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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travel motivation of Korean overseas tourists influenced shopping beha-

vior. We first identified factors of the travel motivation and then categorized types and attributes of shop-

ping products and shopping stores. We then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vel motivation and

shopping products and shopping channels. A questionnaire method was applied for this survey, while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data. The results are listed below. First, nature & lei-

sure, rest, family, pleasure, hobby & fitness, and discovery were identified as 6 factors of travel motivation.

Second, shopping products of overseas touris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fashion & luxury, daily

goods, and memento. There were four attributes of products, namely, design, utility, economy, and prestige.

Major types of shopping stores were souvenir shops, fashion channels and local markets; the shopping store

attributes identified were location & salesperson, assortment & atmosphere, and display. Third, overseas

tourists' motivation was shown to influence the selection of product types and attributes. Those who traveled

for rest, family, pleasure, hobby & fitness orientation were inclined to purchase fashion & luxury goods,

and daily goods; however, those who traveled for rest and hobby & fitness orientation also tended to buy

memento. The effect of the travel motivation was shown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product attributes.

Fourth, tourists' motivation was shown to affect store type selection and attributes. Those whose traveled

for rest, family, pleasure, hobby & fitness preferred souvenir shops while those seeking nature & leisure and

pleasure tended to visit fashion channels and local markets more often. Travelers seeking nature & leisure

and discovery cared for all three store attributes while family oriented and pleasure seeking tourists consi-

dered shopping store location, salesperson and display attributes as important.

Key words: Travel motivation, Product type, Product attribute, Shopping store type, Shopping store attri-

bute; 여행동기, 상품유형, 상품속성, 매장유형, 매장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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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며 여행을 위해 소비하는 비용은 178억 달러에

이르러서, 10년 전인 2003년의 해외여행 인구수(710만

명)와 여행비 지출(83억 달러)에 비해 각각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많은 해외여행자들은

해외방문지에서 자연과 문화 체험, 여가활동 외에도 쇼

핑을 하였다고 한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

urism, 2012). 구체적으로는 전체 해외여행자의 70%가

여행하는 동안 쇼핑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쇼핑지출

액은 전체 여행경비의 약 22%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높았다.

여행의 증가와 여행비 지출액 상승 등은 소비자의 라

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여행과 여행

지 구매행동은 현대인 주요한 소비활동으로 간주되며 일

상생활에서 벗어나 여행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은

여행동기에 의해 자극될 수 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다

양한 목적과 동기에 의해 여행지를 결정하고 여행지에

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 동기는 제품에 대한 정보

탐색이라든지 제품평가는 물론 구매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행자들의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로 여행지 상

품구매의 의미(Gordon, 1986), 여행상품 구매자들의 특

성 비교(Littrell et al., 1994), 여행자와 소매업자의 구매

행동 대한 인식 비교(Swanson & Horridge, 2002), 여행

상품 구매의도(Kim & Littrell, 2001),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자의 상품선택 요인 및 만족도와 구매 후 태도

(Park, 2000), 해외여행자들의 몽골 캐시미어 제품 구매

동기 및 중요시되는 제품속성 조사(Svetlana et al., 2014)

등이 있었다.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활동은 국내 소

매업체 뿐 아니라 해외소매업체에서도 이루어지며 구매

하는 상품이나 구매장소 특성은 여행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Swanson & Horridge, 2004). 해외여행자의 경우

국내 여행자와는 다른 동기와 다른 욕구를 가질 수 있

으며 그에 따라 구매행동 특징도 다를 수 있다. 해외여행

자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게 되며 여행지에서

의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상품이나 독특한 디자인의 제

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

렵거나 수입에 따른 고가격의 제품을 제조국가에서 상

대적으로 저가에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이

렇게 구매된 제품은 여행자 본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선물용으로 쓰이게 된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여행자들의 동기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우가 많았고, 우

리나라 여행자들의 해외여행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해외여행 증가와 여행비 지출 상승, 및 여행

쇼핑 금액이 늘고 있는 추세 속에, 소비자의 구매동향

을 예측하고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이해하려면 여행 시

구매행동에 관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 구매행동 특성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여행의 주요 동기와 쇼

핑상품의 유형과 속성, 쇼핑장소의 유형과 속성을 구조

적으로 확인하고, 해외여행 동기가 상품과 쇼핑장소 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여행지 유통업체별로 자신의 매장을 찾는

여행자의 여행동기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며, 그에

맞는 상품 및 매장환경을 구성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해외여행 동기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의 첫 단계는 욕구인식으로 욕구

는 개인이 현재 위치한 상태와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에

차이가 있을 때 생긴다(Engel et al., 1995). 욕구가 발생

하면 사람들은 마음의 긴장상태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긴장감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추진력을 동기라고 정

의한다(Lim et al., 2006). 개인적 욕구의 차이에 따라 내

면적인 긴장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동기의 방향이나 크

기도 사람마다 같지 않다. 욕구에 기초한 동기는 소비자

행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정신적 욕구나 사회적 욕구해

소를 위해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 여행을 하고 다양한

여행활동에 참여하게 된다(MacCannell, 2002).

