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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관광 시 패션상품구매에 관한 연구로서 한국 

패션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쇼핑활성화를 위하여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 및 쇼핑동기를 

살펴봄으로써 지속적인 중국관광객의 패션상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한 자국-여행국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 및 패션상품구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둘째,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20대에서 40대 중국인 관광객 

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변수들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셋째, 중국인 관광객의 자국-여행국 거리지각이 

관광쇼핑동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관광쇼핑동기가 패션상품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5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10월 중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총 500개의 설문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추출된 데이터는 

사회과학 통계패키지 SPSS, AMO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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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등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관광쇼핑동기로는 사회성, 상품성, 기념성 등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브랜드 태도를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 및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 2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분산분석을 통해 

인구통계적 특성 및 여행 특성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측정변수들의 결론을 설명하면, 

중국인 관광객의 나이가 어릴수록 한국과의 경제적 거리를 더 크게 

지각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여행 시 쇼핑동기를 더 많이 느낀다. 

월평균 총 가계 소득이 적을수록 한국을 지리, 문화, 경제적으로 더 

멀리 지각하며 200~400 만원 적당한 선에서 상품적 쇼핑동기를 

가장 많이 느낀다. 거주 지역 관하여 살펴보면, 화남지역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장 멀리 여기고 

있고, 사회적 및 상품적 쇼핑동기가 가장 크다. 

둘째, 여행 특성에 따른 측정변수들의 차이를 설명하면, 단체 

관광객들은 개별 관광객에 비해 사회적 쇼핑동기가 더 크고 개별 

관광객이 글로벌 패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경비가 

200만원 기준으로 많을수록 한국을 지리적으로 멀리 지각하고 

경제적으로 가깝게 여기며 글로벌 패션을 더욱 선호한다. 

여행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을 지리적으로 멀리 지각하고 문화적으로 

가까이 여기며, 로컬 패션 브랜드를 더욱 선호한다. 여행목적에 

있어서 쇼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한국을 거리적으로 

가까이 지각하고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다고 여긴다. 방문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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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국을 지리적으로 떨어진 

나라로 지각하고 재방문 관광객들은 한국을 가까이 지각하면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더욱 선호한다. 

셋째, 중국인 관광객의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이 여행 

시 쇼핑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리적 거리를 멀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쇼핑동기가 커지고, 문화적 거리가 클수록 

사회적 및 기념적 쇼핑동기가 커지며, 경제적 거리가 클수록 세 

가지 차원의 쇼핑동기 모두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에서의 쇼핑동기가 패션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쇼핑동기가 높을수록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가 커지고, 상품적 쇼핑동기가 높아질수록 

패션브랜드 태도 모두가 긍정적이게 된다. 마지막 기념적 

쇼핑동기가 커지면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를 긍정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 패션브랜드 태도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아이겐 값이 기준치 이상으로 판별타당성이 높게 

나타났고, 집중타당성도 높게 입증되었기에 본 연구에 부합되는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 별로 적재된 변수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연구모형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측정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 단위들은 부합도 평가기준을 만족시켜 측정변수들의 타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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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든 요인들은 

후속 연구에서도 측정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에서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거리지각을 바탕으로 관광쇼핑동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관광쇼핑동기가 패션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나 심리적 거리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마케팅 

담당자에게는 심리적 거리를 적당한 선에서 넓히기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있어서 제한된 표본의 수와 시기로 

인하여 표본추출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관광쇼핑 동기, 패션브랜드 

태도 

학  번 : 2011-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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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오늘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관광수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까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류 관광객의 한국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한류란 1990년대 

말부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대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을 의미한다. 한동안 주춤했던 한류가 

근래에 와서 또다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한류의 확산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 목적지로 찾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광산업 가운데 관광쇼핑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방문지 고유의 특산물이 있고, 

오랜 문화가 발전한 곳에는 훌륭한 전통문화와 공예품이 전해오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있어서 쇼핑은 여행 중 가장 큰 즐거움이며,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한 경험과 추억을 간직하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들은 쇼핑을 관광 중 주요 활동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쇼핑활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광수입에 있어 쇼핑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방문기간 

중 활동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쇼핑(57.1%),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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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48.3%), 식도락(33.3%)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한국관광공사, 2013).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중에서도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은 관광 지출비용 면에서도 규모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13). 관광객 국적 별 쇼핑품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향수, 화장품(73.1%), 

의류(40.8%), 식료품(32.7%), 인삼, 한약재(18.9%) 등의 순서로 

쇼핑품목에 대한 선호도를 보였다(문화샘터 관광통계, 2013). 

쇼핑업체들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중국어로 세일 

안내문을 활용하거나 중국어 통역도우미를 배치하고, 중국어로 된 

안내 방송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패션상품을 

구매하는 활동은 시간과 비용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13). 특히 한류의 영향을 받은 중국인들의 

한류 스타에 대한 동경과 패션스타일에 대한 모방은 한국 

화장품과 패션 제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패션상품은 

일반적으로 부피가 작고, 파손의 우려가 적어 1995년 이후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쇼핑 품목이다. 또한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 회전율이 높아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이진화 등, 2005). 

관광상품으로서의 패션상품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경제적 측면을 들 수 있다. 관광 중 패션제품 구매는 패션기업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관광쇼핑은 귀국 

후에도 지속적 충성도로 이어져 온라인, 직구, 자국 내 쇼핑 

등으로 연결된다. 관광객이 방문한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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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귀국 후에도 관광지에 대한 친숙함과 긍정적 경험이 

후광효과로 작용하여 지속적 소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관광쇼핑을 위한 패션상품의 개발 및 판매와 관련된 

분야의 활성화는 관광산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넘어 

패션산업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관광지역의 특화된 

패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려는 노력은 관광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패션상품을 구입한 관광객은 문화상품을 

통해 관광목적지를 회상하게 되고 주변인에게 방문했던 지역을 

소개하게 되므로 국가와 지역의 관광수입 증대 및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강민, 2013). 

둘째,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상품으로서의 패션상품의 

역할은 한류의 영향을 증대시킬 수 있고 한국의 국가이미지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패션문화상품은 특히 문화적 특성이 잘 

표현된 상품으로서의 차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화된 산업이다(정지연, 2011). 한국은 자국의 독특한 

한류 문화를 바탕으로 한류 컨텐츠가 담긴 패션문화상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문화 전파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연예인의 한류열풍으로 인하여 

세계인의 관심과 국가 이미지가 상승되면서 외래 관광객과 

내국인들의 여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한류 스타들의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문화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한류에 대한 

욕구를 채워간다. 한류 컨텐츠가 담긴 패션문화상품에 대한 열광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소비자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한국을 

알리는 문화컨텐츠로서 한국을 문화적인 강국에 등극하도록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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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쇼핑 관련 대부분의 연구에서 패션상품은 패션문화상품의 

관점에서 접근되었다(강민, 2013; 장세정, 2007; 조윤진, 2007). 

패션문화상품이란 문화적 정체성이 표현된 패션상품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개념화되며, 여기서 문화적 정체성은 한국의 

전통적 요소와 현재의 국가,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다(조윤진, 

2007). 선행연구에서는 관광쇼핑 맥락에서 패션문화상품은 

문화라는 요소에 국한시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패션상품 구매는 단순히 문화를 

만끽하고 기념으로 남기려는 이유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이미지가 

담긴 패션상품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가치 혹은 여러 심리적인 

쇼핑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쇼핑의 목적이 

관광지에 대한 기념품, 추억을 담는 상품구매가 아닌 경제적, 

심리적 목적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면세점 등에서 고가의 시계, 명품 등 글로벌 

브랜드나 저가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대한 관광객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문화상품의 

범주 내에서 다루어 지던 관광상품으로서의 패션제품을 보다 

일반적인 소비의 대상으로서의 패션 제품으로 확장하여 다루고자 

한다. 

관광객의 상품구매에서도 브랜드 원산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패션 브랜드 대부분은 한국 

고유 브랜드이고, 롯데 백화점의 경우 관광객들은 구매건수 

기준으로 MCM을 비롯해 스타일난다, 뉴발란스, 투쿨포스쿨, 

티디에프, MLB, 라네즈, 라빠레뜨, 설화수 등을 가장 많이 

찾았다(헤럴드경제, 2014.01).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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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컬 패션 브랜드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 덕분에 저조한 시장 

성과를 보이던 한국 브랜드도 관광객의 소비에 힘입어 다시 

부활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다(조선일보, 

2014.01). 

여행국에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구매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가격차를 노리는 목적 구매가 많으며 구입하고 싶은 

품목을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면세점을 방문하여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 또한, 자국의 한정된 구색에 비해 다양한 선택 

대안을 제공하는 구색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여행국에서 

로컬 패션 브랜드를 구입하게 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가격이나 

구색에 귀인할 수 있다. 여행국의 브랜드는 본국 시장에서 해외 

진출 시장과 비교해 보다 저렴한 로컬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구색 역시 보다 새롭고 다양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관광객의 관점에서 본국에서는 해외에서 수입된 외국 

브랜드로 인식되던 여행국 브랜드를 원산지 국가에서 구입한다는 

상징적 가치 역시 여행국 로컬 패션 브랜드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요인일 수 있다. 패션의 가격이나 제품 다양성을 떠나서 

로컬이나 글로벌 브랜드를 구입하게 되는 관광객의 심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패션상품이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쇼핑 품목의 

하나로 선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 특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패션상품을 구매하는 동기는 무엇이며, 로컬 패션제품 

및 글로벌 패션제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하여 수행된 

결과도 많지 않다. 최근에 국내 관광학계의 일부 연구자들이 

관광쇼핑의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의 상품 구매에 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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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으나(백미, 2013; 황석, 2012) 여전히 탐색적인 연구에 

한정되고 있고, 패션상품 구매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관광소비행동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특정 

장소(destination)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psychic 

distance)를 들 수 있다. 이는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관광객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ousa and Bradley (2006)에 의하면, 

심리적인 거리지각이란 자신이 소속된 문화와 어느 특정 장소의 

문화를 비교했을 때 갖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설명한다. 

이러하듯 관광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광학 

문헌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관광지에 대한 거리지각이 

패션제품에 대한 관광 쇼핑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패션상품의 구매행동을 파악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패션제품 구매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적 

거리지각으로부터 생성되는 쇼핑동기가 패션상품구매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 및 여행특성에 따른 

패션 관광쇼핑과 관련된 주요 변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인 관광객의 나이, 성별, 결혼여부, 학력, 직업, 소득, 

거주지역에 따라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관광쇼핑 동기 및 

패션브랜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여행특성에 있어서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유형, 여행경비, 여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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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동반자, 여행목적, 방문횟수 등에 따른 차이가 어떠한지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중국인 관광객이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거리에 대한 심리적인 지각을 기반으로, 이러한 거리지각이 

한국에서의 쇼핑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선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거리지각에 대한 차원을 세분화하고 관광쇼핑행동 

맥락에서 관광객의 심리적 거리 지각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도출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에서의 쇼핑동기를 

살펴볼 것이다. 쇼핑동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동기 

유형 및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에서 지각되는 쇼핑의 동기를 규명하고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쇼핑의 심리적 과정을 포괄하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통해, 자국과 관광지의 

거리지각 차원에 따라 다양한 쇼핑동기를 형성하여 행동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관광객의 구매행동을 로컬 패션 브랜드 

구매행동과 글로벌 패션 브랜드 구매행동으로 나누어 비교를 통해 

관광지에서 쇼핑동기로부터 유발되는 패션 브랜드 구매행동을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브랜드 원산지 효과가 들어간 비교를 통해 

일차적으로 한국에서의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패션 브랜드 원산지 선택에 관한 

원인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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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방법과 범위를 적용하였다. 먼저 국내외 학술 연구와 기타 

문헌자료를 고찰하여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내 패션 제품 

구매행동 규명을 위한 핵심 개념과 개념 간 관계를 제안하였다. 

질적 연구법으로 면접 조사를 진행한 다음,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면접조사는 2014년 9월에 실시하였고, 2014년 

10월에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과 AMOS 20.0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측정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 별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쇼핑 중심의 관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방문 관광객의 패션상품 구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히고, 전반적인 연구의 범위와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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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관광쇼핑의 맥락에서 여행국과의 

거리지각이 패션제품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제1절에서는 거리지각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 적용될 거리지각에 대한 정의를 

도출하였다. 제 2절에서는 관광 시 쇼핑동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관광객이 여행국에서 느끼는 쇼핑동기를 사회적 요인, 

상품적 요인, 기념적 요인으로 세분화시켜 고찰하였다. 

제3절에서는 패션제품의 브랜드 원산지 효과 관점에서 로컬 패션 

및 글로벌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브랜드 원산지의 

비교 범주를 제시하고 이들 연구들이 어떠한 분석틀을 통해 

시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여행국에서 지각하는 자국과의 

심리적인 거리가 쇼핑동기를 거쳐 패션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살펴보았다. 

제3장 연구방법 및 절차에서는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질적 연구방법 및 양적 연구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에서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제시하고 관련된 논의를 시행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학계와 기업에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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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관광객이 지각하는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거리가 

관광쇼핑동기 및 쇼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심리적 거리의 개념을 논의하고 

관광쇼핑의 동기 및 관광객의 패션브랜드 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적용될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거리지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심리적인 거리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부터 

살펴보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제시한 거리지각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 고찰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적용될 

심리적 거리지각의 차원을 도출하였다. 

이어 관광쇼핑동기의 구조를 고찰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 살펴본 

쇼핑동기는 일반적인 쇼핑동기를 기반으로 하여 여행국에서 

생성되는 관광 여행 중 쇼핑동기를 말하며, 쇼핑동기의 유형도 

제시하여 관광객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았다. 

마지막으로 패션제품의 브랜드 원산지를 고려한 구매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브랜드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았다. 

이어 브랜드 원산지 효과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여 로컬 패션 

브랜드와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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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관광국에 대한 심리적 거리지각 

 

본 절에서는 관광객이 해외 여행국에 대해 지각하는 심리적 

거리에 대한 개념 및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우선 심리적 거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고, 이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적용된 거리지각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적용될 관광객의 

자국과 여행국 사이 거리지각의 구성개념을 밝히고자 하였다. 

 

1. 심리적 거리지각의 개념 

 

관광은 관광객의 거주지와 관광목적지 간의 공간적 이동을 

의미하므로 거주지, 관광지 간의 거리는 관광지 선택 의사결정 

행동을 설명해 주는 주요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권경동, 2001). 

관광객의 거리지각은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실제의 지리적 거리와 

관광객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로 구분할 수 있다(이정규, 2004).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느끼지 않는다. 즉 심리적 거리지각은 실제 거리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특정 목적지에 대해 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거리감을 말한다. 심리적인 거리지각은 국제화 관련 연구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져 왔으며(Safari et al., 2013), Beckerman 

(1956)의 유럽 내 무역경제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심리적 거리에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리적 거리지각을 비롯하여 한 나라 및 지역간의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역사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심리적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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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 대부분의 심리적 거리 관련 연구에서는 특정 환경적 

요소들과 관련하여 자국과 목적국가 간의 유사성이나 차이성으로 

측정하였다(Griffith & Dimitrova, 2014).  

특정 국가 혹은 장소에 대한 거리지각은 반드시 실제적 

거리(actual distance)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지리적 위치로 

인한 물리적 거리와 무관하게 문화적 유사성이나 상대국에 대한 

호감은 심리적 거리를 줄인다(강한영, 2010; 권경동, 2001). 기존 

선행연구(Swift, 1999)에서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은 공통언어인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서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심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된다. 이처럼 유사성이 클수록 

심리적 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호의적인 이미지도 높아진다. 황화철 

(2002)은 소비자 관점에서 심리적 거리와 국가이미지가 소비자의 

제품지각 및 구매의도와 같은 지각된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고찰하였는데, 연구결과 심리적 거리는 소비자들의 

구매의도를 감소시킨다고 한다. 즉 국가이미지나 제품태도에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거리가 존재할 

때 구매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g et al. (2007)의 

연구에서는 호주 관광객이 각국으로 여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결과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뉴질랜드를 일 

순위로 선택하였다. 이는 거주국과 여행국이 거리상 가까이에 

놓일수록 이를 여행목적지로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Ankomah et al. (1995)의 연구에 의하면 관광객이 

특정 장소에 대해 느끼는 인지된 거리는 주관적 감정으로서 

관광지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으로 

멀리 느껴지는 관광지를 선택하기 보다는 가깝게 느껴지는 

관광지를 선택한다. 즉 심리적으로 거리를 많이 느낄수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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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여행지로 채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거리는 관광을 억제하는 작용도 하는 반면에 관광을 

촉진하기도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관광지는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관광객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지각되기도 한다. 

