심미성 평균 , , , ( 4.6)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관리 세탁, / , 

봉제 가격 등의 실용성 평균 브랜드명과 유행 등의 , ( 4.2), 

상징성 평균 의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이는 의복 선택 시 중요시 여기는 항목으로 (Table 4). 

디자인과 색상 및 맞음새를 높게 고려한 중국 유학생들의 

연구 와 디자인 자기 이미지 고양 등(Nam et al., 2013) , 

의 감각적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한국의 대학생에 

관한 연구 들과 동일한 결과이(Park, Kim, & Lim, 2005)

며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 

대학생들은 의복에서 무엇보다 심미성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Demographics

Item Frequency(%) N(%)

Sex
Male 157(60.4)

260(100.0)
Female 103(39.6)

Age

19 21 years old– 122(46.9)

260(100.0)22-23  75(28.8)

24 and over  63(24.2)

Stay Status

Language training/exchange students  29(11.2)

260(100.0)University student 212(81.5)

Graduate student  19( 7.3)

Length of One’s Stay

Less than a year 122(46.9)

260(100.0)1-2 years  67(25.8)

More than two years  71(27.3)

A Monthly Allowance

Less than 200,000  93(35.8)

260(100.0)210,000-400,000 108(41.5)

More than 410,000  5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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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othes�Wearing� Conditions

Item Frequency(%)

Place of Purchase

Road shop 125(48.1)

Internet shopping mall 107(41.2)

Large shopping mall  82(31.5)

Department store  62(23.9)

Brand specialty stor  57(21.9)

TV-home shopping  22( 8.5)

A Monthly Clothing Expenses

less than 50,000 won  46(17.7)

50,000-100,000 won 103(39.6)

110,000-200,000 won  69(26.5)

210,000-300,000 won  27(10.4)

Over 300,000 won  15( 5.8)

Number of Clothing Purchases/1 year

less than four  35(13.4)

5-6  41(15.8)

7-8  44(16.9)

Over 9 140(53.8)

Purchase Item/1 year

Pants 195(75.0)

shirts 171(65.8)

underwear 141(54.2)

socks, hat 127(48.9)

Jacket 126(48.5)

Jumper 126(48.5)

One piece, skirt  93(35.8)

Coat  28(10.8)

Preferred Style 

sportswear 138(53.1)

Suit 126(48.5)

Casual 112(43.1)

Ethnic dress  25( 9.6)

Preferred Color

Black 122(46.9)

White  89(34.2)

Blue  58(22.3)

Red  40(15.4)

Pink  24( 9.2)

Table� 3.� Size� Unsatisfactory� Product� and� Unsatisfactory� Area

Unsatisfactory� Product Frequency(%) Unsatisfactory� Area Frequency(%)

Satisfaction 94(36.2)
Satisfaction 73(28.1)

Width of Legs 38(14.6)

Pants 89(34.2) Sleeve Length 34(13.1)

T Shirts 41(15.8) Waist 33(12.7)

Jaket 89(34.2) Shoulder 30(11.5)

Blouse 10( 3.8) Length of Legs 23( 8.8)

Coat 8( 3.1)
Hip 15( 5.8)

Breast Width 14( 5.4)

260(100) 2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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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제품을 구입하기 전 이용하는 정보원으로 친구 주위  ‘ /

사람들 평균 과 같은 인적정보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 3.90)

고 다음으로 인터넷광고 매장디스플레이 평균 ‘ ’(3.78), ‘ ’(

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정보탐색 방3.72) . 

법으로 인터넷과 잡지광고를 가장 선호하는 중국 유학생

과 한국 여대생들 에 비하면(Nam et al., 2013) (Park, 2016) , 

우즈벡 유학생들이 인터넷이나 미디어정보 보다 친구나 주

위 사람들과 같은 인적 정보탐색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점포선택기준으로는 고객  

요구 불만처리와 교환 반품 환불 등 고객 대응 서비스를 중/ / /

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다음으로 가격 점포시설 디스플레이 , , , 

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선택기준으. 