Crompton(1979)은 사람들의 여행동기를 9유형으로 설

명하였는데, 일상으로부터의 일탈, 낯선 곳에 대한 탐험,

심신의 휴식, 유명한 곳 방문, 자연으로의 회귀, 가족친목

도모, 사회적 관계 증진, 교육적 목적, 새로움 추구 등이

포함된다. Loker and Perdue(1992)는 여행동기에 기초

하여 여행자들을 여섯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자극 추

구과 일상탈출, 모험심 추구, 친지와의 유대감 형성, 자

연환경 감상, 일탈을 위한 일탈, 다양한 혜택을 복합적

으로 추구하는 집단들이 제시되었다. 서로 다른 여행동

기를 추구하는 각 집단은 여행정보 수집 매체도 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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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는 여행상품의 특성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ysal and Jurowski(1994)는 여행동기를 유발요인에

따라 내면적 동기와 외면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내적 동

기는 개인의 내적인 욕구에서 비롯되며 일상탈출, 휴식,

여가, 명성 추구, 건강, 모험, 친목욕구 등이 포함된다. 여

행의 외적 동기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발생

하는데 매력적인 여행지(예: 멋있는 자연경관,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제공, 문화적 유적지)와 여행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추구 혜택 기대, 마케팅 이미지, 새로움)을

통해 형성된다. Oh et al.(1995)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

기에 근거하여 여행자 시장을 편안함 추구, 문화 ·역사

추구, 새로움 추구, 호화로움 추구 집단의 네 가지로 분

류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선함과 모험 동

기가 높은 집단과 호화여행자 집단은 여행지 선정의 중

요한 외적 요인으로 쇼핑을 언급하였다. 또한 여행동기

에 근거한 여행자 세분화는 세분시장별 여행상품 개발

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Littrell et

al.(1994)은 미국 국내 여행자들을 여행동기에 따라 인류

학적 호기심, 역사 유적지 탐방, 도시 관광, 야외활동 관

심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집단별로 구매행동의 차이가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Crompton(1979)을 비롯한 초기 연구들(Loker & Per-

due, 1992; Oh et al., 1995; Uysal & Jurowski, 1994)에서

는 쇼핑이 여행동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연구

에서는 쇼핑이 주요한 여행활동으로 보고되거나(Swan-

son & Horridge, 2002) 여행동기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Sirakaya et al.(2003)은 터키를 여행하는 일본인 여행자

의 여행동기를 조사하였는데 쇼핑 및 지역특산품 구매

가 주요한 여행동기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쇼핑은 해

외여행의 외적 동기로 작용하며 여행지 활동들 중 금전

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Mumu-

ni & Mansour, 2014). Svetlana et al.(2014)의 연구에서

는 몽골을 방문하는 해외여행자들의 몽골 캐시미어 쇼

핑동기를 조사하였으며 실용성, 기분전환, 선물 및 기념

품 구매의 세 가지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행동기를 개인의 내적, 외적 동기에 근거한다고 보고

쇼핑은 그에 따른 소비자 행동으로 간주하여 동기에 포

함시키는 대신 여행지 행동으로 조사하였다.

2. 해외여행자의 구매행동

쇼핑이 주요 해외여행동기가 아닌 소비자들에게도 여

행지에서의 상품구매는 주요한 여행활동이 되고 있다.

여행자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품과 구매장소

의 특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각각의 종류 및 속성

이 논의되었다(Graburn, 1976; Littrell et al., 1994; Park,

2000; Swanson & Horridge, 2004: Turner & Reisinger,

2001). Littrell et al.(1994)은 여행동기와 선물구매 행동

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국내 여

행자들의 여행유형이 네 가지로 나뉘었고, 여행자들의

구매행동 특성은 선물구매 행동(구매상품, 상품선택 기

준, 쇼핑장소 선호도)에 따라 구별되었다. Swanson and

Horridge(2004) 역시 미국 여행자들의 여행활동 유형이 구

매상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13가지 상

품종류와 세 가지 상품속성, 세 가지 매장속성 등을 확

인하였다. 소비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품특성이

나 매장특성을 고려하여 쇼핑장소를 선택하며, 쇼핑장

소에 대한 이미지는 물리적 환경, 상품에 대한 인식, 서

비스 품질 지각을 통해 형성된다(Semeijn et al., 2004).