Timothy and Butler (1995)의 연구에서 신기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쇼핑을 위한 동기가 생성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심리적인 

거리가 클수록 목적지에 대한 신기성이 커지고 따라서 관광쇼핑을 

하고 싶은 충동을 보이게 됨을 의미한다. 장철호(2014)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가 관광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고, 검증결과 관광동기의 하위 요인인 

사교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탈성, 

문화 화합성 그리고 놀이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booali and Mohamed (2012)에서 심리적 거리는 단순히 

여행을 결정하는 과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의사결정 과정, 관광객-지역주민 상호작용, 관광객 만족 등과 

같이 여행이 시작되어 여행을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심리적 거리가 수용할만한 범위를 넘어서면 

여행경험에서 불만족으로 야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심리적 

거리가 관광행동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상이한 내용을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허선희(2010)의 연구에서는 관광지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효과가 관광객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스릴러와 새로운 경험, 모험 등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는 심리적 거리가 매력적으로 작용하여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관광객들은 신기성을 경험하기 

위해 더욱 먼 거리의 관광지를 선호하며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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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성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이 다른 국가의 문화, 언어, 음식 

등에서 색다름과 독특함을 경험하기 위해 근거리가 아닌 더욱 먼 

거리의 여행지를 선택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에서이다(허선희, 2010).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인 거리지각이 관광동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 국가로 방문 간 관광객의 쇼핑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변인으로 심리적 거리지각을 제안한다. 해외 관광 시 

경험하는 관광국에 대한 심리적 거리지각을 ‘관광객이 자국과 

여행국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거리감’으로 볼 수 있다. 

 

2. 관광국에 대한 심리적 거리지각의 구성요인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 거리지각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개인이 특정 장소에 대해 자국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또는 다르게 지각하는 것에 따라 그 장소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지각이 매우 다를 것이다(Swift, 1999). 

동일한 나라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서로 다른 거리감을 지각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이 사전 경험이나 라이프스타일, 성장환경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Ankomah & Crompton, 

1992). 심리적인 거리지각은 문화, 언어, 산업발전, 교육수준, 

사회기반시설, 정치체제 및 법률체제 등 일반적인 요인으로 설명이 

된다(Dow & Karunaratna, 2006; Johanson & Vahlne, 1997; 

Prime et al., 2009). 거리지각에 관하여 국제 경영학 분야에서 

Hallen and Wiedersheim-Paul (1984)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 (1)국가적 측면에서의 친화력 정도 (2)기업 

측면에서의 상호 신뢰 정도 (3)개인 측면에서의 경험적 수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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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ousa and Bradley (2006)는 이러한 심리적인 거리가 

개인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신현길, 박영렬(2012)은 심리적 거리가 한국기업의 해외자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한국과 현지국 간의 심리적 거리를 

(1)지리적 거리, (2)문화적 거리, (3)제도적 거리, 

(4)시장(환경불확실성)거리, (5)경제적 거리, (6)정치적 거리의 

여섯 가지 거리요인으로 구분하여 구성개념을 정하였다. 이정규 

(2004)의 연구는 지리적 거리가 유사한 일본 및 중국의 심리적 

거리와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인 요소들이 

국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정치, 경제적인 부분이 일본의 경우는 문화적인 

부분이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유사성은 기존의 심리적 거리 측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관광객의 심리적 

거리는 다른 분야와 달리 문화적 요소들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에 대한 거리지각은 세 가지 주요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특정 관광지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호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관광지에 대한 심리적 

거리지각이 달라진다(이희정, 2012). 관광지에서의 거리지각이 

관광행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거리지각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몇몇 연구에서 극히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관광분야에서는 심도 있는 주제로 

연구된 것은 거의 없으며, 현재까지 전문적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관광분야에서의 거리지각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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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심리적 거리 요소 중 관광 

맥락에서의 타당성 있는 세 요인을 자국-여행국 간 심리적 거리의 

세 차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각하는 관광지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거리’라는 

개념에 지리적 거리 외에 문화적, 경제적 거리의 개념도 

포함시켜서 세가지 구성요소를 내포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의 

거리지각을 연구하고자 한다. 즉 관광객의 자국-여행국의 심리적 

거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거리지각 등 

세가지 하위차원을 사용하고자 한다. 

 

(1) 지리적 거리 

여행을 하면서 보통 목적지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그 

곳에 여행을 가는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면(Ng et al., 2007), 멀리 

떨어진 목적지일수록 호기심이나 신기함으로 인한 가치가 

증가한다(Timothy and Butler, 1995). 하지만,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실제 거리의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연구들이 있다(고동우, 2013). 대신, 물리적 거리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에 해당되는 ‘지각된 지리적 거리’가 여행과 

목적지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Håkanson and Ambos (2010)의 연구에서 심리적인 

거리지각을 문화, 지리, 정치 규제, 언어, 경제발전, 정부 시스템 

등으로 나누었고, 그 중에서 지리적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Ankomah and Crompton 

(1992)은 거리는 관광 저해 요인이라 하였고, 관광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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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과 목적지 간의 물리적 이동거리에 대해 멀거나 가까운 

정도를 심리적인 지리적 거리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광의 거리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잠재 관광객은 출발을 보류하거나 

감정적으로 취소하게 된다. 

여행은 공간과 시간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이동공간으로 설명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동거리를 

이동시간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여행지는 얼마나 먼가요?’라는 

질문을 하면, 대개는 ‘모 교통수단으로 몇 시간 혹은 몇 

분’단위로 대답하거나 그냥 주관적으로 ‘멀다’거나 

‘가깝다’라고 주로 대답한다. 이처럼 주관적인 대답형이 많고 

정확한 물리적 거리 단위로 객관적으로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여행거리에 대한 주관적인 지리적 거리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까운 정도’, ‘여행시간’, ‘시차반응’ 

등이다. 

여행시간은 지리적 거리를 멀리 혹은 가까이 인식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시간에 대한 인식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데 자동차로 부산을 가는 것과 비행기로 제주도를 가는 것을 

비교할 때 거리가 먼 제주도를 더 빨리 갈 수 있다. 부산을 

여행하는 것이 제주도를 여행하는 것보다 더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여행시간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관광지는 여행시간을 거리로 표시하여 홍보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시간의 개념으로 지리적 거리를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여행에서 작용하는 지각된 지리적 거리는 실제 지리적 

거리보다 과대 추정되거나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확증적 

증거들이 많지 않을 때 우리는 인지된 시간의 차이로 거리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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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본다. 이것이 바로 시차반응인데, 경도선에 의해 나뉘어진 

시간의 차이는 멀리 여행을 떠난 관광객들에게 시차반응을 

안겨준다. 따라서 이러한 시차반응도 여행거리를 가늠하게끔 

도와주는 주관적 지리적인 거리지각이다. 

 

(2) 문화적 거리 

국가 간 문화에 대한 연구는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어 식민지 문화적 문제, 이민정책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것을 시점으로 하였다(Dorais, 1995). 선행연구에서는 

국가의 문화를 비교하여 국가 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비교연구가 

이루어졌다(이노미, 2005). 문화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조민호 등, 2004),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들의 차이점을 수용하여야 긍정적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Doran, 2002). 또한,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해 

매력적으로 느끼거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심리적 

거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정, 2012). Sousa and 

Bradley (2006)은 문화적 거리가 가깝거나 먼 정도에 따라 

심리적 거리도 가깝거나 멀게 느껴진다고 설명하였으며, 심리적 

거리 측정요인으로 문화적 거리를 포함하였다. 

문화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관광 목적지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여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광객의 행동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김봉기, 2014). 유사성 매력도 가설은 문화적 

거리가 관광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 관계로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관광객들은 문화적으로 유사한 관광국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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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Selnes (1998)의 연구에서는 신뢰가 문화적 유사성과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자국민에게 더욱 신뢰를 갖고, 국가 차원에서 

신뢰는 문화적 유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김봉기 (2014)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를 문화유사성 및 

문화친밀성 요인으로 나누고 의료관광자의 문화적 거리가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인의 경우 문화유사성과 문화친밀성 요인은 의료관광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러시아인의 경우 문화친밀성은 의료관광 만족도를 매개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sci 

(2009)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를 특정 나라의 미디어 

영상자료들을 통해서 형성된 문화친밀성 정도로 정의하고, 이러한 

문화친밀성이 높아질수록 해당 국가의 이미지를 좋게 받아들이고 

따라서 관광객의 방문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Jackson (2001)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나라별 

방문의도를 연구하였는데, 개인주의 나라(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일수록 관광목적지를 선택할 때 문화적으로 가까운 목적지를 

선택하고, 집단주의 나라(콜롬비아, 에콰도르, 한국)일수록 

문화적으로 다른 목적지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반면, 관광객의 목적지 선택은 문화적 유사성이 아니라 문화적 

이질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McKercher & 

Cros, 2003; O’Leary & Deegan, 2003). McKercher and 

Cros(2003)은 문화적 여행을 갑작스런, 캐주얼, 관광, 의도적, 

뜻밖의 등 다섯 가지 문화적 여행으로 세분화하였다. 문화적 

거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 여행패턴으로 인해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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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O’Leary and Deegan(2003)에 의하면, 아일랜드 

관광객이 프랑스에 대해 문화적 거리를 크게 느낄수록 

관광지로서의 프랑스 이미지를 더욱 좋게 받아들인다. 

관광맥락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중국, 한국에 대해 느끼는 

문화적 거리의 효과를 규명한 연구도 있었다. 정형식, 김영심 

(2009)의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문화심리적 거리는 한국 

유통점포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는 중국 

내수시장에 진입한 다국적 유통업체에 대해 자국과 특정 다국적 

유통기업체의 원산지 국가에 대한 문화심리적 거리가 클수록 

유통점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경제적 거리 

관광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관광상품의 유형과 기간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광쇼핑행동 역시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인의 한국에서의 

관광은 한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에도 

관광쇼핑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김수지, 2015).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의 경제적 거리를 중요한 요인으로 다룬다.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선도적 위치를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중국은 해마다 

놀라운 속도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현황이다. 한중 두 

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한국은 V자형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었던 반면, 중국은 1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GDP비중(PPP기준)이 199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



21 

 

2009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1/6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GDP비중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 개인의 경제적 수준을 알 수 있는 1인당 GDP를 

살펴보면 한국이 늘 중국을 앞서고 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8,338달러로 세계 28위에 놓여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8,154달러로 세계 75위에 놓여있다(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5).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과 함께 개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 인식이 소비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구재선, 

서은국 (2011)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행복은 객관적 

소득보다 주관적 소득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스스로 

소득이 높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정서가 

높아 행복지수도 상승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객관적인 경제 

수준이 개인의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박정화 (2009)의 연구는 객관적인 경제적 지위가 아닌 

여행객의 주관적, 심리적 변인인 화폐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여 

여행객들의 화폐태도 유형별 소비성향 및 해외여행상품 

선택속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도 객관적 

지위는 주관적 지위만큼 개인의 행복지수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지 못하였다. 

국가 간 경제적 차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지각하는 

경제적 거리를 심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됨으로써 중국인의 자국에 대한 

경제적 위치는 이젠 한국과 대등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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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영향과 아시아권에서 한국의 위상 때문에 한국경제가 

자국보다 더욱 앞서 있다고 지각하는 중국인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거리는 심리적인 경제적 거리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이미지로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로 높은 경제 발전을 인식하고 있으나, 개인 

별로 차이가 나타난다(이형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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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광쇼핑동기 

 

1. 관광쇼핑의 개념 

 

관광쇼핑은 관광지에서의 기념품 구매는 물론,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의류, 각종 상품을 구매하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활동이다. 이는 국내ㆍ외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관광활동 중 하나로 의류나 신발, 술, 담배 등 일반적인 

재화에서부터 특정 지역의 고유한 기념품 및 토산품, 특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서태양 등, 

2006). 관광에 있어서 쇼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광쇼핑은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고 

관광목적지 활동에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며, 관광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Cohen, 1995; Mak et al., 

1999). 

관광의 지출비용 측면에서 쇼핑비용은 숙박 비용보다 간혹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관광객들이 쇼핑을 위해 많이 찾는 

대표적 관광지인 홍콩에서는 관광객들의 쇼핑지출이 숙박비용의 

지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진희 등, 2012). 

관광객의 쇼핑은 관광객들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행위이고, 지역 

상인들에게 커다란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서철현, 조지현, 

2002). 관광쇼핑의 발전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함께 촉진시키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고용기회의 증대는 또 다른 

구매력을 산출하고 수요를 확대시킨다(강정철, 1994). 

쇼핑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는 관광객들을 여행으로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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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되며, 이는 휴식, 일상 탈피 및 쇼핑과 관련된 요인에 

근거한 결과이다. 관광객들은 본질적인 만족, 지각된 자유와 

참여에 의해 특정 지어질 수 있는 즐거운 쇼핑경험과 실용적인 

쇼핑경험을 추구한다. 관광객들이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쇼핑과정의 경험은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Yuksel, 2004). 관광객이 여행 중에 쇼핑을 하고 관광 후 

일상에서 소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관광쇼핑의 주요 

이유는 귀가 후 관광경험의 회상, 사용과 선물 목적이 

대표적이다(Anderson & Littrell, 1995). 또한, 관광객 본인뿐만 

아니라 기념품을 선물받은 사람들에게까지 관광국을 연상하게 

하며 그 나라의 역사, 문화와 문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반 

사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각 국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김은영, 2002). 

관광 관련 연구에서는 관광쇼핑과 쇼핑 관광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쇼핑관광은 관광의 한 유형으로 주로 

쇼핑을 목적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타 지역에서 관광객의 욕구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Cohen, 1995). 반면, 

관광쇼핑은 관광객의 욕구에 따라 관광지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먹기와 구경하기 등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위로 볼 수 있다(김성섭 등, 2006).  

관광쇼핑과 쇼핑관광 두 가지 명칭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여 

비교 설명되는 정의는 없다. 관광쇼핑은 관광산업의 한 분야로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일상생활을 떠난 여행자가 쇼핑관광을 

목적으로 하거나 여타관광을 목적으로 하느냐를 막론하고 그들의 

요구 또는 욕구충족에 따라 구매 또는 구매과정에서 보고, 듣고, 

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강정철, 1994).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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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관광 활동의 일부로서 참여하게 

되는 쇼핑행위를 밝히고자 관광쇼핑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자 

한다. 

 

2. 관광쇼핑의 동기 

 

일반적으로 개인 소비자는 심리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욕구가 

발생하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한다. 

관광소비행동도 마찬가지이며 욕구라는 동기적 기제에서 

출발한다(고동우, 2013). 관광객의 쇼핑동기는 관광객이 쇼핑을 

하게 되는 선행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쇼핑동기에 따라 

어떠한 제품 구매하는 방식, 장소 등이 좌우된다. 따라서 관광객의 

쇼핑동기를 규명하면 관광쇼핑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관광쇼핑동기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해 보면, 관광쇼핑을 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연구된 선행연구들에서는 관광쇼핑동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임혜리 (2001)는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관광쇼핑동기를 위락성, 

상품성, 체험성, 화합성, 자기개발성, 기념성, 연계성 추구 등 

7가지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추출된 구매동기 요인의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쇼핑몰에서는 젊은 관광객의 

구매의사동기인 위락성, 체험성, 화합성 등 만족 제고를 하여, 

한국의 젊은 층과 호흡을 함께 하며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세일 

기간을 정하였다.  