로 중국 유학생 은 가격과 점포명성을 그리고 한(Liu, 2010)

국 남녀 대학생들 은 광고와 제품요인(Hong & Kang, 2003)

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패션제품 만족도에 대하여 품질 의 항목이 점  ‘ ’ 4.33 , 

색상 이 점 세탁 관리 가 점으로 매우 높게 평가‘ ’ 4.16 , ‘ / ’ 4.14

되었다 다음은 소재 와 유행성 활동성 디자인 의 순. ‘ ’ ‘ ’, ‘ ’, ‘ ’

으로 나타났으며 사이즈와 가격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 

났다 는 중국유학생들이 한국 의류(Table 5). Liu(2010)

제품에 대한 속성별 호평도에서 디자인 색상 직물디자, , 

인 착용감을 높게 평가하고 가격에 대하여 가장 낮게 평, 

가하였다고 하였으며 또한 중국 여대생들, (Nam et al., 

이 한국 의류제품에 대하여 최신 패션경향 반영 과 2013) ‘ ’

디자인 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가격에 대하여 ‘ ’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 의류. 

제품에 대한 느끼는 만족도의 순위에 대한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었으며 두 나라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의 , 

의류제품 가격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Clothes� Purchasing� Behavior

Purchasing� Behavior
Mean
(S.D)

Cronbach's� α
Variance
(%)

Apparel 

Selection 

Criteria 

Aesthetics

Color 4.52(.62)

.76 25.03
Design 4.48(.64)

Fit 4.67(.62)

Material 4.55(.63)

Practicality

Management 4.10(.87)

.74 23.23Sewing 4.08(.97)

Price 4.33(.72)

Symbolism
Brand name 3.68(1.0)

.80 19.95
Fashion 3.67(1.1)

Information 

Source

Media

TV ad 3.35(.98)

.86 41.81
Catalogue 3.58(.98)

Internet 3.78(.95)

Celebrity dress 3.42(1.1)

Human

/marketer

Friends/people around 3.90(.84)

.78 29.06Store display 3.72(.82)

Salesperson's advice 3.64(.93)

Store Selection 

Criteria 

Store 

atmosphere

/facilities

Store reputation 3.88(.97)

.82 35.18

Fashionable cloths 3.87(.94)

Sales personnel 3.69(1.0)

Price 4.14(.87)

Store facilities 4.03(.87)

Display 3.95(.90)

Customer 

srevice

Exchange/return/refund 4.23(.79)
.80 25.73

Customer needs/complaint handling 4.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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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유학생의�한국과�한국패션제품에�대한�태도3.�

한류와 한국에 대한 태도 평균은 각각 로 한류와 3.91, 4.08

특히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패션 브랜드선호도와 구, 

매의도는 각각 로 나타났다 한류의 3.82, 3.79 (Table 6). 

현상이 강했던 중국 현지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한국에 대

한 태도 평균 보다 우즈베키스( 3.71) (Kim et al., 2008)

탄 유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 

한국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알. 

려진 상품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 상태 혹은 

역사적 사건들 전통문화 선진화정도 나라간의 관계 등 , , , 

많은 변수들이 혼합되어 형성되는데(Parameswaran & 

는 상품의 이Pisharodi, 2002), Roth and Romeo (1992)

미지와 제조국의 이미지가 연상되어질 때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 

들에 대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의 연구결과를 , , Liu(2005)

통해서 한류가 한국과 한국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 상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한국 패션상품 구매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인 구매  ‘

하고 싶다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를 하나로 합친 항목을 , ’

한국 패션제품 구매의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설정한 뒤 한, 

국과 한국 패션 관련 태도가 한국 패션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한류가 (Table 7). 

한국 국가 이미지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한류 즉 한국 연예인 및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 , 

많을수록 한국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라고 한 Hong et 

의 견해를 지지한다al.(2007) .

한류와 한국에 대한 태도가 한국 의류제품 선호도와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Table� 5.� Satisfaction� of� Korean� Fashion� Product