일반적으로 여행자들이 구매하는 상품유형들은 예술

품, 공예품이 될 수도 있고 보석류나 가죽제품, 가정용품,

자연환경을 묘사하는 상품, 그림이나 글씨가 들어간 기

념품들(접시, 머그잔, 티셔츠 등), 의류, 우편엽서, 지역

특산품(음식, 옷) 등이 있다(Swanson & Horridge, 2004). 우

리나라 해외여행자들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상품들로는

관광지 기념품(40.3%), 향수/화장품(34.8%), 주류(28.2%),

식품류(25.4%)는 물론 의류(22.8%), 보석/액세서리(8.4%),

피혁제품(7.7%), 시계(4.8%), 그리고 담배(20.5%)와 건

강식품(8.9%) 등이 확인되었다(Korea Tourism Organiza-

tion, 2009). 여기서 주목할 점은 향수/화장품, 의류, 보석/

액세서리, 피혁제품, 시계 등과 같은 패션상품들의 구매

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같은 연구의 결과로, 향수/화장품

은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나 더 많았으나 의류는 본

인이 입을 용도로 구매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속성으로는 들고 다니기 편

해야 하며 값이 비싸지 않은 것, 관리하기 쉬우며 집에

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이다(Graburn, 1976). Turner and

Reisinger(2001)는 여행자들이 중요시하는 상품속성으

로 가치(가격, 품질), 상품형태(색상, 전시방법, 포장, 사

이즈), 독특성(여행기억을 떠오르게 하는)의 세 가지를

확인하였다. Pysarchik(as cited in Park, 2000)은 해외여

행객들이 구매하는 상품의 장거리 운반을 언급하면서

제품크기, 파손위험성, 관리용이성을 주요 상품속성으

로 꼽았다. Svetlana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외국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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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몽골 캐시미어 제품 구매속성으로 상품우수성,

독특성, 과시성, 경제성, 유행성의 다섯 요인을 제시하

였다.

소비자의 구매욕구는 생리적, 심리적 요인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매를

자극하는 매장유형이나 매장속성은 소비자의 구매를 이

끌어내는 주요한 요인들이 될 수 있다(Lim et al., 2006).

그런 의미에서 매력적인 쇼핑장소 특성은 여행자들의

구매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일반적인 구매장소 유형

으로는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슈퍼마켓, 잡화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등의 온라

인 매장이 있다. 여행자들의 경우에는 시간적 제약 때문

에 여행지 주변의 오프라인 매장들을 주로 방문하며 기

념품 매장이나 특산품/공예품 매장, 지역시장 등에서 쇼

핑을 많이 하였다(Littrell et al., 1994). 특히 해외여행자

들의 경우 관광지 기념품 매장 외에도 도시의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등의 일반적인 소매점이나 공항이나 호

텔의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Tourism Organization, 2009; Park, 2000).

Berry(1969)는 일반적인 매장의 속성으로 가격, 품질,

구색, 유행성, 판매원, 위치, 편의성, 서비스, 판촉활동,

광고, 매장분위기, 명성 등 12가지 속성을 제시하였고

이들 속성들이 매장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Py-

sarchik(as cited in Park, 2000)은 여행자들의 경우 이동

수단이 제한되기 때문에 교통편리성, 영업시간 및 주

차시설, 접근용이성, 숙박지와의 근접성 등이 쇼핑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ittrell et al.(1994)의

연구에 의하면 매장상품 구성이나 디스플레이 방식, 판

촉활동과 더불어 판매원의 태도나 매장분위기가 여행

자들의 구매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Goeldner et al.(2000)도 매장 내 진열방식이나

진열제품의 품질, 매장이미지, 그리고 판매원의 친절성

과 설명, 강매하지 않는 태도 등 판매원의 역할이 매장

선택에 중요하다고 기술하였다. Park(2000)은 한국을 방

문한 일본인 여행자들의 구매행동을 조사하였으며 쇼

핑장소 요인으로는 입지, 다양성, 시설 및 분위기, 판매

원 등의 네 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Swanson and Horridge(2002)는 여행자들의 여행활동

유형이 구매장소 속성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매장속성 중에는 판매원의 태도, 매장분위기, 진열

방식 등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행활동은 여행

동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행동기와 구매행동 역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 동기와 구매행동 특성

을 확인하고 동기와 구매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다섯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해외여행 동기를 확인한다.

연구문제 2. 소비자의 해외여행 시 쇼핑상품 유형과

속성을 확인한다.

연구문제 3. 소비자의 해외여행 시 쇼핑매장 유형과

속성을 확인한다.