김은영 (2002)의 연구에서는 관광쇼핑동기로 기분전환, 

유행추구, 사회적 권유, 유대관계, 구경, 회상, 선물, 관광기념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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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가지 요인을 제안하였다. 쇼핑관광 시 중요 속성에 대한 순위 

검증에서는 구매상품의 특성과 관련된 상품의 질과 가격, 색채 

미와 디자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할인 판매에 대한 쇼핑관광 

동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위의 추천여부나 역사, 문화적 상징성의 중요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기존의 토산품이나 공예품과 같은 

기념품의 범위가 생활에 필요한 공산품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미영 등(2008)의 연구에서는 관광객들이 쇼핑에 어떤 

동기로 참가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만족 수준은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네가지 쇼핑동기 요인인 사회성, 상품성, 

기념성, 체험성 동기가 쇼핑만족에 주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체험성을 제외한 세가지 요인은 쇼핑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상품성, 사회성, 기념성 순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미영, 오상훈(2012)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면세점 쇼핑동기가 

쇼핑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다섯 개의 쇼핑동기 요인인 

유행 및 개성추구, 상품성, 과시, 기념, 편의 요인 중에서 상품성 

요인만이 면세점 쇼핑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에서의 관광쇼핑 시 상품성이 만족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쇼핑동기이다. 또한 사회성과 기념성도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쇼핑동기이다. 오상훈(2008)은 

제주를 방문하는 한중일 3국의 관광객 쇼핑행동을 

비교연구하였는데, 쇼핑동기 중 사회성은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품성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인 관광객보다 높은 동기를 가진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념성에서는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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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관광객들의 쇼핑동기는 다양하며 소비행동을 통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쇼핑 욕구를 충족시킨다. 동일한 상품을 

쇼핑하는 관광객들의 경우에도 쇼핑동기는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관광객의 쇼핑행동도 상황에 따라 다른 동기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여러 가지 쇼핑동기들 중에서 관광객의 

쇼핑동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회적, 상품적, 기념적 쇼핑동기 등 

3가지 쇼핑동기를 사용하고자 한다. 고미영 등(2008), 

오상훈(2008) 등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국 관광객의 상품적, 사회적, 기념적 동기가 

쇼핑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이 밝혀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들 관광쇼핑동기의 역할을 규명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패션상품 관광쇼핑동기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중국인의 관광쇼핑에서 패션제품의 

매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패션을 특화하여 관광특구로 

발전하고 있는 명동상권, 동대문상권 및 쇼핑 아울렛 등은 이미 

중국인 관광객들이 애용하는 쇼핑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국 관광수익에 이바지 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패션상품 

구매를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패션상품의 관광쇼핑동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은영, 유연실 (2001)은 의복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별 

성향 즉 의복 구매를 향해 행동하게 하는 지속적인 선유 경향을 

의복 구매 동기로 정의하였다. 패션상품의 쇼핑동기에 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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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팅팅 (2015)의 연구는 중국 소비자의 매스티지 패션 브랜드 

구매동기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매스티지 

패션 브랜드 유형, 소비자의 독특성 추구와 월수입에 따라 

매스티지 구매동기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매스티지 패션 브랜드 구매동기를 과시적, 

심미적, 합리적, 타인영향적 구매동기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매동기와 충성도의 관계에서 독특성 추구, 매스티지 패션 브랜드 

유형, 월수입에 따라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미영, 오상훈(2012)의 연구에서는 면세점 쇼핑동기가 

쇼핑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종속변수로는 쇼핑환경만족, 상품만족, 

우대서비스만족 등 세가지 쇼핑만족이고, 독립변수로는 

명품소유/개성추구, 상품성, 과시, 기념, 편의 등 다섯 가지 면세점 

쇼핑동기이다. 분석결과 쇼핑환경 만족의 경우 23.5%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상품성과 편의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상품 

만족은 15.7%의 설명력을 보였고, 상품성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세점 쇼핑동기가 우대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11.8%의 설명력을 보였고, 상품성 요인만이 면세점 

쇼핑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영, 안대희 (2001)의 연구에서는 외래관광객이 한국에서 

의류제품에 대한 평가기준 및 구매만족 및 재 구매의도와의 

관련성을 밝혔는데, 외래 관광객들은 의류상품을 구매할 때 

의류상품 평가기준을 세 가지 차원, 즉 심미적 요인을 중심으로 

실용적 요인, 상징-표현적 요인 등 세 차원으로 평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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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오지은 (2010)은 동대문시장을 방문한 외국인 

쇼핑관광객의 평가를 중심으로 재래시장의 의류쇼핑 만족도, 

국가이미지, 재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다. 결과 

의류쇼핑의 만족도 중 하나의 요인인 가격, 품질, 디자인은 

재방문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국가이미지인 세계화, 우호성 요인을 매개로 하여 재방문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희숙 등(2001)은 관광기념 의류상품에 대하여 추구하는 

패션 이미지에 따라 관광객 시장을 세분하고, 하위 세분 시장들 간 

인구통계적 특성, 유행 혁신성, 관광기념 의류상품에 대한 

추구혜택, 패션문화상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각 하위세분시장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Asplet and 

Cooper (2000)의 연구에서는 의류상품을 관광기념품으로 볼 때, 

그 곳 여행국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중요시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웅적 (2011)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패션은 한류의 

영향을 받아 높은 호감도와 인지도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관광의 목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중국인 관광객의 한류 패션 쇼핑 현황 고찰을 통해 한국 패션이 

한국관광산업에 큰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관광기념품으로의 패션상품 구매가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구입하는 모든 

패션을 언급하고자 한다. 

관광 시 패션상품 쇼핑동기로 사회적, 상품적, 기념적 

요인들을 제안한다. 이들은 관광쇼핑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변수이다. 특히 상품성 

요인은 만족뿐 아니라 재방문의도에도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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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패션 쇼핑동기 

사회적 쇼핑동기는 제품을 소비하는 특정 사회계층이나 

집단과 관련된 쇼핑동기이다(Hogg & Abrams, 1993). 다시 말해, 

사회성이 부각되는 쇼핑동기로서 여행국에서 흥정의 즐거움, 

의사소통하고 싶은 마음, 관심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또한 

함께 여행하는 동료가 쇼핑하기 때문에 하는 쇼핑동기를 말한다. 

패션 쇼핑행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직/간접적인 사회적 접촉을 하게 되는 사회적 

경험을 위해서, 또는 동일한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함이다. 

동료집단과의 일체감을 갖기 위해 특정 점포에서 특정 브랜드를 

구입하는 등도 사회적 동기에서 오는 것이다(김은영, 2002). 

관광객은 자국과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른 외국 

여행지에서 다양한 쇼핑동기를 가지게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쇼핑동기는 쇼핑과정에서 판매원이나 타 쇼핑객들과의 직접적, 

간접적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을 중심으로 하는 

쇼핑동기이므로 자국과 여행국 간의 거리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관광객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여행국일 수록 

매력을 느끼며, 여행국 사람들과의 접촉을 원하게 되고 사회적 

쇼핑동기도 따라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문화적 거리도 마찬가지로 

자국 및 여행국 사이의 문화적인 차이가 클수록 여행국에서 

느끼는 신선함과 신기성 때문에 사회적 쇼핑동기도 커질 것이다. 

경제적 거리는 양국 간 경제적 차이로서 이 차이가 정적이든 

부적이든 크면 클수록 여행국에서의 사회적 쇼핑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30



31 

 

 

(2) 상품적 패션 쇼핑동기 

상품적 쇼핑동기는 제품의 품질, 기능, 가격,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로 실용적 또는 물리적 성능에 대해 관광객이 지각하고 있는 

효용을 말한다(Dobie et al., 2001). 상품적 쇼핑동기는 여러 

관광쇼핑 연구에서 핵심 변인으로 제안되었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동기 중 가장 중요한 동기임이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고미영, 2010). 관광 쇼핑이 관광 중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기념품 구매와 같은 주변 행동이 아니라 품질과 가격, 

다양성 등 제품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판단을 기반으로 하는 

구매행동이라는 것을 제안하는 결과이다. 

일부의 관광객들은 저렴한 패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핑을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은 제품의 하나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판매에 있어서의 촉진 수단이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격은 객관적이라 하기보다는 개인의 추론 혹은 연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 언제나 이성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구매되고 

소비된다(Hirschman & Holbrook, 1982). 따라서 동일한 패션 

상품일지라도 어떤 관광객들은 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반면, 다른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 관광 중 경험하는 쇼핑에 대한 본 연구의 

맥락 상 중국인이 지각하는 한국과의 거리는 패션에 대한 상품적 

쇼핑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국-여행국 간의 

지리적 거리를 크게 지각할수록 관광에 투입된 재무적, 노력적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구매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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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품적 쇼핑동기가 높아질 것이다. 관광객이 지각하는 문화적 

차이도 상품적 쇼핑동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대중문화와 

청년문화에 있어 한국이 중국과 다른 보다 세련된 문화 수준을 

보인다고 생각할 때 한국에서의 패션상품의 상품적 가치를 높게 

지각하게 될 것이다. 특히 관련이 가장 큰 것은 경제적 

거리지각인데, 관광객이 경제적 차이를 많이 지각할수록 상품의 

가격 지각에 큰 영향을 보이게 되며 따라서 상품적 쇼핑동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 기념적 패션 쇼핑동기 

관광상품은 관광활동의 증거물로서 관광경험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관광활동 후 주변인들에게 줄 선물용 기능을 지니게 

된다. 즉 친구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함으로도 

기념적인 쇼핑을 한다. 관광 후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관광경험을 

밝히거나 알리고자 할 경우에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물로서의 역할을 한다(김은영, 2002).  

관광기념품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정의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관광기념품이란 여행지의 문화를 

상징하며 여행에 관련된 감정이나 기억을 회상하도록 하는 

물건이다(이지연, 2010). 하지만, 본 연구에서 말하는 기념적 

쇼핑동기는 단지 관광기념품을 구입하는데 한정하지 않고 

관광기념품을 포함한 모든 패션 구매를 기념적인 의도로 구입하는 

쇼핑동기를 말한다. 

기념적 쇼핑동기는 관광이 흔히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활동이며 긍정적 관광경험이 높을 때 활성화될 것이다. 관광객이 

보다 멀고, 문화적으로 다르고, 경제적으로도 다른 곳으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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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고 지각할수록 기념적 동기가 활성화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거리지각이 기념적 

패션쇼핑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관광객이 

지각하는 자국-여행국 간 지리적 거리가 클수록 희소성 

때문이라도 기념적 쇼핑동기가 생성된다. 문화적 거리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클수록 소장 가치가 있는 기념적 쇼핑을 많이 

하게 된다. 경제적 거리는 차이가 크다가 지각할수록 기념적 

쇼핑동기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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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관광쇼핑 행동 

 

1. 관광객의 쇼핑행동 

 

관광객은 관광 관련 서비스의 소비자로 볼 수 있다(안종윤, 

1999). 이러한 관광 소비자가 관광을 하면서 실제로 무엇을 

행하였는가, 언제, 어떻게 행했는지가 관광객의 행동을 말하고, 

관광을 행하는 도중 쇼핑을 하는 행동을 관광객의 쇼핑행동이라고 

한다. 이른바 관광쇼핑이란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행하는 

무수한 관광활동 중 하나로 의류나 신발, 술, 담배 등 일반적인 

재화에서부터 그 지역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 및 토산품, 

특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활동을 

말한다(서태양 등, 2006). 

관광활동을 하면서 관광객의 쇼핑행위는 보편적인 소비행위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관광객은 종종 과시적인 구매에 탐닉하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수요를 못 느끼는 제품들도 일단 

해외에 있는 관광객에게는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 가치의 지각을 통해 제품 선택을 

고려한다(Zeithaml, 1988). 결국 관광객이 여행 시 지각하는 

상품의 가격은 품질 및 가치와 함께 관광쇼핑 구매행동과도 

관련된다.  

손삼호 (2005)의 연구는 관광목적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자산에 대하여 기존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관광 목적지는 브랜드자산의 선행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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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광고, 브랜드 비용, 선택속성과 결과변수인 브랜드 만족, 

브랜드 가치, 브랜드 애호도의 구조적인 관계에 경로분석을 통하여 

상세히 조사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브랜드 자산의 선행변수인 

브랜드 광고, 브랜드 비용, 선택속성은 관광목적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목적지의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애호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브랜드 자산이 브랜드 

애호도에 직접적인 영향보다 브랜드 가치와 브랜드 만족에 상대적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서 관광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2. 브랜드 원산지 효과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소비자가 브랜드명을 듣고 

인지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제품 원산지(product country of 

origin)나 제조국은 최종 조립 시점의 국가를 의미하는데, 원산지 

개념은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 이른바 원산지 효과의 관점에서 그 

나라 제품이 갖는 기능적-상징적 이미지가 제품에 대한 품질지각 

또는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김세범, 최경락, 2006; 최윤정, 2011). 

최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원산지 개념이 종래 

제조국 이미지에서 디자인, 부품, 제조 브랜드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복합 원산지 제품(hybrid product)이 확산되었고 

제품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다(이춘수, 

2007). 중국 관광객들은 일본 관광객들에 비해 상품 원산지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상품의 원산지 표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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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제조했다는 것이 상품 구매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지현, 2011). 

브랜드 원산지 효과에 관한 연구(Hulland, 1999)에서 브랜드 

원산국이 제품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제시하면서 브랜드 

원산지 효과와 브랜드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산지 효과에 관한 연구는 

Schooler(1995)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었지만, 

관광쇼핑 관련 연구에서 브랜드 원산지 효과를 다룬 연구는 매우 

미흡했으며, 일반적으로 여행지의 전통상품만 주류를 이루었다. 

관광객의 쇼핑행동을 로컬 패션 브랜드 구매와 글로벌 패션 

브랜드 구매 두 가지로 나누어 원산지 효과를 알아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원산지에 따른 로컬 브랜드 및 글로벌 

브랜드로 나누고, 한국의 패션 브랜드를 로컬 패션 브랜드로, 

한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에서 인지도가 있고 접근성이 있는 

패션 브랜드를 글로벌 패션 브랜드라고 본다. 다음은 로컬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원산지효과를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1) 로컬 브랜드에 대한 태도 

로컬(Local)이란 명명적으로 넓은 전체지역이 아닌 국지의 

의미, 즉 지방, 지역을 뜻한다(金潤珠, 2010). 관광쇼핑에 있어 

로컬 브랜드는 여행국의 고유한 지역 브랜드를 일컫는다. 이소희 

(2013)의 연구에서는, 로컬 브랜드 디자인은 도시와 관련된 가치를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이나 도시의 전체적인 자산 가치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알려서 지역에 대한 호의적인 인지도를 견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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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문화의 차별화, 지역 내 기업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브랜드를 로컬 지역에 적용한다고 하였다. 즉 

관광지역에 있어서 상품의 로컬 브랜드는 관광지 그 자체의 

브랜드와 지역의 특징을 살린 상품 및 서비스 브랜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관광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기념품, 토산품 등 해당 

지역문화가 담긴 로컬 상품을 다루었으며, 브랜드 원산지 효과를 

넣어 브랜드를 구별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최승담 (2000)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광상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한국문화가 반영된 기념품을 언급하였다. 강민(2013)은 

패션문화제품의 디자인, 색상, 소재, 품질 등 외재적 평가와 실용성, 

상징성 등 내재적 평가가 패션제품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지만 관광상품의 브랜드 원산지가 어딘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관광쇼핑 상품은 일반적으로 기념품과 문화상품 

등으로만 취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광객이 여행 중에 구입, 취득할 수 있는 상품들은 

여행국이나 여행지의 고유한 전통과 지역적 특색이 표출되는 

특산품만을 한정하지 않는다. 사실 관광객의 구매대상이 되는 

상품은 실로 다양하며, 해를 거듭할 수록 품목과 원산지가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객이 관심을 갖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쇼핑거리가 된다. 

여행국에서 쇼핑을 할 때 그 나라의 로컬 브랜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행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이미지와 태도이다. 어떠한 사물이나 인물을 평가할 때, 이런 

사물이나 인물이 소속된 국가의 긍정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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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상품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없을 때에 소비자들은 상품 원산지와 관련되는 국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Erickson et al., 1984). Lee and Lockshin 

(2011)의 연구에서는 호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226명을 

대상으로 관광쇼핑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호주를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록 호주산 로컬 와인 

브랜드를 더욱 선호하게 되고 호주에 대한 친숙도는 긍정적인 

조절역할을 해준다.  