Satisfaction� of�
KFPa

Frequency� (%)�
Total

Mean(S.D)
RankVery

much
Much
so

Normal
A� little
so

Not�
much

Color 91(35.0) 126(48.5) 37(14.2) 5(1.9) 1(0.4) 4.16(.76) 2

Design 69(26.5) 142(54.6) 35(13.5) 14(5.4) 0(0.0) 4.02(.79) 7

Quality 113(43.5) 125(48.1) 19(7.3) 1(0.4) 2(0.8) 4.33(.70) 1

Price 48(18.5) 118(45.4) 53(20.4) 30(11.5) 11(4.2) 3.62(1.0) 9

Size 49(18.8) 131(50.4) 41(15.8) 31(11.9) 8(3.1) 3.70(1.0) 8

Material 77(29.6) 133(51.2) 36(13.8) 13(5.0) 1(0.4) 4.05(.82) 4

Fashion 84(32.3) 118(45.4) 43(16.5) 12(4.6) 3(1.2) 4.03(.88) 5

Activity 86(33.1) 118(45.4) 39(15.0) 11(4.2) 6(2.3) 4.03(.93) 5

Management 98(37.7) 117(45.0) 33(12.7) 7(2.7) 5(1.9) 4.14(.88) 3

aKFP=Korean fashion product

Table� 6.� Attitude� towards� the� Korean� and� Korean� Fashion

Mean S.D Variance(%) Cronbach's� α

Attitudes toward the Korean Image 4.08 .80 80.17 .88

Attitudes toward the Korean Wave 3.91 .91 78.44 .86

Korean Fashion Brand Preference 3.82 1.02 88.65 .87

Purchase Intention of KFP* 3.79 1.34 89.49 .88

*KFP=Korean fashion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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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류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 

미지를 가질수록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류와 한국에 대한 태도 및 한국 패션브랜드 선호  

도 및 한국 패션제품 만족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와 한국에 대한 태도는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

니라 한국 패션제품 선호도와 만족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류지각이 높을수. 

록 매개변수를 통하여 한국 소비재 제품태도가 높아진다고 

한 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Bae and Kim(2012) .

한국 패션브랜드 선호도가 한국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한류에 , 

대한 태도 한국에 태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패션제품 , 

만족도는 미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 

결과는 한류와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한국 패션 상품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한국 패션상품 구매의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한국 패션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 

만족도가 한국 패션상품의 판매촉진 및 구매의도를 높이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구통계적 변인 가운데 성별 과 체류기간 및 달   ‘ ’ ‘ ’ ‘1

평균의복비 가 한국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자 유학생이 남자 유학생보다 체류기간이 . , 

짧을수록 달 평균 의복비가 많을수록 한국 패션제품 구매1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Ⅳ

본 연구는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외국 유학

생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복 착용 및 의류제품 구매 실태와 한국패션제품에 , 

대한 만족과 불만족 한국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학문적. , 

실무적 측면에서 의의는 다음과 같다.

Table� 7.� Effecting�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KFP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t R2 F

Affecting on the 

Korean Image
Attitudes toward the Korean Wave .692 15.381*** .48 236.563***

Affecting on the 

Preference

Attitudes toward the Korean Wave .277  4.32***

.45 105.15***

Attitudes toward the Korean image .449  7.01***

Affecting on the 

Satisfaction

Attitudes toward the Korean Wave .287  3.87***

.26 45.21***

Attitudes toward the Korean image .268  3.60***

Affecting on the 

Purchase 

Intention  

Attitudes toward the Korean Wave .359  5.61***

.45 106.06***

Attitudes toward the Korean image .373  5.83***

Korean fashion brand preference .865 26.86***

.83 616.60***

Satisfaction of KFPa .072  2.25*

Sex  .338  5.61***

.15 8.93***

Age  .000  -.01

Stayed period -.17  2.58**

Allowance -.09  -1.36

A monthly cost of clothing  .230  3.71***

aKFP=Korean fashion product   ***p<0.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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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로드샵과 인터넷에서 주로 의복을 구매하였으며 한   , , 

달 평균 의복비는 만원이 가장 많고 년간 패션제품 구5-10 , 

매 횟수는 개 이상이 로 나타났다 구매품목은 바지9 53.8% . , 

셔츠 속옷 자켓 점퍼 원피스 스커트 등을 많이 구매하였, , , , , 

으며 의복 선호스타일로 운동복과 정장 캐주얼 등의 순으, , 

로 그리고 의복 선호색은 검정색 흰색 청색 적색 순으로 , , , , 

나타났다 구매한 한국 의류제품 중 사이즈 불만족 제품으로 . 

바지와 셔츠를 높게 응답하였으며 불만족한 부위로 바지T , 

통과 소매길이 허리 어깨 등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들, , , 

과 비교할 때 국가 간 의복구매행동 비교를 통해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불만족 제품과 불만족 . 