연구문제 4. 해외여행 동기가 쇼핑상품 유형과 쇼핑

상품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5. 해외여행 동기가 쇼핑매장 유형과 쇼핑

매장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자료수집과 표본특성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연구와 예비조사를 거쳐 여행동기, 쇼핑상품과 쇼

핑장소에 대한 주요 문항들을 추출한 다음, 본 조사에

서는 20~50대 중 최근 1년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남녀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

인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2013년 8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고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총 431명

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로는 남자가 221명(51.3%), 여자가 210명(48.7%) 조사되

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부터 50대까지 25% 내외로 고

르게 분포되었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이 62.6%, 기

혼이 36.7%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87.3%

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원(47.8%)이 가장 많았

고, 서비스판매직 5.6%, 전문기술직 13.5%, 전문직 6.7%,

학생 11.1%, 전업주부 12.5%, 기타 2.8%로 나타났다. 가

구당 월소득면에서는 200만 원 미만 4.6%, 200~400만 원

21.3%, 400~600만 원 33.6%, 600~800만 원 24.1%, 800~

1000만 원 10.7%, 1000만 원 이상은 5.6%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주된 해외여행 목적은 여가/휴가가 74.7%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출장/회의가 10.4%, 친지/친구 방문

이 5.1%, 순이었다. 해외여행 시 참여활동을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쇼핑을 하였고(94.0%), 그밖

– 297 –



138 한국의류학회지 Vol. 39 No. 2, 2015

에 도시 관광(82.8%), 자연경관 관광(78.4%), 고궁/유적

지 방문(63.1%), 유명식당 방문(59.2%) 등을 하였다(중복

응답 허용). 구매한 상품용도는 선물용이 50.6%, 본인 사

용 48.1%, 판매용 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쇼핑 비

용 및 패션쇼핑 비용은 100만 원 미만이 각각 67.3%,

86.1%를 차지하였다.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여행 동기, 쇼핑상품 유

형과 속성, 쇼핑장소 유형과 속성변인을 측정하는 문항

들이 설문지에 포함되었다. 여행동기 변인은 총 21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상품유형은 13문항, 상품속성은 17문

항, 쇼핑장소 유형은 10문항, 쇼핑장소 속성은 17문항

으로 이루어졌다(Table 1)−(Table 5). 여행동기 문항들은

Uysal and Jurowski(1994), Littrell et al.(1994), Swanson

and Horridge(2004)의 연구를 참고하였고 쇼핑상품 유

형과 속성, 쇼핑장소 유형과 속성에 대한 문항은 Littrell

et al.(1994)과 Park(2000)의 연구와 Korea Tourism Orga-

nization(2009)의 해외여행 실태에 관한 조사문항을 참

고하여 작성되었다.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통해 구매

한 상품의 유형과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품속성,

구매를 위해 방문했던 매장유형과 선호하는 매장속성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문항들은 5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중요하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매우 중요하

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응답자들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들이 조사되었다.

해외여행 동기, 쇼핑상품의 유형과 속성, 쇼핑장소 유

형 및 속성변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요인분석하여 각

변인별로 유의미한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타당도 검정을

위해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고유값(Eigen value) 1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으며,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회전하였다. 요인분석 후 여행동기 요인들이

쇼핑상품 유형과 속성, 쇼핑장소 유형과 속성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 통계패키지가 사용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가 확인되었다.

IV. 연구결과

1. 해외여행 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우리나라 여행자들의 해외여행 동기유형을 확인하

기 위해 21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1>에 나와 있다.

해외여행 동기에 관한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고

유값이 1.0 이상인 요인들은 여섯 개로 확인되었다. 요인

1은 자연경관 감상 및 흥미로운 곳 방문, 일상으로부터

일탈 등의 문항에 높은 요인적재치를 보여 ‘자연과 여

가 추구’ 동기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특별한 일정 없이

지내기, 자아를 찾는 시간이나 낭만적인 시간을 갖겠다

는 문항에 요인적재치가 높게 나타나 ‘휴식 추구’ 동기

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친지 방문, 자녀나 가족, 동료들

과 함께 한다는 문항에 높은 요인적재치를 보여서 ‘가

족유대감 추구’ 동기로 명명하였고 요인 4는 특이한 곳

이나 유명한 장소 방문, 고급스러운 여행경험을 추구하

는 문항에 요인적재치가 높이 나타나 ‘즐거움 추구’ 동

기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탐험활동이나 취미, 운동 및

신체단련 문항에 요인적재치가 높았으므로 ‘취미 및 신

체활동 추구’ 동기로, 요인 6은 낯선 곳, 전에 가보지 못

한 곳, 지역주민이나 역사에 관심을 갖는 문항에 요인적

재치가 높아 ‘새로운 발견’ 동기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여섯 가지 해외여행 동기는 Loc-

ker and Perdue(1992)의 여행동기 요인들(자극 추구와 일

상탈출, 모험심 추구, 친지와의 유대감, 자연감상, 일탈

을 위한 일탈, 복합적 혜택 추구)이나 Uysal and Jurowski

(1994)가 언급한 여행의 내적동기 요인들(일상탈출, 휴

식, 여가, 명성 추구, 건강, 모험, 친목욕구)과 유사하다.