한류 열풍은 경제적으로 한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어 

한국의 로컬 브랜드에서는 한류 마케팅 전략을 내세워 자사 

브랜드의 인지도와 판매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성장 중인 남성복 브랜드 지오지아는 텔렌트 김수현을 

모델로 기용하였고, 모 인기 드라마에서 배우 전지현이 들고 다니던 

가방 브랜드 루즈앤라운지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로컬 

패션 브랜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로컬 브랜드에 관한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연구의 대상이 브랜드가 진출한 해외 지역의 소비자가 아니라 그 

브랜드의 본사가 속해 있는 브랜드 본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사회적 쇼핑동기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의 로컬 패션 브랜드를 더욱 선호하게 된다. 

상품성을 많이 고려하는 관광객일수록 상품적 쇼핑동기가 클 

것이고 따라서 로컬 패션 브랜드도 더욱 선호하게 된다. 기념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관광객들은 한국의 로컬 브랜드를 기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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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로 간주하기 위함으로써 기념적 쇼핑동기가 커질수록 

마찬가지로 한국의 로컬 패션 브랜드를 더욱 선호하게 된다.  

 

2)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태도 

글로벌 브랜드는 특정 브랜드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이나 혹은 다른 국가로 확산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보이며 균형 있는 지역적 확산을 보인다(김재범 외, 2000; 정인식, 

2005). 글로벌 브랜드는 로컬브랜드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로컬 브랜드보다 객관적으로 품질이나 

가치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이다(Shocker et al., 1994). 또한 

소비자들이 글로벌 이미지의 브랜드 구매가 자신을 글로벌 소비자 

계층에 속하게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 

상승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Friedman, 1990). 

유화흠 (2010)의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 20, 30세대를 

중심으로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의 선행변수와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밝혔는데, 이 연구는 대표적인 글로벌 SPA브랜드인 스페인 

ZARA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의 원인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대한 검증결과,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글로벌성, 소비 트렌드, 동조, 품질지각, 

사회적 명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의 글로벌 

브랜드의 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지각된 

글로벌성, 글로벌 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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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사는 

이유는 자국과의 가격 차이, 다양한 제품 구색, 글로벌화된 한국의 

국가이미지 혹은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선호 등에 귀인할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여행 시 고가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구입하는 장소는 주로 면세점이다. 한국의 면세점은 

1962년 김포공항 면세점 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공항면세점뿐만 아니라 시내면세점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하고 외자지출 유도 및 관광산업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의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글로벌 

고가품 구매 증가와 한국 여행시 시중 판매가 대비 저렴하게 

판매되는 글로벌 고가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구매욕구 

등에 따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인천국제면세점은 기타 나라의 면세점에 비해 다양한 

제품구색을 마련하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다. 시내 면세점들에서도 다양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수입하여 중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동일한 관세 면제를 누리면서 구매 편의를 

향유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인 관광객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높은 소비성향을 바탕으로 한국의 면세점은 해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2013). 

저가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도 중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시 가장 많이 구입하는 글로벌 

저가 패션 브랜드는 뉴발란스 등이 그 예이다. 굳이 면세점이 

아니어도 백화점, 아울렛, 로드샵 등 유통채널에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은 굳이 

면세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명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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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과 같은 매스 마켓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자라, 

유니클로, H&M 등 글로벌 저가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도 있을법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임에도 굳이 한국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국과의 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일지라도 중국과 한국에서의 제품구색이 

현저하게 차이 나고, 디자인, 컬러, 원산지 등 상품속성의 차이에도 

귀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긍정적인 추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 지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록 그 지역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만족도가 상승한다는 것(Lee & Lockshin, 2011; Erickson 

et al., 1984)으로 보아, 한국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적으로도 

발전 중에 위치해 있고 아직도 짝퉁 브랜드를 많이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 제품에 대한 불신이 많은 중국인들은 국가이미지가 

긍정적인 글로벌 도시 서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글로벌화된 서울 내에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구매한다는 자체를 안전하고 유익한 좋은 경험으로 간직하여 여행 

시 이득으로 여긴다.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세계적인 

이미지로 확장하고자 글로벌 브랜드를 선호한다(Bearden & Etzel, 

1982). 또한 브랜드 품질과 명성 중에서 브랜드 품질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글로벌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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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된 품질과 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태도로 인해서 브랜드의 구매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패션 

구매행동에 브랜드 원산지 효과를 넣어, 로컬 패션 브랜드 구매와 

글로벌 패션 브랜드 구매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의 

로컬 브랜드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글로벌 브랜드로 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토종 패션 브랜드를 

한국 로컬 브랜드로 정하고, 글로벌 브랜드는 한국을 제외한 기타 

나라의 유명 글로벌브랜드로 정한다. 

이러한 유명 글로벌 브랜드를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제품의 상품성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브랜드의 

품질이나 가격이 훌륭하여 구매하게 된다. 이어 상품적 쇼핑동기가 

클수록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더욱 선호하게 된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인과 같은 쇼핑행동을 바라거나 등의 이유로 

사회적 쇼핑동기가 클수록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류 속 상품을 구입하고자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중국인의 기념적 

쇼핑동기가 클수록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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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거리지각이 관광쇼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고자 

연구모델을 제시하였고, 실증연구를 통해 모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위해 서적, 선행연구논문, 관련자료 및 정부, 

여행업 통계자료 등이 활용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중국인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여행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각 구성개념 간의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제시하였고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실증연구의 첫 단계로,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행동 탐색을 위한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면접조사를 통해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변수의 개념을 수정한다. 다음으로, 규명된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본 장의 제 1 절에서는 내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특성을 

설명한다. 제 2 절에서는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소개한다. 제 3 

절에서는 연구문제를 질적 연구 방법으로 규명하기 위한 

면접조사의 내용, 절차 및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 4 

절에서는 설문조사를 위한 측정도구,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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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들의 특성 

 

관광 연구에 있어서, 인구통계적 특성 및 여행 특성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가 많다. 이들은 관광 소비자를 연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연구 모델 제안을 

위해 중국인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여행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인구통계적 특성 

 

중국의 가파른 경제성장은 여행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인의 해외방문은 1998년 843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9,818만 명, 2014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서며 ‘세계의 

손님’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관광객 숫자 못지 않게 

지출액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2014년부터 매년 평균 19.8%씩 증가해 

2020년에는 2014년의 약 3.5배인 1,488만 명에 이르고 한국 내 

쇼핑규모는 오는 2020년쯤 30조원을 넘어서면서 한국 전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에 근접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14). 

중국인 관광객을 연령대로 보자면 56%가 80년대 생이고, 

70년대 생은 26.4%, 그리고 마지막으로 90년대 후반이 

11.27%이다. 위치로 보자면 상하이, 광둥, 베이징에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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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이어서 장쑤, 저장 그리고 산둥 순으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많았다.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인당 195만 원, 평균 

가족 월 소득액은 351만 원으로, 중간 크기와 대형 중국 도시의 

월 소득보다 3배 정도 많은 크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에 

응한 관광객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외여행을 한다고 

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지난 10년간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중산층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을 답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Beijing Fragrant Hills Tourism Summit, 

2014). 

박정윤 (2011)은 일본인 여성 관광객의 한국 방문동기, 

관광지 이미지 및 재방문 의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 인해 각 연구 개념들에 대해 차이 검증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연령은 높을수록, 결혼 여부 별로는 기혼일수록 서울 

방문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었고, 최종학력은 낮을수록, 한국어 

교육 경험 기간은 길수록, 서울 방문 횟수는 많을수록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동반한 경우가 혼자 오거나 

단체 관광객에 비해, 긍정적인 관광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임혜리 (2001)의 연구에서는 동대문시장의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쇼핑관광 구매의사결정을 연구하였는데, 재방문 의사에 

있어 10대와 20대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젊은 연령층 위주의 쇼핑상품과 환경에 지속적인 발전과 영향력 

있는 홍보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중장년층의 관광객의 비중이 큰 

만큼 중장년 층의 재 방문률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전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은영 (2002)의 연구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쇼핑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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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를 다룬 결과 2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은 

‘상품의 독특성’ 요인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이 25만엔 이하인 관광객, 즉 학생들과 관리/사무직, 

생산/기능/노무직에 종사하는 저중소득층 시장을 위해서는 

실용성과 기능성을 높이되 상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월소득이 36만엔 이상인 고소득층의 관광객도 ‘상품의 

질과 가격’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므로 그들에게 적합한 높은 

레벨의 고가격 상품전략도 필요하다고 한다.  

유경아(1995)의 연구는 여행자가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에 

어떠한 요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는데, 

여행자들이 여행상품에 관한 항목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항목은 여행상품의 가격과 목적지 등의 물리적인 속성이었다. 

여행자의 특성에 따라 관여요인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수입별, 직업별로 여행자의 특성에 따라서 

여행상품의 속성과 상황요인 및 커뮤니케이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객으로 하여금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본 연구에서 자주 다루게 될 중국의 등급별 

도시 순위를 볼 필요가 있다. <표 3-1>에서는 중국 내 도시의 

등급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각 방면에서 가장 월등한 1선 

도시들과 2선 도시들의 위치를 <그림 3-1> 지도에서 표기하여 

보다 나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은 중국의 1선 도시로서 이들 

도시는 한국 대사관이 있어 비자 발급도 신속히 처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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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인 관계로 다른 나라로 향하는 직항 비행기도 많아 해외 

여행을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 2선 상 도시들도 거의 1선 

도시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발전을 했지만, 2선 중 및 

하 도시들은 일부만 연해도시에 가깝게 위치하고 한국으로 가는 

직행이 없는 도시들도 존재한다. 여기에서 심리적 거리에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항공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세계화와 더불어 지리적 거리를 빠른 

속도로 감소시키고 있으며 또한 관광객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정규, 2004). 즉 경제적으로 발달한 

도시일수록 관광국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작게 인식하고 있고, 

낙후한 지역일수록 심리적 거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1> 중국 내 1~2선 도시등급 

순위 도형 도시 

1선  北京(베이징)、上海(상하이)、广州(광저우)、深圳(선전) 

2선-상 

 天津(텐진)、杭州(항저우)、南京(난징)、济南(지난)、重

庆(충칭)、青岛(칭다오)、大连(다롄)、宁波(닝보)、厦门(

샤먼) 

2선-중 

 成都(청두)、武汉(우한)、哈尔滨(하얼빈)、沈阳(선양)、

西安(시안)、长春(장춘)、长沙(창사)、福州(푸저우)、郑

州(정저우)、石家庄(스자좡)、苏州(쑤저우)、佛山(포산)

、东莞(동관)、无锡(우시)、烟台(옌타이)、太原(타이위안

) 

2선-하 
 合肥(허페이)、南昌(난창)、南宁(난닝)、昆明(쿤밍)、温

州(원저우)、淄博(쯔보)、唐山(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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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국 1~2선 도시의 지역 분포 

 

 

2. 여행특성 

 

최근에는 관광객 중 바링 후우(80년대 생)들이 늘어가면서, 

패키지 투어보다는 스스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여행객이 많이 

지고 있다. 실제로 67.98%의 여행객들은 단순 쇼핑뿐만 아니라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텐진(天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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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장소를 탐방하고 지역 문화를 알아보는 여행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한다. 79.31%의 중국 여행자는 각 지역의 공식적인 

사이트를 원한다고 밝혔고, 53.66%는 중국어로 된 위챗이나 

웨이보의 계정이 있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반수가 

중국어로 된 공식 채널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Beijing Fragrant 

Hills Tourism Summit, 2014). 

오상훈 등(2008)의 연구에서는 한중일 관광객의 쇼핑행동을 

비교연구하였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의 경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제주도 방문은 대부분이 

처음이었으며, 주로 친구나 회사동료 또는 모임구성원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행동특성과 관련해서 한중일 

관광객이 다소간 차이를 보이지만, 목적지로라기 보다 경유지로 

제주를 방문하고 구매하는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인 

관광객과 한일 관광객의 차이가 보다 뚜렷한 특성을 보였다. 또한, 

중일 관광객이 외래관광객이라는 점에서 쇼핑관광과 관련한 

가이드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조윤진(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목적에 따라 

패션문화상품 구매 시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행, 학업, 비즈니스의 세 집단 중에서 학업 집단과 

비즈니스 집단은 여행 집단에 비해 미적 속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방문 목적별 패션문화상품에 

대한 태도의 차이 역시 확인되었다. 학업 집단과 비즈니스 집단은 

여행 집단에 비해 전체 태도 점수와 관리와 운반 편의성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업 집단은 진정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 다른 두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방문 목적은 

패션문화상품의 태도 형성에 중요한 변인이며, 이에 따른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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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쇼핑활동은 여행경험과 관계가 있으며, 사람들은 

첫 여행에서 더욱 활발한 쇼핑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여행경험에 따른 관광객의 쇼핑관광 구매행동은 여행경험이 적은 

관광객이 보다 활발하게 기념품을 구입하며 여행경험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계획적인 구매가 유발된다. 

관광쇼핑 관련 거의 모든 연구에서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여행특성에 고려하고 있고, 이는 관광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기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구통계적 

특성 및 여행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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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각하는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거리, 쇼핑동기 및 브랜드 태도 등 변수들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각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1.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핵심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중국인 관광객이 여행국(한국)에 

머물면서 자국(중국)과 여행국(한국) 사이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 지를 다루는 개념이다. 거리지각은 관광객이 

지각하는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심리적 거리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거리지각을 Ambos 

and Amobos(2009)와 같이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거리로 

나누거나 지리적, 문화적, 제도적 차이로 하위차원을(Gooris & 

Peeters, 2014)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 개개인이 

느끼는 두 나라 사이의 차이로서 심리적인 거리를 말하고 

기존연구에 추가로 경제적 거리지각을 넣었다. 

 

(1) 지리적 거리지각: 중국인 관광객이 지각하는 자국(중국)과 

여행국(한국) 사이의 지리적인 차이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이 단순히 감지되는 지리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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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반응 및 여행시간의 길고 짧음을 일컫는다. 

(2) 문화적 거리지각: 중국인 관광객이 지각하는 자국(중국)과 

여행국(한국) 사이의 문화적인 차이를 말하며, 전통문화, 

대중문화, 청년문화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양국 문화적 

거리를 어느 정도로 지각하는 지를 일컫는다. 

(3) 경제적 거리지각: 중국인 관광객이 인지하는 자국(중국)과 

여행국(한국) 사이의 경제적인 차이를 말하며, 두 나라의 

경제적인 비교를 경제발전수준, 국제적 지위 및 국민소득의 

차이로 대체한다. 

 

관광쇼핑동기: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여행할 때 쇼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동기를 말하며, 보편적인 쇼핑동기와는 달리 

여행을 하면서 생성되는 쇼핑에 대한 동기를 가리킨다. 

 

(1) 사회적 쇼핑동기: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여행할 때 

쇼핑을 하도록 자극하는 사회적인 동기를 말하며, 사회성이 

부각되는 쇼핑동기로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흥정의 

즐거움, 의사소통하고 싶은 마음, 관심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또한 함께 여행하는 동료가 쇼핑하기 때문에 

하는 쇼핑동기를 일컫는다. 

(2) 상품적 쇼핑동기: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여행할 때 

쇼핑을 하도록 자극하는 동기로서 특히 상품성이 부각되는 

쇼핑동기이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상품에 대한 신뢰가 가고, 좋은 품질이라 인정하며, 

중국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지닌 상품이 디자인도 

좋다는 이유에서 상품적 쇼핑동기가 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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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념적 쇼핑동기: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여행할 때 

쇼핑을 하도록 자극하는 기념적인 동기로서 기념성을 

부각시킨 상품을 사고 싶은 마음을 기념적 쇼핑동기라고 

한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 머무르면서 이번 여행을 

기념할 수 있는 관광기념적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번 한국 

방문을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을 남기고자 또한 귀국 뒤 좋은 

자랑거리로 간직할 수 있으며 선물용으로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상품에 대한 욕구를 기념적 쇼핑동기라고 한다. 

 

브랜드 태도: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접하는 패션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다. 패션 브랜드 원산지에 따라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 및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 두 가지 변수로 

나눈다. 패션브랜드 태도는 관광객의 특정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1)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접하는 

한국의 패션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에잇세컨즈, 

스파오 등 브랜드를 로컬 패션 브랜드로 본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내에서 한국의 토종 패션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득이며, 가치 있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말한다. 