부위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들의 신체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요구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선호하는 패션스타일과 

색상을 반영한 상품기획 전략과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한 인, 

터넷 시스템 구축을 통해 패션기업이 우즈베키스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패션제품 구매 시 제품평가기준으로 색상 디자인  , , , 

사이즈 소재 등 심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 

며 패션제품을 구입하기 전 이용하는 정보원으로 친구 주위, /

사람들과 같은 인적정보원을 가장 중시하고 다음으로 인터

넷광고를 선호하였으며 점포선택기준으로는 고객요구 불만, /

처리와 교환 반품 환불 등 고객 대응 서비스를 매우 중요하/ /

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한국과 . 

중국의 대학생들 과 (Nam et al., 2013; Park et al., 2005)

같이 공통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도 의복 평가기준으

로 디자인 색상 맞음새 등 심미성을 가장 중시한다는 것을 , , 

발견하였다 따라서 제품 기획시 심미적 감각적 기준을 높. , 

여야 하고 정보원으로 친구 주위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 /

하므로 등을 매개로 하는 구전광고와 인터넷 광고가 SNS 

효과적일 것이며 교환 환불 반품 등의 구매 후 점포서비, , , 

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패션제품 만족도에 대하여 품질 과 색상 만족도 그  ‘ ’ ‘ ’

리고 세탁 관리 만족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고 사이즈와 ‘ / ’

가격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의 물가와 .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의류제품 가격이 자국보다는 상대적으

로 비싸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소비자들의 한국 의류제품의 높은 품질

에 대한 만족 대비 적절한 가격의식을 가질 수 있는 광고전

략과 위의 불만족 제품과 불만족 부위에 대한 결과와 함께 , 

낮은 사이즈만족 대하여 우즈베키스탄 소비자 체형 연구와 

이를 반영한 상품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한류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  ,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높은 국가 이미지와 

더불어 한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한국패션상품 이미지, 

와 연결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과 동시에 한류 이미지 스타 , 

등을 이용한 프로모션 전략의 구상이 필요하다. 

넷째 각 변수들 즉 한류 및 한국에 대한 태도와 한국   , , , 

패션제품 만족도와 선호도가 한국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가 한국 국가 이미지에 .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고 한류와 한국에 대한 태도가 한국 ,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한국 패션, 

제품 선호도와 만족도를 통해 구매의도에 간접적으로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류와 .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한국 패션상품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 

음악 등 한류가 중앙아시아의 가장 큰 시장인 우즈베키스탄

을 비롯하여 이슬람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엔터테인먼트 시

장에 대한 문화적 차원의 전략이 전제 되어야 하며 패션기, 

업은 한류를 이용한 콜라보레이션 및 패션상품 개발과 한류

이미지를 반영한 광고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구통계적 변인 가운데 성별과 체류기간 및 달   , 1

평균의복비가 한국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쳐 여자 유학생이 남자 유학생보다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 , 

달 평균 의복비가 많을수록 한국 패션제품 구매의도가 높1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조사에 의하면 농경사회의 민. 

족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활동 제약을 받고 있어 여자 유학생이 매우 낮

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즈베키스. 

탄은 정부의 국제적인 개방의도와 선진국 모델을 수용하려

는 교육과 경제 분야 정책들을 통하여 폐쇄적인 전통 문화

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진출과 발전된 글로벌

한 환경으로의 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와 함께 전통문화 환경에서 억제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와 국제적인 진출 영역도 넓어지므

로 자신의 감성과 미적인 표현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스럽, 

게 패션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 우즈베키스탄 . 

정부의 활발한 국제교류와 적극적인 교육 분야의 지원책의 

붐을 타고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로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 

유학생들은 한국식 소비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해지

고 한국 패션제품의 사용 경험이 소비생활에 반영되어 한국, 

의 독특한 취향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한국패션에 대한 선. 

호도와 구매의도가 높은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젊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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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모델이 될 것이며 한국 패션,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패션시장에 진입하는데 통로와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소비자집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중앙아시아의 인구 대국인 우즈베키스탄 소비시장에 패

션기업이 진입하려고 할 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의해 야, 

기되는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현지의 

문화와 소비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데 의의를 가진다.

여섯째 학문적인 의의는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들 가운데   ,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패션 관련 분야에서 중국과 베트남 일, , 

본 유학생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우즈베키스탄의 현

지인이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류학 분야의 연구가 전무

한 가운데 본 연구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대상으로 패션, 

제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 학문

적 의의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한 유학생들을 1-2

대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

리가 있을 것이며 연구결과에서도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한, 

국패션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나 체류기간이 길고 한국 패션, 

제품 사용경험이 많은 유학생들에 대한 정성적인 후속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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