즉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려

는 동기를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 개

해외여행 동기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여행동기의 누

적분산량은 62.27%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 값은 .795에서 .608로,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

적 일관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Cron-

bach's α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Chae, 2013).

2. 쇼핑상품 유형과 속성에 관한 요인분석

우리나라 해외여행자들이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유형

을 확인하기 위해 13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고 신

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해외여행

에서 구매한 상품유형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인 하위요인들은 세 가지로 확인되었다. 요인 1

에서는 가방 및 가죽제품, 향수 및 화장품, 의류, 시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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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analysis of travel motivation scal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Nature &

leisure

Seeing spectacular scenery .771

5.783 15.20 .795

Escaping from daily routine .742

Visiting exciting places .680

Getting plenty of rest .657

Being close to nature .597

Rest

Not having a schedule .719

2.136 10.56 .618
Having time to be myself .661

Returning to places .513

Having time for romance .428

Family

Visiting family or friends .789

1.778 09.77 .608Finding activities for children .707

Doing things with family or travel companions .475

Pleasure

Going to many different places .798

1.301 09.62 .642Going to famous places .781

Staying in luxury while on a trip .537

Hobby &

Fitness

Participating in adventuresome activities .786

1.047 08.95 .663Pursuing a hobby .668

Exercising and keeping physically fit .636

Discovery

Going to places off-the-beaten track .682

1.033 08.18 .671Visiting places I have never been before .663

Gaining a new perspective on people & history .469

% of total variance 62.27

Table 2. Factor analysis of shopping product type scal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Fashion &

luxury

Bags and leather goods .837

4.337 20.89 .780

Cosmetics and perfumes .741

Clothes .663

Watch, fine jewelry, and fur goods .642

Accessories .639

Daily supplies

Household electronics .776

1.711 17.63 .685
Cigarette and liquor .672

Toys .664

Medicine and health food .483

Memento

Crafts, antiques, and collectibles .773

1.065 16.19 .679
Local foods .641

Books, booklets, and stationary .575

Pottery and kitchenware .557

% of total variance 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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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류, 장신구 문항에 요인적재치가 높아 ‘패션 및 사

치품’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가전제품, 술과

담배, 장난감, 의약품 및 건강제품 문항에 높은 요인적

재치를 나타내어 ‘일상용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에

는 공예품이나 골동품, 지역특산품, 서적이나 문구류, 도

자기 등의 요인적재치가 높아서 ‘기념품’ 요인으로 명명

하였다. 이와 같은 상품유형은 미국 국내 여행자들을 대

상으로 한 Littrell et al.(1994)의 연구결과와 조금 달랐

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세 가지 상품유형 요인들의 Cron-

bach's α 값은 .780에서 .679까지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

었고, 이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누적분산량은 54.72%

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중요시하는 속성문

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상품속성에 대한 고유값이 1.0 이상인 하위요인들은 네

가지로 확인되었다. 요인 1은 흥미로운 디자인이나 색

상, 수집용 가치나 장식에 적합함, 여행지 생산품, 여행

지 이름 명시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디자인’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관리나 포장용이성, 사용가능성,

선물용 문항의 요인적재치가 높아 ‘실용성’ 요인으로 이

름하였다. 요인 3에는 적절한 가격, 품질, 국내보다 저

렴한 가격문항이 포함되어 ‘경제성’ 요인으로 명명하

였으며, 요인 4는 유명상표, 유명제작자, 혁신성의 문항

이 요인적재치가 높아서 ‘명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품속성 요인은 Graburn(1976), Pysarchik(as cited in

Park, 2000), Turner and Reisinger(2001)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경제성 요인에서 ‘국내에서보다 저렴

함’ 문항이 포함된 점은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다. 이는

고가의 사치품의 경우 국내와 해외소비자 가격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여행하는 동안 고가 사치품을 구매

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다.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은 .760에서 .531로 내적 일관성이 높았으며, 이 요인

들에 의해 설명되는 누적분산량은 56.56%로 나타났다.

3. 쇼핑장소 유형과 속성에 관한 요인분석

해외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쇼핑매장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세 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Ta-

ble 4). 요인 1은 장인공방이나 여행지 매장, 선물가게,

미술관이나 박물관, 호텔 등의 선물매장, 잡화점이 포

함되어 ‘기념품점’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에는 할인점

이나 백화점, 전문점, 공항면세점 등 일반적인 패션유

통매장들의 요인적재치가 높아서 ‘일반 패션매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재래시장이나 벼룩시장의 단일

Table 3. Factor analysis of shopping product attribute scal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Design