(2)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접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자라, H&M 

등 브랜드를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본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머무르면서 토종 브랜드를 제외한 기타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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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일컫는다. 

 

인구통계적 특성: 연령,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의 사회인구 

통계학적 요인을 가리키고, 이는 관광 관련 연구들에서 각 

변수들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이, 성별, 결혼여부, 학력, 

직업, 소득, 거주지역 등의 문항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행 특성: 관광객 개개인의 여행 관련 특성을 가리키며, 고미영 

등(2011)에 근거하여 여행형태, 여행경비, 여행기간, 여행 

동반자, 여행목적, 방문횟수 등 6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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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 

느껴지는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이 한국에서의 

관광쇼핑동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관광쇼핑동기가 어떤 

식으로 한국의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 및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 관광 관련한 연구인 만큼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특성 및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들의 차이도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그림 3-2>과 같다.  

 

인구통계적 특성 

여행 특성 

 

 

 

 

 

 

 

 

 

 

<그림 3-2> 연구모형 

연구문제1 

연구문제3 연구문제2 

문화적 

경제적 

상품성 

기념성 

글로벌 패션 

자국-여행국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 

브랜드 태도 지리적 사회성 

로컬 패션 

55



56 

 

3.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여행 

특성에 따른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쇼핑동기, 

패션브랜드 태도의 차이를 규명한다. 

1-1. 중국인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 패션브랜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1-2.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 특성에 따른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 패션브랜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중국인 관광객의 자국-여행국 간 심리적 거리지각이 

관광쇼핑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1. 중국인 관광객이 지각하는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거리가 사회적 쇼핑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2. 중국인 관광객이 지각하는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거리가 상품적 쇼핑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3. 중국인 관광객이 지각하는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거리가 기념적 쇼핑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쇼핑동기는 한국에서의 로컬 및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에 주는 영향을 알아본다. 

3-1. 중국인 관광객의 사회적, 상품적, 기념적 쇼핑동기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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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패션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2. 중국인 관광객이 사회적, 상품적, 기념적 쇼핑동기는 한국의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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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면접조사 방법 및 절차 

 

문헌 고찰을 통해 이론적으로 제안한 본 연구의 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인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 패션브랜드 태도 등은 곧바로 양적 검증을 

수행하기에는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규명된 바가 다소 부족하다. 

이에,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관광쇼핑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연구문제의 타당성을 면접조사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면접조사는 연구자가 관심 있는 토픽에 대하여 참여자의 

견해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므로, 양적연구를 위한 

준비 단계(Pre-test)로서 좋은 방법이며 또한 충분한 기존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탐색적 연구를 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행동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기법을 통한 구조화된 인터뷰를 선택하였다. 구조화된 

인터뷰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이론이나 연구 틀에 의해 이미 마련된 

질문으로 반응자의 응답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조영달, 2005). 

이런 구조화된 면접은 관광객의 쇼핑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면접 

계획 속에서 잘 다듬어지고 조직된 표준화된 질문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면접 대상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질문들이 

사용된다. 이는 각 인터뷰 사이의 편향과 차이를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어서 면접자들에게 한국에서 관광을 하는 동안 경험한 

쇼핑행위에 대한 서술과 심리적인 느낌을 표출하도록 대략적인 

질문을 제시하였다(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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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면접대상자 선정 및 면접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면접대상자의 선정 및 특징 

 

면접 연구 단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여행국에서 지각하는 

거리에서 쇼핑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될 수 있는 한 다양하게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패션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별인터뷰를 진행한다. 면접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근거로 선정하였다. 1) 한국에서 단기 체류 

중인 중국인 방문객 2) 중국 내 거주지가 최대한 다양하게 분포 3) 

한국에서의 패션 소비 경험이 있는 중국인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자는 의도적 혹은 이론적 표본추출을 

한다. 즉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한다(유태균, 2001). 연구대상의 

크기는 한 명에서부터 연구자가 필요한 만큼, 또는 주어진 시간과 

자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만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연구자의 주된 관심사가 양이 아니라 질이기 때문에 

표본추출에서도 면접자 표본의 크기를 극대화하기보다는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를 극대화 하는데 주력하였다(유태균, 2001). 본 

연구의 면접 조사는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행동을 살펴본다는 

목적에 따라 실제로 한국에서 쇼핑을 끝마치고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중국인 관광객 5명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먼저, 최근 

한국 방문 경험자 중에서 다양한 연령대에 해당하는 중국인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행 특성에 따라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자발적으로 면접에 참여할 의향을 보이는 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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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편안한 시간대를 정하도록 하고 

면접자가 지정해준 장소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5명의 대상자와 따로 모여 연구자와 일대일로 대면하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되며, 2014년 9월에 진행되었다. 면접 시간은 50분 

가량 소요되었다. 면접대상자의 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2> 면접대상자의 인적 특성 

사례 성명 연령대 
여행 

유형 

여행 

기간 

여행 

동반자 

여행 

목적 

한국 

방문횟수 

출신 

지역 

1 참여자 A 40대 단체 7일 유 견학 2
nd

 북경 

2 참여자 B 20대 단체 7일 유 견학 1
st
 산서 

3 참여자 C 10대 단체 7일 유 견학 1
st
 북경 

4 참여자 D 30대 개인 3일 무 쇼핑 6
th
 광동 

5 참여자 E 20대 개인 3일 유 쇼핑 4
th
 길림 

 

 

2. 면접 방법과 내용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행동을 파악하고 모델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 3-3>의 순서에 따라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대상자의 

구술은 양해 하에 모두 녹취하며, 핵심어의 수집과 하위차원 

분류의 과정을 거쳐 쇼핑행동의 선행요인들을 정리한다. 

일차적으로 구술 내용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단어를 

면접 대상자의 어휘 그대로 나열하고, 이 중 유사한 단어들로 

분류하여 이를 대표하는 핵심어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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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면접 내용의 개략적 틀 

면접 내용 질문 예시 

중국-한국 거리지각 

“한국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은?” 

“우리(중국)와 한국 사이의 거리는?” 

“어떤 면에서 자국-여행국 거리가 느껴지나요?” 

한국에서 쇼핑동기 

“한국에서 쇼핑을 하는 주된 원인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쇼핑을 하게 

되죠?” 

로컬 or 글로벌 

“주로 무엇을 구매했나요?” 

“로컬 및 글로벌 브랜드의 차이는?” 

“로컬(글로벌)을 구입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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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설문조사 연구 방법 및 절차 

 

이론적 고찰을 통해 관광쇼핑행동에 이르는 변수들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델의 타당성 검증 및 변수개념을 최종 

확립한 후에, 설문지 조사를 통해 모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본 절에서는 설문지 조사의 연구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1. 측정도구의 개발 

 

본 연구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측정항목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 

목적에 따라 일부분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의미의 모호성이 

지적된 일부 문항들을 수정하였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몇몇 단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강하여 최종 설문지가 완성 

되었다. 

설문지는 크게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 

패션브랜드 태도, 여행특성, 인구통계적 특성 등 모두 4개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측정문항 및 출처 등 내용들을 아래의 <표 

3-3>과 같이 정리하였다. 인구통계적 문항, 여행특성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1)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측정문항 

심리적 거리지각은 관광객이 지각하는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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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거리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리를 많이 다뤄왔고, Ambos 

and Amobos(2009)와 같이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거리로 

나누거나 Gooris and Peeters(2014)의 연구에서 지리적, 문화적 

제도적 차이로 하위차원을 두었다. Zhang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지리적 거리를 “주어진 나라는 자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되는가?”, “자국에서 주어진 나라까지 갈려면 

얼마의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가?” 등 문항을 사용했고, 문화적 

거리로는 “주어진 나라는 자국과 문화적으로 얼마의 차이가 

있는가?” 등의 심리적인 거리 관련 문항들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자국-여행국의 심리적인 차이를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거리지각으로 나누어 중국인 관광객 

개개인의 응답을 얻고자 한다.  

 

(2) 관광쇼핑동기 측정문항 

관광쇼핑동기는 보편적인 쇼핑동기와는 달리 여행을 하면서 

생성되는 쇼핑에 대한 욕구를 가리킨다. 김은영(2002)의 연구에서 

쇼핑관광동기를 “판매원이나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즐거워서”, “판매원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고자”, “쇼핑을 통하여 동행자와 유대관계를 높이고자” 등 

사회적 쇼핑동기와 “상품의 디자인이 좋아서”, “상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서” 등 상품적 쇼핑동기 및 “관광 후 

이야깃거리를 갖고자”, “관광 후 회상과 추억을 만들고자”, 

“구매상품을 선물하고자”, “구매상품을 관광기념품으로 하고자” 등 

기념적 쇼핑동기를 참고하였다. 또한, 고미영, 양필수, 강성일, and 

오상훈 (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쇼핑동기로 “물건 구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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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정의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판매원이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서”, “비슷한 취미나 기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주변사람들로부터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함께 여행하는 동료가 쇼핑하기 때문에”, 

“쇼핑을 통해 동반자와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등의 

문항들을 참고하였다. 상품적 동기 측정을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서”, “상품의 디자인이 좋아서” 등 상품성 문항들, 

“관광기념품으로 남기기 위해서”, “여행 후 여행에 대한 회상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 후 주변사람들과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등의 

문항들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끔 

문항을 추가 수정하여 사회성, 상품성, 기념성 등 세가지 쇼핑동기 

문항들을 사용하여, 총 14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3)패션브랜드 태도 문항 

패션브랜드 태도로 패션 쇼핑행동을 측정하고 브랜드 

원산지에 따라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 및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 

두 가지 변수로 나눈다. 패션브랜드 태도는 관광객의 특정 

브랜드에 대한 신념과 특정 브랜드를 일관해서 선호하는 개인의 

선유경향으로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패션브랜드 태도는 관광객들이 관광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평판이며 브랜드 선택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수로 Low and Lamb Jr (2000)에서 사용한 “나쁘다-좋다”, 

“불쾌하다-유쾌하다”, “가치 없다-가치 있다” 등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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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측정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 출처 

자국-

여행국 

거리지각 

지리적 

1. 한국과 우리 나라는 거리가 멀다. 

2. 한국으로 여행가는 시간은 길다. 

3. 한국에 오면 시차반응이 생긴다. 

Ambos and 

Amobos 

(2009) 

Gooris and 

Peeters 

(2014) 

Zhang et al. 

(2013) 

문화적 

1. 한국과 우리 나라는 전통문화의 차이가 있다. 

2. 한국과 우리 나라는 대중문화의 차이가 있다. 

3. 한국과 우리 나라는 청년문화의 차이가 있다. 

경제적 

1. 한국과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수준이 다르다. 

2. 한국과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지위가 

다르다. 

3. 한국과 우리 나라는 국민소득이 다르다. 

관광쇼핑

동기 

사회성 

1. 흥정의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2. 판매원이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서 

3. 비슷한 취미나 기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4.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5. 함께 여행하는 동료가 쇼핑하기 때문에 

6. 동반자와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김은영

(2002) 

상품성 

7. 상품에 대한 신뢰가 가서 

8. 상품의 품질이 좋아서  

9. 상품의 가격이 좋아서  

10. 상품의 디자인이 좋아서 

기념성 

11. 관광기념품으로 남기기 위해서 

12. 여행에 대한 회상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13. 주변사람들과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14. 주변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브랜드 

태도 

로컬패션 

(글로벌

패션) 

한국에서 한국(글로벌)패션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은… 

1. 우선이다. 

2. 이득이다. 

3. 가치가 있다. 

Low and 

Lamb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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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명한 일이다. 

인구통계적 특성 나이, 성별, 결혼여부, 학력, 직업, 소득, 거주지역 
임혜리 

(2001) 여행 특성 
여행형태, 여행경비, 여행기간, 여행 동반자, 여행목적, 

방문횟수 

 

2. 설문조사 설계 

 

(1) 설문조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 패션브랜드 태도 등 

관광객 행동에 미치는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인 선행연구와 질적 

연구법을 통해 검출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심리적 자국-여행국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 패션브랜드 태도 등의 하위 차원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수집방법 

본 연구의 실증적 검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연구 대상의 선정을 위해 한국 

관광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공항에서 대기 중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이틀 동안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응답을 수집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한국에서의 쇼핑경험이 있는 중국인 

관광객으로서 연구자로부터 설문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은 다음 연구자가 설정한 설문지 순서에 따라 응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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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선택은 편의표집법이 사용되었으나 수집된 

자료의 대표성 확보와 연구 결과의 보편성을 고려하여 나이, 성별 

및 거주 지역은 최대한 다양하게 분포되도록 다양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연구참여를 요청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 과정을 

거쳐 SPSS 20.0과 AMOS 20.0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한 통계기법으로는 표본의 기술적 통계분석을 

비롯하여 표본의 특성 별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와 3을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본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 패션브랜드 

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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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제 3 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면접 조사와 설문 조사 연구의 결과를 제시한다. 

제 1 절에서는 면접 자료를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국-

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이 쇼핑동기를 거쳐 패션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며 각 변수들의 역할 및 

관련요인을 알아본다. 제 2 절에서는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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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면접조사 

 

본 절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여행할 때 자국-

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 및 패션브랜드 태도에 대한 

면접 자료의 해석 결과를 제시한다. 

 

1.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의 하위 차원 

 

(1) 지리적 거리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국과 한국 간 지리적 거리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도출하는 근거가 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인 것 같다. 북경에서 2시간만에 한국에 

도착했다. 이 정도 거리는 중국 내 타 지역을 방문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지난번은 북경에서 광주에 가는 것도 3시간이나 걸렸었는데, 아무래도 

서울이 더 가깝다.… (참여자 A) 

 

“지리적으로 가깝다. 북경에서 대련(료녕성의 도시)으로 가는 시간이랑 

똑같다.”… (참여자 B) 

 

“특히 나는 북경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을 보다 가깝게 여긴다”… 

(참여자 C) 

 

“나는 광둥성(广东省)내 3선도시인 후이저우(惠州)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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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한국으로 직접 통하는 비행기가 없어 경유 시간까지 합하여 5시간 

반이 걸린다. 한국이 가까운 나라는 아니다”……(참여자 D) 

 

지리적 거리는 해외에서 머무르고 있는 관광객 모두의 

마음속에 잠재된 하나의 비교 개념으로 존재한다. 지도에서 

설명되는 물리적인 거리를 놓고 봤을 때 흔히 한국을 매우 가까운 

이웃 나라로 인식한다. 특히 북경, 상해 등 1선 도시에서는 한국을 

가깝다고 인식을 하는데, 이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큰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대도시일수록 해외로 향하는 

항공편이 더 많고, 작은 도시에서 누릴 수 없는 해외 직행을 

살펴보면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많은 항공편을 보유하고 있다. 

 

3선 도시 이하의 비교적 낙후한 지역의 거주자들은 한국 대사관의 부재로 

비자 취득 면에서 다소 불편한 점들이 많다. 이런 도시에서는 비자 발급지가 

없으므로 한국 입국을 어렵게 느끼고 멀리 지각하는 경우가 있다. 나의 

고향(지방)에 있는 조카들은 아직도 한국 여행을 큰 소원으로 여긴다”…… 

(참여자 A) 

 

“옌지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는 관계로, 비자 신청 시 여행사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 2주 가량 기다려야 비자가 내려온다”……(참여자 E) 

 

3선 이하의 도시 주민들은 한국을 멀리 지각하고 있다. 

거주지에서 한국으로의 직행 비행기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1선이나 2선-상 등 대도시를 경유해야만 해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한국은 결코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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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에서는 중국 여행자들을 위해 비자발급 조건이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비자를 발급하는 데는 여전히 적잖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때는 

은행잔고 증명서와 개인소득증명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한국 대사관이 주재하지 않는 중국 

3선 이하 도시의 주민에게는 비자문제로 인한 번거로움이 일부 

중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을 다소 멀리 지각하도록 해준다. 

 

“북경과 한국 사이 시차는 거의 없다. 북경에서 신강(중국의 서북쪽에 위치) 

사이에도 3시간의 시차가 생긴다. 그러니 한국이 훨씬 더 가깝게 

여겨진다.”… (참여자 B) 

 

“한국과 중국은 1시간의 시차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매우 가까운 

나라이다..”… (참여자 C) 

 

중국은 자체 내부에서도 시차반응이 일어난다. 서쪽 끝에서 

동쪽 끝 사이는 5개의 시차구간이 존재한다. 중국의 가장 

서쪽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러 가면 시차반응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동쪽 연해도시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러 가면 시차반응이 

거의 없다. 