Good for your collection .698

5.006 16.88 .760

Item can be displayed at home .694

Made in the country you are visiting .630

Name or design related to place visited .612

Humorous design .589

Appealing design and color .556

Utility

A good gift .687

2.601 15.21 .754

Easy to care for .672

Easy to pack and carry with you .670

Item can be worn .650

Item can be used .586

Economy

Proper price .816

1.440 14.33 .730Good quality .775

Cheaper than in Korea .708

Prestige

Famous brand products .695

1.109 10.14 .531Made by well-known artisan .615

New and innovative .459

% of total variance 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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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이 포함되어 ‘지역시장’으로 이름하였다. 이들 세 요

인의 Cronbach's α 값은 .749~.667로 신뢰도가 높았으

며, 총 누적분산량은 58.33%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쇼핑매장의 속성에 대

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쇼핑매

장 속성을 나타내는 17개의 문항들은 요인분석에 의해

세 하위요인들로 범주화되었다. 요인 1은 근접성, 교통

편의성, 친절하고 제품을 잘 아는 판매원, 이벤트와 눈에

띄는 진열 등의 문항들의 요인적재치가 높았으므로 ‘위

치 및 판매원’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진열상품

의 가격과 품질, 다양한 구색과 함께 둘러보기 편하거나

독특한 분위기 등이 언급되어 ‘상품과 분위기’ 요인으

로 이름 지었으며, 요인 3은 제작자나 상표의 명성, 현대

적 상품제시 방식과 깔끔한 진열, 독특성 문항들의 요인

적재치가 높아 ‘디스플레이’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806~.793으로 높게 나타났으

Table 4. Factor analysis of shopping store scal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Souvenir shop

Artisan's studio or workshop .707

3.264 26.26 .749

Shop at a tourist site .707

Gift shop .692

Art gallery or museum shop .690

Variety shop .545

Hotel gift shop .511

Fashion channel

Outlet or discount store .797

1.474 20.66 .667Department store or specialty store .716

Airport duty free shop .714

Local market Bazaar and flea markets .908 1.094 11.41

% of total variance 58.33

Table 5. Factor analysis of shopping store attribute scal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Location &

salesperson

Special in-store events .691

6.447 19.22 .800

Location in or near tourist attraction .674

Friendly salesperson .649

Knowledgeable salesperson .628

Visual display .625

High pedestrian traffic area .573

Assortment &

atmosphere

Competitive prices .834

1.621 18.73 .806

Good quality .747

Selection and variety .680

Willingly allow to browse .680

Unusual atmosphere .514

Display

Reputation of artisan or brands .735

1.190 16.51 .793

Store with a modern appearance .626

Items filling every space .605

Showing how items would be used .570

Items arranged selectively and neatly .528

Uniqueness .513

% of total variance 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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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총 누적분산량은 54.45%로 확인되었다.

4. 해외여행 동기가 쇼핑상품 유형과 쇼핑상품 속

성에 미치는 영향

해외여행 동기가 쇼핑상품 유형과 상품속성의 중요

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각각 <Table 6>−<Table 7>에 나와 있

다. 해외여행 동기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여행 시 구

매하는 상품유형과 중요시하는 상품속성을 종속변수

로 하였다.

<Table 6>에서는 해외여행 동기요인들이 상품유형

별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패션상품

과 사치품의 경우에는 휴식 추구, 가족유대감 추구 동

기, 즐거움 추구, 취미와 신체활동 추구 동기가 클수록

구매성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자연 및 여가 추구 동기와 새로운 발견 추구 동기는 패

션상품이나 사치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일상

제품 구매에 있어서는 휴식 추구, 가족유대감 추구 동

기, 즐거움 추구 동기, 취미와 신체활동 추구 동기가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자연 및 여가를 추구하

는 동기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한편 취미

및 신체활동 추구와 휴식 추구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기념품 구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행상품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해외여행 동기

는 가족유대감 추구, 휴식 추구, 취미 및 신체활동 추구

동기들로 확인되었고 새로움 추구 동기나 자연 및 여가

추구 동기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행활동 유형에 따른 구매품목의 차이를 지적한 Litt-

rell et al.(1994)이나 Swanson and Horridge(2002)의 결

과와 일관성을 가진다. 패션 및 사치품, 일상제품, 기념

품 구매회귀모델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여행동기 요인들이 구매상품을 예측

하는 설명력(Adj.)은 각각 15.5%, 16.1%, 10.8%로 조사

되었다.

해외여행자들의 여행동기가 상품속성 평가에 주는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travel motivation on shopping product type

Dep. vars.

Ind. vars.
Fashion & luxury goods (β) Daily supplies (β) Memento (β)

Nature & leisure  −.004***  −.153***  −.084***

Rest .189*** .111*** .118***

Family .141*** .283*** .098***

Pleasure .136*** .118*** .006***

Hobby & Fitness .136*** .139*** .206***

Discovery −.028*** −.022*** .089***

Adj. R
2

 .155***  .161***  .108***

F-value 14.110*** 14.704*** 9.704***

*p<.05, **p<.01, ***p<.001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travel motivation on shopping product attributes

Dep. vars.

Ind. vars.
Design (β) Utility (β) Economy (β) Prestige (β)

Nature & leisure  .244***  .370***  .319***  −.035***

Rest −.067*** −.072*** −.102*** .129***

Family .072*** .186*** .018*** .298***

Pleasure .040*** .024*** .090*** .161***

Hobby & Fitness .171*** .103*** .041*** .127***

Discovery .211*** .107*** .013*** .015***

Adj. R
2

 .269***  .328***  .128***  .246***

F-value 27.373*** 35.928*** 11.561*** 24.32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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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7>에 나와 있다. 자연과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동기가 높거나 취미와 신체활동

추구 동기가 클수록, 그리고 새로운 발견동기가 높을수

록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품디자인을 유의하게 중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가지 동기요인들과

함께, 가족유대감 추구 동기가 높은 경우에는 상품의

실용적 속성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가격과 품질 등의

경제성 속성은 자연과 여가활동 추구 동기에 의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휴식 추구, 가족유대감

추구, 즐거움 추구, 취미 및 신체활동 추구 동기가 높으

면 제품의 명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

행동기에 따라 고려하는 상품의 속성도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섯 가지 해외여행 동기 중 자연과 여가 추구 동기

가 높은 소비자는 상품의 실용성, 경제성, 디자인을 중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품속성 평가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구매상품 속성에 관한 회

귀모델의 F값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행동기 요인들의 구매상품 속성에 대

한 설명력은 각각 32.8~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5. 해외여행 동기가 쇼핑매장 유형과 쇼핑매장 속

성에 미치는 영향

해외여행 동기가 쇼핑매장 유형과 매장속성 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각각 <Table 8>−<Table 9>에 나와 있다.

해외여행 동기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여행 시 방문

하는 매장유형과 중요시하는 매장속성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행동기 요인들은 쇼

핑장소 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기

념품 매장을 주로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휴식 추구, 가족

유대감 추구, 즐거움 추구, 취미와 신체활동 추구 동기

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반 패

션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자연과 여가 추구 동기와 즐

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travel motivation on shopping store type

Dep. vars.

Ind. vars.
Souvenir shop (β) Fashion channel (β) Local market (β)

Nature & leisure  .013***  .304***  .274***

Rest .105*** −.056*** −.040***

Family .234*** .088*** .061***

Pleasure .126*** .174*** −.115***

Hobby & Fitness .221*** .086*** −.041***

Discovery .044*** −.015*** .257***

Adj. R
2

 .271***  .208***  .174***

F-value 27.580*** 19.872*** 16.057***

*p<.05, **p<.01, ***p<.001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travel motivation on shopping store attributes

Dep. vars.

Ind. vars.
Location & salesperson (β) Assortment & atmosphere (β) Display (β)

Nature & leisure  .253***  .570***  .165***

Rest .050*** −.219*** .003***

Family .195*** .051*** .254***

Pleasure .257*** −.020*** .088***

Hobby & Fitness .021*** .073*** .088***

Discovery .099*** .212*** .257***

Adj. R
2

 .382***  .486***  .375***

F-value 45.312*** 68.646*** 43.955***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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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움 추구 동기가 높은 여행자들이었다. 또한 자연경관

이나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지역문화를

체험하려는 여행자들은 지역시장을 방문하는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행자들은 지

역시장 방문이 유의하게 낮았다. 즉 즐거움을 추구하

는 동기는 여행지 쇼핑장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

이 됨을 알 수 있다. 해외여행 동기요인들의 선물전문점,

일반 패션매장, 지역시장 유형에 대한 회귀모델의 F값

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여행동기 요인

들이 쇼핑장소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27.7~17.4%로 나

타났다.

해외여행자들의 여행동기가 쇼핑장소 속성의 중요도

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9>에 나와 있다. 자연과 여가활동 동기가 높거나 가족

유대감 추구 동기, 즐거움 추구 동기, 새로운 발견 추구

동기가 높으면 매장위치나 판매원 태도속성, 그리고 매

장디스플레이 속성을 유의하게 중요시하였다. 매장 제

품구색과 매장분위기 요인은 자연과 여가활동 추구 동

기와 새로운 발견 추구 동기에 의해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되었으나, 휴식 추구 동기는 구색 및 분위기 요인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

해 여행동기가 서로 다른 소비자들은 선호하는 매장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 가지 해외여행 동기 중 자연과 여가 추구 동기

가 높은 소비자는 모든 매장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

하였고, 취미와 신체활동 동기가 높은 여행자는 매장속

성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쇼핑장

소 속성에 대한 회귀모델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

의하였으며 해외여행 동기요인들의 쇼핑장소 속성 설

명력은 각각 48.6~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람들의 해외여행 동기와 구매행동 특성

을 이해하고 해외여행 동기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여행의 주요 동기들은 자연과 여가 추구,

휴식 추구, 가족유대감 추구, 즐거움 추구, 취미와 신체

활동 추구, 새로운 발견 추구 등의 여섯 가지로 확인되

었다. 해외여행 동기에 대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조사

내용과 일관성이 있다.