이웃 나라인 만큼 한국을 지리적으로 가까이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1선, 2선-상, 2선-중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을 매우 가까이 인식을 하는 

반면, 2선-하 이하의 도시 주민들은 번거로운 비자신청과 비행기 

직행이 결핍한 이유로 한국을 그다지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고 

말한다. 면접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자국-여행국 거리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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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언급을 했던 단어는 심리적인 거리나 여행시간이며, 소수의 

응답자들이 시차반응도 고려하였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한국과의 지리적 거리 지각에는 여행시간, 거주지역(대도시인지 

소도시인지), 시차반응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거주지역 요인은 1선도시와 같은 대도시인지 소도시인지의 

차이에 귀인하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여행을 위한 비자발급의 

편의성과 직항 등 교통의 편의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자국과 

여행국의 지리적 거리지각을 설명하는 문항들로 지각된 거리, 여행 

시간, 시차반응 등 세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표 4-1> 자국-여행국 간 지리적 거리지각에 대한 범주 

 범주 하위 범주 

지리적 

거리 

여행시간 
직항 등 교통 편의성 

비자 발급 등 여행준비 편의성 

시차 중국은 5개의 시차구간이 존재 

 

(2) 문화적 거리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국과 한국 간 문화적 거리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도출하는 근거가 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고대건축물을 관람할 때 느낀 건데, 한국의 전통문화는 중국과 매우 

흡사하다. 모든 면에서 중국의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중국의 리틀 버전으로 

설명하고 싶다.. 비록 물적자원이 결핍한 한국일지라도 고대 건축 등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기술이 앞서 있다. 남산타워를 방문했었는데, 높지도 않는 타워를 위주로 

수많은 스토리를 담게 만들어 스토리텔링 식의 홍보를 가해 더욱 

72



73 

 

흥미로웠다”…(참여자 B) 

 

“중국과 한국은 모두 동방문화에 속하며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모두 

유교사상을 받은 민족들이고 한중 사이에서 큰 전쟁을 겪었던 적이 없어 양국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이다.”……(참여자 A) 

 

“전통문화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과 매우 흡사하다. 지난 번 경복궁 

관람에서도 중국 옛 건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의 한복(韩服)도 중국 

고대의 한복(汉服)과 비슷하고 한국어 발음도 가끔 중국어 발음이랑 겹치는 

경우가 많다.”……(참여자 D) 

 

건축, 명절, 전통복식, 한자 등을 비롯해 전통적인 문화에서 

한국과 중국은 인접 나라인 만큼 매우 흡사하다. 이처럼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중 양국이 큰 차이는 없으나, 문화를 보존하고 문화를 

키우려는 의지는 한국이 앞섰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는 서양문화가 잘 배여 있다. 아마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중국보다 훨씬 모던하다.”…(참여자 B) 

 

“길에서 걷다 보면 영어로 된 간판이 비교적 많다. 서양적인 느낌이 

중국보다 강하다”…(참여자 A)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한국은 서양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모던함은 중국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살펴보았는데, 참여자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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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문화는 중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양문화의 영입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보다 더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한국이 

앞서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게 되었다. 한국의 미디어 컨텐츠 문화는 

중국보다 월등히 앞섰다고 생각 한다. 요즘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달려라 

형제여(奔跑吧兄弟)라는 프로그램도 한국판 런닝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중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중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다.. 이러하니 한류 스타들의 인기는 단연 아시아 최고가 

아니겠는가”……(참여자 C) 

 

“한국의 정부는 대중문화의 전파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한류 컨텐츠를 

상품화 하여 해외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전파는 중국 정부가 

미처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다.”…(참여자 B) 

 

한국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한국 미디어 컨텐츠는 이미 중국 

남녀노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중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중 양국은 

국가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덩달아 한국을 해외 

여행 목적지로 선택하도록 한다. 대중문화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월등하다고 볼 수 있다. 한류를 탄생시킨 예능, 드라마, k-pop 등 

컨텐츠를 상품화하여 해외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대중문화 성공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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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외모 가꾸기를 매우 즐긴다. 가끔은 즐기는 정도를 뛰어넘어 

암묵적으로 의무화가 되어버린 듯한 분위기이다. 한국 거리에서 걷다 보면 

90%이상이 제대로 된 메이컵과 옷차림으로 자신을 단장하였다. 또한, 

보편적으로 본인 나이 때보다 어려 보이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10대와 

20대, 20대와 30대, 30대와 40대 등등의 계선이 모호할 정도로 잘 꾸미고 있다. 

반면 중국인들은 아직까지도 모든 이가 치장하고 나오는 분위기가 

아니다.”……(참여자 D) 

 

외모지상주의도 한국에서는 하나의 대중문화로 볼 수 있다. 

한국인 다수가 옷 단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외모를 중요시한다. 같은 연령대에서 비교를 하면,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젊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한국의 

대중문화는 한류에 의해 전파되는 미디어 컨텐츠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외모를 가꾸려고 많이 노력하는 대중문화도 언급하였다. 

한국의 이러한 대중문화는 중국인에게는 큰 매력으로 느껴지며, 

한국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도 이러한 대중문화들에 의해 점차 

강해진다. 

 

“한국 청년들은 선생님 혹은 상사에게 매우 공손한 태도인 반면, 중국 

청년들은 이러한 선인(先人)들을 친구 혹은 동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청년들은 추운 날씨에도 맨다리에 치마를 입고 다니고, 아주 어린 10대들도 풀 

메이컵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청년문화는 

중국 젊은 층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미(美)에 대한 인식이 우리랑 많이 

다르다, 아마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좀 받았나 보다..”…(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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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사상을 중국보다 더욱 잘 보존하고 있는 한국은 예의를 

중요시한다.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려도 손색 없는 한국인들은 

선인(先人; 부모, 선배, 상사 등)에게 늘 공손한 자세를 취한다. 

한국 청년들은 중국 청년보다 예의를 더 잘 갖추었고 훨씬 

자율적이다. 

 

“의복, 머리 스타일, 메이컵 등으로 두 나라 청년을 비교해 본다면 한국 

청년의 생활이 더욱 정교(精致)하다고 말해도 된다.”… (참여자 A) 

 

미(美)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인 만큼 외모를 가꾸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외모 관리를 하는 

청년문화가 중국이랑 비교된다. 

 

“한국 청년들은 중국보다 더욱 활력이 넘쳐 보인다.”… (참여자 A) 

 

“한국의 청년들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하고 언론자유를 주장한다. 

한국인은 사람마다 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고, 청년들도 정치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익을 갖고 있다. 이는 중국하고 너무나 다른 청년문화이다.”……(참여자 

E) 

 

한중 양국의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유로 이 두 나라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권익에 대한 주장도 다소 차이가 난다. 

자본주의 사회체제인 한국은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보다 훨씬 

언론자유를 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더욱 자유로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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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자국-여행국 간 문화적 거리지각에 대한 범주 

 범주 하위 범주 

문화적 거리 

전통문화 

중국과의 유사성 

서구화와 현대화 

전통문화 보존기술 

스토리텔링 

대중문화 
한류 

미디어 컨텐츠 

청년문화 

유교문화의 영향 

미 의식 

활력, 자신감 

 

문화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이 지각하는 여행국의 문화를 자신 나라의 

문화와 비교를 하다 보니, 사람 대 사람으로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고, 게다가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대중문화나 청년문화를 많이 

언급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이 지각하는 자국-여행국의 

문화적 거리는 전통문화, 대중문화, 청년문화로 나눈다. 이웃 

나라인 만큼 중국과 한국은 전통문화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매우 흡사하다. 대중문화라 하면 한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류를 가장 일찍 접하고 한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가 

중국이다. 남녀노소 각자 다른 연령층에서 외모적으로 꾸미기를 

좋아하는 한국인은 중국인에 비해 많이 어려 보인다는 얘기도 

있었다. 또한 청년문화에서 외모지상주의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심하다. 대부분 면접 참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예의범절을 

언급하였는데,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가장 몸에 배인 민족이 

한국인이고, 중국은 보다 자유로운 인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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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거리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국과 한국 간 경제적 거리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도출하는 근거가 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전의 현황을 놓고 보면, 한국은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다.”… 

(참여자 A) 

 

“한국을 중국 1선도시랑 비교하면 큰 경제적 차이가 보이지 않는 반면, 

중국의2, 3선 도시랑 비교하면 한국과의 경제적 거리를 실감할 수 있다. 사실은 

중국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한 터라 한중 경제적 비교가 매우 어렵다. 

그리하여 GDP 같은 수치적인 비교가 필요하겠다..”… (참여자 B)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발달되었다. 한국 내에서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는 것 같다. 이와 달리 중국은 엄청난 빈부격차를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평형 유지가 쉽지만은 않다.”…(참여자 C) 

 

“한국에 오기 전만 해도 한국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로 상상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 선진국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중국보다는 경제적으로 

앞섰다고 생각된다.”… (참여자 D) 

 

“자원결핍인 한국과는 달리 무궁한 자원을 부여한 중국은 앞으로의 놀라운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침체 된지 오래되었으니 한국을 능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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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거리에 대해서는 한중 비교가 혼란스러운 현상을 

보였다. 중국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섰다는 중국인도 있는가 

하면 한국이 중국보다 앞섰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총 GDP와 

인당 GDP 둘 중 무엇으로 비교하느냐 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게다가 중국은 근래에 고속 성장하는 나라이고 지역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선 

도시는 고속 성장하였는데 비하면 2, 3선 도시는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함(참여자 A; 참여자 C)으로 두 나라의 경제적인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 같다. 면접 참여자들의 미래 중국경제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고 한국을 능가할 날이 다가올 것이라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아직까지는 한국경제가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여긴다. 

 

일반 서민적인 수익으로 비교를 한다면, 중국 대졸은 4,000위앤이 보편적인 

초봉이고 한국보다 적게 받는 편이다.”… (참여자 B) 

 

“인당 GDP도 중국보다 높고, 인당 국민소득도 중국보다 높다.”… (참여자 D)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은 중국보다 앞서 있다. 인당 GDP도 

중국보다 높다. 대체적으로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잘 산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브랜드들도 중국보다 더욱 세련되었고, 브랜드 수립 과정도 우리보다 

더욱 앞서나갔다. 한국은 발전된 나라이고, 개인적 소득도 중국보다 높다”… 

(참여자 A) 

 

브랜드로 비교할 때, 삼성, LG 등 다국적 기업도 중국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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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생산 위주의 기업들이 더욱 

많다.”… (참여자 B) 

 

한국의 브랜드는 중국보다 더욱 세련되고 브랜드 관리에서도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브랜드 보유량도 

중국보다 많고 중국은 아직도 생산위주의 기업들이 많다. 

한중 사이 거리에 있어서 면접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경제적 거리이다. 여행객으로 놓고 볼 때, 

여행국의 경제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다. 

여행국에서 무엇을 구입하는 것은 본 여행 당국과 여행객이 살고 

있는 국가 사이 차이가 어느 만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가, 환율 등 여행객이 관심 갖고 보는 경제적 

요인들이 쇼핑에 영향을 주게 된다.  

 

<표 4-3> 자국-여행국 간 경제적 거리지각에 대한 범주 

 범주 하위 범주 

경제적 

거리 

경제발전수준 

국가경제와 개인경제간 차이 

발전속도의 차이 

선진국 

글로벌 지위 
글로벌 기업과 브랜드 보유 

한국경제 침체 

빈부격차 서민 월수입 

 

경제적 거리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가장 눈 여겨 보는 한 

부분이고 비교가 어려운 요인이다. 양국을 비교함에 있어서 

GDP수치, 경제발전 수준, 브랜드 보유량, 국민소득 등 여러 

요인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한 중국을 상대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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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단순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GDP나 국제적 지위로는 철저한 비교를 이루기 어렵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면접 응답자들의 마지막 한마디가 “중국은 언젠간 

한국 경제를 따라잡는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아직까지 

한국경제가 중국을 앞섰고 중국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2. 관광쇼핑동기의 하위 차원 

 

면접 결과,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여행 시 생기는 

쇼핑동기는 사회성, 상품성, 기념성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광쇼핑동기에 대하여 중국인 

참가자들이 한국에서의 쇼핑동기는 김은영 (2002)이 제시한 

문항들과 유사한 형태로 구분되었다. 단 사회적 쇼핑동기에 

대해서는 일부 면접 참여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1) 사회적 쇼핑동기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느끼는 사회적 

쇼핑동기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도출하는 근거가 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흥정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가격 표시대로만 판매를 

한다. 그런데 동대문과 인사동은 다르다. 현금으로 사면 값을 깎아주기도 하고, 

흥정하여 득템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갑자기 명동에서 쇼핑을 하던 

생각이 떠오르는데, 한국인 판매원의 태도가 안 좋았다. 내가 나름 판매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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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분은 약간의 짜증이 섞인 표정을 보여줬다. 

아마 중국인 관광객이 하도 많고 분주하다 보니 한 명씩 케어가 어려웠던 

모양이다.”……(참여자 B) 

 

“가꿈 친절한 판매원이 매우 열심히 설명을 다 해주며 고르라고 권유를 

했으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매장에서 나와버린다. 이 행위가 민망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좋은 제품을 소개해주면 꼭 구매하기 

마련이다.”……(참여자 D)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쇼핑을 하면서 

흥정도 해보고, 판매원과 의사소통도 하고, 동료 여행객으로부터 

정보교류는 필수였다.  

해외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현지인들과의 대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람들은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희망한다. 면접 참여자 B도 동대문과 인사동에서 흥정하던 

에피소드를 떠올리며 즐거워 했다. “물건 구매 시 흥정의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해” 흥정 가능한 동대문이나 인사동과 같은 곳에서 

쇼핑을 하였으며, “판매원이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거워서” 판매원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쇼핑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입증하였다. 

 

“친구가 too cool for school의 계란 마스크팩을 대신 사달라고 

하길래…아~ 이런 브랜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궁금한 마음에 나도 몇 개 

사서 사용해보았다. 기타 라메르의 크림이나 잇츠스킨의 마스크팩도 구매대행 

해줬었는데, 이처럼 나에게 주문을 하는 제품들에게는 일종 신뢰가 생성된다. 

이런 식으로 구매대행을 하게 되면 좋은 정보를 많이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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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 

 

여행단체의 기타 두 분이 내가 구매한 화장품을 보고 다음날 바로 명동으로 

향하더군. 우리 서로서로가 따라하기 쇼핑을 하는 것 같았다”……(참여자 B) 

 

“쇼핑 시 3명 이상이 함께 쇼핑을 하게 되면, 꼭 누군가 두 명은 동일 

제품을 사기 마련이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다.”……(참여자 D) 

 

구매대행을 의뢰 받은 면접 참여자 E는 의뢰 받은 제품 

아이오페 쿠션에 무언의 신뢰를 느끼며, 본인도 구입하여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마음을 표출했다. 면접 참여자 B도 

이니스프리의 세렴, 참여자 A도 토니모리의 달팽이 마스크팩, 

참여자 D는 On&On의 원피스 등 구매대행을 의뢰 받으면서 

자신들도 똑 같은 제품을 구입하여 본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구매대행을 통해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이 뭔지를 알게 

되고 꾸준한 정보교류를 통해 비슷한 취미나 기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얻게 된다. 

면접 참여자 D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3명 이상이 함께 

쇼핑을 하게 되면 꼭 비슷한 제품이나 아예 똑 같은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비자가 쇼핑 동반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여행객도 여행 동반자의 영향을 받아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우선 현지인들과의 대화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판매원이나 현지 일반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신기해하고 즐거워 한다. 면접 참여자 E는 친구들에게 구매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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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받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교류를 진행한다. 