둘째, 해외여행에서 구매하는 상품의 유형은 크게 패

션 및 사치품, 일상용품, 기념품의 세 가지로 나뉘었다.

국내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Littrell et al.(1994)의 연구

결과와 달리 우리나라 해외여행자들은 여행지에서 고

가의 패션제품이나 사치품, 또는 고가의 일상용품을 구

매하였다. 이는 해외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

(2000)과 Svertlana et al.(2014)의 연구내용과 유사하였

다. 해외에서의 고가 상품 구입은 과시적 목적 외에도

국내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된 현지 상품을 구매하는 경

제성을 추구하는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

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상품속성은 디자인, 실용성, 경

제성, 명성의 네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성 요인

에는 국내보다 싼 가격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해외여행자들의 쇼핑장소 유형은 기념품점, 일

반 패션매장, 지역시장으로 분류되는데, 백화점이나 전

문점, 할인점, 공항면세점에서의 구매가 많다는 점이 해

외여행 쇼핑의 특성으로 확인되었다. 쇼핑장소 속성은

매장위치와 판매원 태도, 상품 및 분위기, 디스플레이

등의 세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넷째, 해외여행 동기가 쇼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해외여행 동기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여행 시 구매하는 상품유형과 속성, 구매장소의 유형과

속성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해외여행 소비자들은 여행동기에 따

라 구매상품 특성이나 선호하는 매장이 다른 것으로 확

인되었다. 휴식 추구, 가족유대감 추구, 즐거움 추구, 취

미와 신체활동 추구 동기가 클수록 패션상품과 사치품

구매가 높아지지만, 자연 및 여가 추구 동기와 새로운 발

견 추구 동기는 패션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즐거움 추구 동기가 높은 여행자들은 일반 패션매

장을 많이 찾으며 지역시장을 적게 찾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Littrell et al.(1994)의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가지며,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여행동기

가 상품과 매장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

었다.

다섯째, 해외여행 동기에 따라 선호하는 매장속성이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휴식이 목적이 아닌 대부분의 여

행자들은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매장에서 상품

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으며, 친절한 판매원은 구매를 촉

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품과 매장특성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의 설명력에 비추어보면 본 연구의 여행동기

개념은 상품특성(유형과 속성)보다 매장특성을 더 많이

설명하며, 상품이나 매장의 유형보다는 각각의 속성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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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매업체들은 바람직한 매장속성을 제공하는 것이 매

장을 찾는 여행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한국 여행자들의 해외여행

동기요인을 확인하고 여행동기와 구매행동 간의 관련

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여행 동기가

구매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지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여행소비자 행동에 나타나는 국가 간 보편

성(예: 여행동기의 보편성)과 특수성(예: 구매상품 유형

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소비자 행동의 특성

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여행자들의 해외쇼핑 행동에 관

련된 연구이기는 하나 국내 패션소매업체들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은 1217만 명이었고 일인당 245만 원을 여행경비로 지

출하였으며, 특히 중국 등 아시아 관광객은 의류와 화

장품 구매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찾은 외국

인 관광객 [Foreign visitors in Seoul]”, 2014). 이들은 평

균 6.8일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5.3일은 서울에 머무르

며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 인사동 등지에서 쇼핑을 하

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패션상품과 사치품

구매를 좋아하며, 특히 쾌락적 동기가 높은 여행자들은

일반 패션매장을 많이 찾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을 찾는 해외관광객들의 구매행동과 일관성이 있다. 따

라서 국내의 백화점, 전문점, 아웃렛 등 소매업체들은

도심여행을 즐기는 외국인 여행자들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매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예: 언어소통이 원활

한 판매원 배치, 외국어 제품설명서) 매출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약점으로는 해외여행 시 구매행동을 예

측하는 변인으로 여행동기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설명

력이 높지 않은 점이다(Adj. R
2 
범위가 48.6~10.8%). 여

기서는 여행동기 변인의 영향력만 보는데 관심을 가졌

으므로 기타 변인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

해외여행 시 구매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

(예: 인구통계적 변인)을 추가한다면 회귀모델의 예측

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후속 연구로는

해외여행 동기요인들을 활용하여 여행소비자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로 구매상품의 유형이나 중요시하는

상품속성에 차이가 있는지, 쇼핑장소 유형과 선호하는

매장속성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여

행동기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각 군집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이나 행동적 특성(예: 추구 혜택, 구매

빈도, 구매상품 및 매장특성)이 차별적으로 확인된다

면 시장세분화 요소로서 해외여행 동기변인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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