대부분 면접 참여자들은 구매대행을 해주는 제품을 구입하면서 

본인 몫도 챙기면서 쇼핑을 한다. 구매대행을 의뢰 받은 제품들은 

늘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함께 여행을 

하는 동료의 쇼핑행위도 본인에게는 큰 자극이 된다. 이 모든 것을 

사회적 쇼핑동기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 중국인 

소비자들은 옛과 달리 체면을 위한 소비가 많지 않고 소비를 

‘지위와 권위를 인정 받기 위함’ 혹은 ‘동반자와의 유대관계를  

증진’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문항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2) 상품적 쇼핑동기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느끼는 상품적 

쇼핑동기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도출하는 근거가 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오리지널 한국제를 구입할 수 있어서 좋다. 중국 내에서도 한국 

제품이 많긴 하나 짝퉁 한국 브랜드가 수두룩하여 구입을 망설일 때가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 구입하는 한국 제품은 믿을만하다.” ……(참여자 A) 

 

“내가 한국에서 여행 시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이 옷의 가격, 품질, 디자인 

그리고 기능이다. 한국의 옷은 믿음이 간다. 특히 브랜드가 있는 옷들이 더욱 믿을 

만하다. 한국에서 품질 감독에 공을 드리는 것 같다. 나의 전례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ixxo에서 300위엔 정도 되는 니트코트를 두벌 샀고, Eight 

second에서 300위엔 되는 옷을 샀는데, 이 옷이 중국에서는 1,000위엔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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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야 된다. 니트를 고를 때도 디자인, 울 함량, 컬러 등을 눈 여겨 관찰하군 한다. 

그리고 Eight sencond에서 남동생에게 주는 남성용 니트코트도 한벌(300위엔), 

여동생에게 줄 치마(100위엔)도 구했다.”…… (참여자 B) 

 

“한국 패션은 가공 솜씨가 훌륭하다. 중국에서 어떤 옷들은 선도 제대로 박지 

않았다는 것이 눈에 환히 보인다. 디자인 면에서는…실은 거의 비슷해 보인다. 

중국에서 너무 카피를 많이 하다보니 디자인은 거의 비슷해 

보인다.”……(참여자 C) 

 

면접 참가자들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쇼핑동기가 대부분 가격, 품질, 디자인, 기능성 등 상품의 속성에 

관한 요인들을 많이 언급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격을 언급하는 

횟수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보아 가격이 가장 큰 쇼핑동기로 

보인다. 실제로도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상품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면접 참여자 A는 진정한 한국제를 살 수 있어서 좋다는 

것으로 보아 상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서 한국 제품을 

구입하는 것 같다. 게다가 면접 참여자 B도 한국제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아 상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이 

세가지 요인이 상품적인 쇼핑동기로 설명할 수 있다. 또는, 

중국에서 한국 패션을 너무 카피하다보니 디자인으로 놓고 볼 때 

차이가 거의 없고 단지 품질 면에서 한국이 더욱 섬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참여자 C). 

관광객에게는 제품의 상품성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에도 한국 

옷을 즐겨 입는 면접 참여자 A는 한국에서는 진정한 한국제 

의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즐거워 했다. 즉 한국에서 한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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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를 사는 쇼핑동기가 상품에 대한 신뢰로 해석이 된다. 이희정 

(2012) 연구에 의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신뢰(trust)의 결여로 

인해 심리적인 거리를 느끼게 됨을 발견하였다. 관광객들은 해당 

여행지의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여행지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지고, 신뢰도의 정도에 따라 심리적 거리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기타 세가지 요인들과 취합하여 

한국에서 쇼핑동기는 상품에 대한 신뢰, 품질, 가격, 디자인 면에서 

전부 훌륭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여행 시 생성되는 상품적 쇼핑동기는 상품에 대한 신뢰, 

상품의 품질, 가격, 디자인 등 요인에 구성된다. 

 

(3) 기념적 쇼핑동기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느끼는 기념적 

쇼핑동기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도출하는 근거가 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산타워에서 우편 편지를 구입하여 중국에서 계시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보내드렸다. 또한, 남산타워의 로고가 새겨진 물컵을 구입하여 이번 

여행을 기념하고자 한다…엄마가 평소에도 라인프렌즈의 곰인형을 매우 

좋아하므로 곰인형 하나를 사드렸다. 아빠는 양띠이므로 경복궁에서 양 모양의 

조각인형을 사드렸다. 친구들에게는 팔찌를 선물하려고 샀다.”……(참여자 C) 

 

“한국에서 구매한 옷을 중국에 돌아가서 자랑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옷이 예쁘다고 칭찬을 하면, 그때는 내가 꼭 얘기를 하는거지, 이거 

한국에서 직접 구입한거라 조금 달라보일 수 있다고…”…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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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뛰드 하우스, 이니스프리가 세일기간이라 저렴한 세일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였다. 나중에 귀국하면 친구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품목이니까... 알아주는 

브랜드에 품질도 괜찮고 가격이 저렴하니 선물용으로 딱이다.”……(참여자 D) 

 

“중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김, 사탕 등 음식거리를 선물하였다. 선물용으로는 

음식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 가격이나 부피 등 면에서 다 

편리하다……북경의 백화점에도 설화수 매장이 있다. 나는 그 매장을 지날 

때마다 지난번 한국여행을 떠올리군 한다. 그때 한국에서 샀던 설화수 화장품 

세트가 중국에서는 이리도 비쌀 줄이야…시간만 나면 또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참여자 A) 

 

면접 참가자들은 다수가 선물용 쇼핑을 하거나 중국 내의 

친인척을 위해 구매대행을 하였다고 응답했다. 기념하고자 쇼핑을 

하는 현상은 많지 않지만, 막상 중국에 돌아가면 구매한 제품들 

때문에 한국을 회상하곤 한다. 한국여행을 굳이 자랑하는 것은 

아니어도 주변인들의 주목이나 칭찬을 받으면 한국에서 쇼핑한 

얘기를 들려준다.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과 관련한 무언가를 

보게 되면 자연스레 한국 여행을 회상하게 된다. 

면접 참여자 C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기념하고자 남산타워의 

기념품점에서 손수 편지를 써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남산타워 로고가 새겨진 물컵도 관광기념품으로 남기기 위한 

또는 여행 후 여행에 대한 회상과 추억을 만들기 위한 기념적 

쇼핑동기로 인해 구입을 한 것이다. 참여자 B는 한국에서 구매한 

옷으로 주변인들에게 굳이 자랑은 아니어도 많은 이야깃거리를 

공유할 수 있었다. 면접 참여자 C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선물용 

제품을 많이 구입을 하였고, 때마침 세일 기간을 맞아 면세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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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로드샵에서 가성비가 좋은 화장품을 대량 구입한 

참가자(참여자 D)도 있는가 하면, 가격과 부피를 고려한 음식을 

선물용으로 구입한 참가자(참여자 A)도 있었다. 이들 쇼핑은 모두 

주변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쇼핑이고, 기념적 쇼핑동기와 

맞물린다. 

면접 참가자 다수가 선물용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한다. 

참여자 C는 남산타워에서 열쇠고리, 편지 등 기념성이 강한 

제품들을 구입하였고, 참여자 D는 세일하는 길거리 점포에서 

제품을 대량 구입하여 주변인에게 선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참여자 B는 한국에서 구입해간 옷을 입고 주변인들과 옷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었다. 상술한 몇 가지는 

관광쇼핑동기에서 기념적 쇼핑동기를 보여준다. 

 

3.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이 관광쇼핑 동기에 주는 영향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여행하면서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이 관광쇼핑 동기에 주는 영향을 도출하는데 근거가 된 

응답은 아래와 같다. 

 

“멀리 외국으로 왔으니 쇼핑을 많이 해서 뭐라도 많이 사가야지 아니면 

후회할 것 같아서 쇼핑을 많이 하게 된다. 게다가 상품들이 중국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고 디자인도 예쁘니 이 참에 많이 구입해야 한다.”… (참여자 E) 

 

“만일 먼 곳으로 여행을 간다면, 그 나라 특유의 제품들을 많이 많이 

사들여야지 아니면 후회할 것 같고, 심지어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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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비교적 잘 입고 다니며, 패션 트렌드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한국경제가 아직은 중국보다 앞섰기 때문에 한국의 옷도 

더욱 패셔너블해 보인다.”……(참여자 D)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산 의류 제품은 품질 

면에서 일단 안심을 시켜준다. 게다가 디자인도 트렌디하고 가격도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당연히 한국에서 쇼핑을 하고 싶게 된다”……(참여자 A) 

 

면접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거리는 

한국에서 여행 시 생성되는 쇼핑동기에 영향을 형성하고 있다. 

고향이 지리적으로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면접 참여자 E는 

한국 여행이 결코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이번 기회에 많은 

상품을 구매하였다. 

면접 참가자들은 경제적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참여자 D, 참여자 A). 참여자 D는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한국 상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한국의 패션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였다. 

참여자 A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앞선 한국 상품은 품질 면에서 

신뢰가 간다고 하였다. 

면접 참여자 C는 한국의 한류문화를 얘기하면서 미디어 

컨텐츠 문화의 발달된 한국을 따라 하고 있는 중국을 언급하였다. 

미디어 컨텐츠에 등장하는 패션도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적인 

패션 스타일을 모방하고 따라 하게 된다. 면접 참여자 D는 미에 

대한 인식이 앞서나간 한국을 언급하면서 너도나도 화장하고 

치장하는 한국인을 말하였다. 중국인도 이처럼 치장했으면 하는 

바램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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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쇼핑동기가 패션브랜드 태도에 주는 영향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여행하면서 생성되는 

관광쇼핑동기가 패션브랜드 태도에 주는 영향을 도출하는데 

근거가 된 응답은 아래와 같다. 

 

“나는 한국의 로컬 브랜드만 구입했다. 글로벌 브랜드라면 중국에도 수두룩한데 

굳이 한국에 와서까지 살 필요는 없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글로벌 브랜드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의 로컬 브랜드는 중국에서 매우 비싸게 팔고 있다. 

한국에 왔으니 대량으로 한국제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참여자 B) 

 

“나는 브랜드의 국적을 잘 고려하지 않고, 제품 품질, 가격, 디자인 등 

상품성에 초점을 둔다. 또한, 한국에는 크게 성공한 의류 브랜드가 없는 것 같다. 

E-land를 한국 브랜드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다..”……(참여자 D) 

 

한국에 왔으니 당연히 한국 메이커를 구매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는 한국 

로컬 브랜드인 옷, 가방, 액세서리 등을 구입했다. 하지만, 화장품은 국적 불문하고 

그냥 좋은 브랜드를 고르게 된다. 여행국 내에서 로컬 브랜드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익이고, 많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중국에는 한국 브랜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짝퉁 한국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여행 시 될 수 있는 한 

많은 로컬 브랜드를 사야 된다.” ……(참여자 A) 

 

<표 4-4>는 면접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여행 시 구입한 

리스트이다. 다수가 한국 로컬 브랜드이고, 글로벌 브랜드를 

구입한 사람들도 있긴 하나 소량으로만 구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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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한국의 로컬 브랜드를 많이 

사가는 편이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로컬 

브랜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중국인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로컬 브랜드를 일부러 찾아 다니면서 쇼핑을 즐기고 있다.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서의 가격에 비하면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에는 짝퉁 한국제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큼은 진정한 한국제를 살 수 있다며 

안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 오면 당연히 한국의 로컬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 

하지만,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은 유명한 한국 패션 브랜드는 

거의 없다고 여긴다. 심지어 한국에 도착을 해서야 e-land가 

한국의 로컬 브랜드인 줄 알았다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들은 쇼핑지역을 배회하다가 점포가 맘에 들면 발길을 

멈추고 제품 구색을 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의 로컬 브랜드인지 

또는 글로벌 브랜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중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수두룩하다 

 

“내가 Guess의 바지를 두벌 사는 것도 일단 이쁜 디자인인데 때마침 

세일을 하고 있으니 저렴하다고 구입을 결정했다. ZARA나 H&M 같은 글로벌 

SPA브랜드도 일부러 찾지는 않았고, 그냥 지나가다가 글로벌 브랜드의 한국 

매장은 어떤지 궁금해서 들렸다. 스타일과 컬러 등 상품성이 중국과 살짝 

다르면서 거의 비슷했는데, 가격 또한 별 차이가 안 나니 도로 매장에서 

나왔다.”……(참여자 D)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아디다스 신발은 중국에서 약 1,200위엔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600위엔으로 판매하더군. 가격에 깜작 놀라 똑같은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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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구입했다. 웬지 득템을 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다.”…… (참여자 C) 

 

“나의 친구들은 늘 나보고 구매대행을 부탁한다. 주로 면세점에서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화장품이 대부분이다. 면세점은 세금 면제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파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 (참여자 E) 

 

글로벌 브랜드를 구입하는 면접 참여자들도 있지만 단지 

소량으로만 구입해 간다. 면접 참여자 C는 본인이 중국에서 

비싸게 구입한 아디다스 신발이 한국에서는 절반 가격밖에 안 

하니 비록 본인이 현재 신고 있는 신발과 똑 같을 지라도 망설임 

없이 하나 더 구입을 하였다. 참여자 D는 평소에 좋아하던 글로벌 

브랜드인 Guess가 한국에서 때마침 세일을 하고 있으니 청바지 

두 벌을 구입했는데, 역시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다고 한다. 참여자 E는 친구의 부탁으로 면세점에서 라메르를 

구입했는데, 택스가 붙지 않은 면세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구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상술한 모든 경우는 가격 인하에 의한 

구매이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여행 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를 구입하는 가장 큰 동기가 가격, 디자인 등이 포함된 

상품적 쇼핑동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장품은 브랜드 

국적에 상관없이 제품의 상품성이 훌륭하면 구입을 결정한다. 

 

<표 4-4> 면접 참여자들이 여행시 구입 상품 

인터뷰 브랜드원산지 브랜드 품명 용도 

참여자 A Local 

비비안 스타킹 본인 

설화수 기초세트 본인 

아이오페 크림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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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폼클렌징 본인 

Hera 썬크림 본인 

정관장 인삼 본인 

토니모리 달팽이마스크팩 구매대행 

참여자 B Local 

Mixxo 니트코트 본인 

인사동 모 가계 귀걸이 본인 

에잇세컨즈 니트코트 남동생 선물 

에잇세컨즈 치마 여동생 선물 

이니스프리 폼클렌징폼/세럼 구매대행 

에뛰드하우스 클렌징오일 구매대행 

더페이스샵 cc크림 구매대행 

참여자 C 

Global 
아디다스 신발 본인 

보이런던 맨투맨 본인 

Local 

MCM 지갑/멜가방 본인 

라인스토어 곰인형 엄마 선물 

경복궁기념품관 양인형 아빠 선물 

참여자 D 

Global Guess 청바지 본인 

Local 

Top 10 티셔츠 본인 

코데스컴바인 티셔츠 본인 

에뛰드하우스 클린징오일 본인 

라네지 쿠션 구매대행 

On&On 원피스 구매대행 

Roem 원피스 구매대행 

투쿨포스쿨 계란마스크팩 구매대행 

참여자 E 

Global 라메르 크림 구매대행 

Local 

스파오 티 본인 

아이오페 쿠션 본인 

네이쳐리퍼블릭 아이새도우 본인 

에뛰드하우스 클렌징폼 본인 

투쿨포스쿨 계란마스크팩 본인 

잇츠스킨 마스크팩 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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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도구 검증 

 

본 절에서는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을 확인한다. 

문헌 고찰과 질적 연구를 통해 구성한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 패션브랜드 태도 등의 세부 속성들을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개념화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하위 차원을 확인한다. 분석에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친 중국인 응답자 500명의 설문자료가 활용되었다. 

 

1.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 변수들에 내재하는 차원을 확인하고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으며,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다. 요인의 수는 

고유치 1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요인분석의 설명력과 

최종적으로 검증할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요인 

부하량이 .7이하로 낮은 문항은 제거하고 각 요인에 상호 

배타적이지 못한 문항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 부분에서는 각 변수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심리적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 패션브랜드 태도 등 

순으로 나열하였다. 

심리적 거리지각의 내재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총 9개 

심리적 거리지각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94



95 

 

이론적으로 구성한 지리적 거리, 문화적 거리, 경제적 거리 등 3개 

요인이 실증적으로 도출되었으며, 총 분산의 77.593%가 

설명되었다.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821~.889의 범위를 

보였으며, 측정변인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도 모두 .8 이상으로 나타나 도출된 

요인구조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Hair et al., 2010). 

요인 1은 관광객이 자국을 떠나 여행국에 도착했을때 심리적으로 

지각하는 비행시간, 시간의 차이와 관련한 문항들로, ‘지리적 

거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관광객이 자국과 여행국을 비교했을 

때 심리적으로 느끼는 전통문화의 차이, 대중문화의 차이, 

청년문화의 차이와 관련한 문항들로, ‘문화적 거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관광객이 자국과 여행국을 비교했을 때 느끼는 

경제발전수준의 차이, 국민소득의 차이에 대한 내용들로, ‘경제적 

거리’라 명명하였다. 

 

 

<표 4-5>심리적 거리지각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요인1 

지리적 

거리 

한국과 우리 나라는 거리가 멀다 .882 

3.621 40.236 .830 한국으로 여행가는 시간은 길다. .882 

한국에 오면 시차반응이 생긴다. .827 

요인2 

문화적 

거리 

한국과 우리 나라는 전통문화의 차이가 

있다 
.875 

2.291 
25.460 

(65.697) 
.881 

한국과 우리 나라는 대중문화의 차이가 

있다. 
.889 

한국과 우리 나라는 청년문화의 차이가 

있다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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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3 

경제적 

거리 

한국과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수준이 

다르다. 
.825 

1.071 
11.896 

(77.593) 
.846 한국과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지위가 다르다. 
.850 

한국과 우리 나라는 국민소득이 다르다. .839 

 

관광쇼핑동기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부하량이 

모두 .7이상이고 측정 결과는 비교적 이상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도출된 3개의 요인은 문헌 연구를 통해 파악된 세 개의 

쇼핑동기와 일치하였다. 요인 1은 관광객이 여행을 하면서 쇼핑을 

하게 되는 동기가 흥정의 즐거움, 의사소통, 정보교류를 얻기 

위함이나 동조성과 관련한 문항들로, ‘사회적 쇼핑동기’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관광쇼핑을 하게 되는 동기가 상품에 대해 

신뢰하거나 상품의 품질, 가격, 디자인 등 관련한 문항들로 

‘상품적 쇼핑동기’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관광객이 여행할 때 

쇼핑을 하게 되는 동기가 관광기념, 회상이나 추억, 자랑거리, 

선물용 등으로 기념을 하기 위한 쇼핑동기를 평가하는 내용들로 

‘기념적 쇼핑동기’라 명명하였다. 

추출된 3개의 요인의 적재값이 모두 .7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뢰도는 

전부 .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며 설명하는 

총분산은 72.7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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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관광쇼핑동기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요인1 

사회성 

흥정의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842 

4.217 35.145 .891 

판매원이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서 
.877 

비슷한 취미나 기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871 

함께 여행하는 동료가 쇼핑하기 때문에 .848 

요인2 

상품성 

상품에 대한 신뢰가 가서 .844 

2.441 
20.344 

(55.489) 
.850 

상품의 품질이 좋아서  .796 

상품의 가격이 좋아서  .796 

상품의 디자인이 좋아서 .834 

요인3 

기념성 

관광기념품으로 남기기 위해서 .836 

2.067 
17.228 

(72.717) 
.871 

여행에 대한 회상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858 

주변사람들과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838 

주변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827 

 

다음은 두 가지 종속변수인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이론적으로 구성한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 2개 요인이 동일하게 실증적으로 도출되었으며, 총 분산의 

73.786%가 설명되었다.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801~.882의 

범위를 보였으며, 측정변인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도 모두 .8 이상으로 나타나 도출된 

요인구조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Hair et al., 2010). 

요인 1은 관광객이 여행국에서 로컬 패션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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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이고, 이득이며, 가치 있고 현명한 선택이다 등 태도에 관한 

문항들로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관광객이 여행국에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들로,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로 명명하였다. 

 

<표 4-7>패션브랜드 태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요인1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 

우선이다 .882 

4.097 51.209 .892 
이득이다 .801 

가치 있다 .873 

현명한 선택이다 .853 

요인2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 

우선이다 .821 

1.806 
22.577 

(73.786) 
.866 

이득이다 .836 

가치 있다 .833 

현명한 선택이다 .823 

 

2. 각 변수의 하위차원 구조 확인 

 

본격적 연구문제 해결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측정요인들의 하위차원과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체 구조를 대상으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지각하는 자국-

여행국 거리, 관광쇼핑동기, 패션브랜드 태도 등 요인변수들의 

차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으며, 결측값이 발견되지 않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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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부의 자료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모든 

하위차원을 반영한 전체 측정모형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4-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8>에 제시하였다. 

본 모형의 Normed X2값은 2.153으로 3 미만의 값이 도출되어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되었다. 또한 

표본크기가 큰 제안모델을 기각시키는 χ2 통계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RMSEA 지수로 모형을 판단한 결과 RMSEA 

값이 .051로 .08 미만이므로 수용 가능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GFI, CFI, IFI, TLI는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이상적인 

모델이며 .90 이상이어야 우수한데, 본 모형은 CFI=.949, 

GFI=.945, IFI=.949, TLI=.936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하였다. 

또한, 모든 측정변수 하위항목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t 값(t-

value), p 값(p-value) 및 측정모형의 적합도지수(fit index)를 

통해 측정변수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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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감지된 거리 y1 

여행시간 y2 

시차 y3 

전통문화 y4 

대중문화 y5 

청년문화 y6 

관광기념 y18 

회상이나 추억 y19 

자랑거리 y20 

선물용 y21 

흥정의 즐거움 y10 

의사소통 y11 

정보교류 y12 

동조성 y13 

신뢰 y14 

품질 y15 

가격 y16 

디자인 y17 

경제발전수준 y7 

국제적 지위 y8 

국민소득 y9 

우선이다 y22 

이득이다 y23 

가치 있다 y24 

현명한 선택이다 y25 

우선이다 y26 

이득이다 y27 

가치 있다 y28 

현명한 선택이다 y29 

지리적 거리 

ξ1 

문화적 거리 

ξ2 

경제적 거리 

ξ3 

사회성 

ξ4 

상품성 

ξ5 

기념성 

ξ6 

로컬패션 

ξ7 

글로벌패션 

ξ8 

δ13 

δ10 

δ11 

δ12 

δ14 

δ15 

δ16 

δ17 

δ18 

δ19 

δ20 

δ21 

δ22 

δ23 

δ24 

δ25 

δ26 

δ27 

δ28 

δ29 

δ1 

δ2 

δ3 

δ4 

δ5 

δ6 

δ7 

δ8 

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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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측정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표준화 

계수 
t 값 

적합도지

수 

자국-

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지

리

적 

한국과 우리 나라는 거리가 멀다 .840 - 

χ2
(df)=

751.48(

349) 

 

Q값(χ2
/

df)= 

2.153 

 

CFI= 

.949 

 

GFI= 

.945 

 

IFI= 

.949 

 

TLI= 

.936 

 

RMR= 

.048  

 

RMSEA

= 

.051 

한국으로 여행가는 시간은 길다. .820 16.883 

한국에 오면 시차반응이 생긴다. .712 15.593 

문

화

적 

한국과 우리 나라는 전통문화의 차이가 있다 .833 - 

한국과 우리 나라는 대중문화의 차이가 있다. .914 23.317 

한국과 우리 나라는 청년문화의 차이가 있다 .789 20.134 

경

제

적 

한국과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수준이 다르다. .846 - 

한국과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지위가 다르다. 

.828 19.394 

한국과 우리 나라는 국민소득이 다르다. .738 17.339 

관광쇼핑

동기 

사

회

성 

흥정의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758 - 

판매원이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서 

.822 18.624 

비슷한 취미나 기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871 19.705 

함께 여행하는 동료가 쇼핑하기 때문에 .751 18.807 

상

품

성 

상품에 대한 신뢰가 가서 .746 - 

상품의 품질이 좋아서  .794 15.691 

상품의 가격이 좋아서  .807 16.598 

상품의 디자인이 좋아서 .807 16.244 

기

념

성 

관광기념품으로 남기기 위해서 .816 - 

여행에 대한 회상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839 18.948 

주변사람들과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767 19.174 

주변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861 17.199 

패션브랜

드 태도 

로

컬 

우선이다 .824 - 

이득이다 .776 19.385 

가치 있다 .749 22.712 

현명한 선택이다 .820 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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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우선이다 .803 - 

이득이다 .830 16.685 

가치 있다 .774 18.326 

현명한 선택이다 .742 17.963 

***p<.001, 빈칸은 비표준화 인과계수를 1로 고정시킨 경우로 t값 도출되지 않음 

 

측정모형의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Fornell and 

Larcker(1981)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각 잠재변인의 AVE(평균 

분산 추출 값)와 각각의 두 변인간 상관계수의 제곱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표 4-9>의 계산 값들을 비교한 결과, 모든 조합의 

변인 간 상관관계 제곱은 .103~.445의 범위를 보여, .571~.668의 

범위를 가진 변인 별 평균 분산 추출지수보다 모두 작게 나타나, 

8개 변인은 모두 각각의 측정변수들로 설명되는 부분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잠재요인은 판별 

타당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표 4-9>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측정 

변수 

지리적 

거리 

문화적 

거리 

경제적 

거리 

사회적 

쇼핑동기 

상품적 

쇼핑동기 

기념적 

쇼핑동기 

로컬 

패션 

글로벌

패션 

지리적 

거리 
.650

a

       
    

문화적 

거리 
.129

b

 .651
a

     
    

경제적 

거리 
.317

b

 .445
b

 .607
a

   
    

사회적 

쇼핑동기 
.103

b

 .318
b

 .428
b

 .57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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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적 

쇼핑동기 
.231

b

 .103
b

 .231 .317
b

 .574
a

 
   

기념적 

쇼핑동기 
.296

b

 .311
b

 .306
b

 .103
b

 .223
b

 .668
a

 
  

로컬 

패션 
.295

b

 .396
b

 .295
b

 .396
b

 .317
b

 .396
b

 .658
a

 
 

글로벌 

패션 
.235

b

 .295
b

 .396
b

 .234
b

 .103
b

 .295
b

 .103
b

 .634
a

 

a
: 평균분산추출(AVE), 

b
: 상관계수의 제곱 

 

다음으로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에 의하면 인구통계적 특성과 여행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것이므로 해당 변수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4-10>와 같이 모든 측정변수는 

리커트 7점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지리적 거리의 평균은 2.166, 문화적 거리 4.720, 경제적 

거리는 4.970으로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변인에서 경제적 

거리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지리적 거리는 작게 지각하지만 문화적, 경제적 거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다. 이는 같은 아시아에 위치하고 

서로 인접한 나라로서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실정을 반영한다. 그에 반해 한국의 문화와 경제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중국인들도 이러한 

차이를 지각하고 있는 심리를 말해준다.  

관광쇼핑동기 변인에서 사회적 쇼핑동기의 평균은 3.067, 

상품적 쇼핑동기는 4.619, 기념적 쇼핑동기는 4.835로서 기념적 

쇼핑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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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할 때 느끼는 사회적 쇼핑동기는 낮게 나타났지만 상품적, 

기념적 쇼핑동기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쇼핑하는 것은 상품에 대한 신뢰, 가격, 

디자인 등과 같은 상품적 쇼핑동기 및 관광기념, 선물 등과 같은 

기념적 쇼핑동기가 주된 원인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흥정의 

즐거움이나 판매원과의 의사소통, 지위와 권위의 인정 등에 관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사회적인 쇼핑동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중국인들의 쇼핑체험에 있어서 체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던 선행연구(Mao, 1994)와 상충된다.이 또한 

경제적 지위가 많이 상승된 중국의 발빠른 발전속도와 중국인들의 

개선된 생활수준에 귀인할 수 있다.  

패션브랜드 태도 변인에서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의 평균은 

3.931로서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의 평균 4.149보다 낮게 

나타났다. 로컬 브랜드 태도와 글로벌 브랜드 태도의 평균값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변수의 절대값이 왜도가 3 미만, 

첨도는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므로 자료는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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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 (N=500) 

측정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지리적 2.166 .998 1.370 2.396 

문화적 4.720 1.278 -.619 -.211 

경제적 4.970 1.225 -.860 .336 

관광쇼핑 

동기 

사회성 3.067 1.386 .446 -.499 

상품성 4.619 1.616 -.834 1.008 

기념성 4.835 1.174 -.978 .883 

패션 

브랜드 태도 

로컬 3.931 1.259 -.083 -.272 

글로벌 4.149 1.157 -.155 .328 

*모든 변수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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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제 3 장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우선,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여행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 다음 인구통계적 

특성과 여행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정도를 차이를 살펴본다. 그 

다음 경로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한다. 

 

1.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련 변수의 분석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중국인 관광객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표 4-11>.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335명(6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07명(21.4%)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연령대가 20-30대라는 것을 

입증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포털(2013)의 수치에 따르면, 

중국 인구 표본추출 1,118,43명 중에서 10대 인구는 126,277명, 

20대는 190,542명, 30대는 167,011명, 40대는 201,900명, 

50대는 140,252명으로 실제로는 중국 내에서 2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은 여성이 302명(60.4%), 남성이 198명(39.6%)으로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포탈 

(2013)에 의하면, 중국의 인구 중 남성 인구가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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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8만명이고 여성 인구는 6억 6,344만명으로 비슷한 

인구비례를 이루고 있다. 

결혼여부를 보면 미혼이 315명(63%), 기혼이 185명(37%)로 

미혼이 현저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내 미혼인구는 총 

인구의 20.18%를 차지하고 기타는 기혼, 재혼 등 여러 가지 

결혼상황을 보여준다. 미혼은 가족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다 자유로운 해외관광을 누릴 수 있기에 해외 관광에서도 

미혼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62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 88명(17.6%),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9명(13.8%), 대학원 졸업 44명(8.8%), 대학원 재학이 

37명(7.4%) 순으로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은 응답자 특성을 

나타냈다. 실제 통계치에 따르면, 대학교 이상 학력인구가 전체 

인구의 11.32%를 차지하고, 고등학교 이상 학력은 16.52%로 

중국 인구의 학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포털, 2013), 해외로 여행하러 나온 

중국인 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수준을 보여주었다. 

직업은 사무직이 163명(32.5%), 학생이 119명(23.8%)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는데 이는 표본의 학력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에도 귀인할 수 있다. 기타는 전문 기술직 81명(16.2%), 

서비스 판매직 74명(14.8%), 전문직 41명(8.2%) 등 순서로 

다양하게 분포되었다.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200~400만원 미만이 225명(45%)으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200만원 미만이 124명(24.8%), 

400~600만원 72명(14.4%) 등 순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중국의 도시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29,547위엔이고, 월급 타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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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은 18,929위엔, 경영 타입의 이윤소득은 월평균 

2,797위엔이며, 인당 지배 가능한 평균 소득은 26,955위엔이다 

(중국국가통계포탈, 2013).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한국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화동지역이 155명(31%)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동북지역 99명(19.8%), 화남지역 95명(19%), 화북지역 

80명(16%)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나머지 한국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남지역 36명(7.2%), 화중지역 22명(4.4%), 

서북지역 13명(2.6%) 등 세 지역은 적게 분포되어 한국을 찾는 

중국인 지역분포의 실정을 보여주었다<그림 4-2>. 이는 남단인 

화남지역 광저우에서 화중지역의 상하이를 거쳐 산둥으로 

올라가는 경로를 따라 주로 개항의 역사를 담은 도시들이자 

실크로드 기점의 하나로, 대외무역항으로서의 오랜 전통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능우 외, 2013).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교역은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특히 

개항지역의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을 찾는 수가 가장 많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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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10 대 22 4.4 

20 대 335 67 

30 대 107 21.4 

40 대 22 4.4 

50 대 11 2.2 

60 대 3 0.6 

성별 
남 198 39.6 

여 302 60.4 

결혼여부 
미혼 315 63 

기혼 185 3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9 13.8 

대학교 재학 88 17.6 

대학교 졸업 262 52.4 

대학원 재학 37 7.4 

대학원 졸업 44 8.8 

직업 

사무직 163 32.6 

서비스 판매직 74 14.8 

전문 기술직 81 16.2 

전문직 41 8.2 

학생 119 23.8 

전업주부 13 2.6 

기타 9 1.8 

월평균 

총 가계 

소득 

200 만원 미만 124 24.8 

200 ~ 400 만원 미만 225 45.0 

400 ~ 600 만원 미만 72 14.4 

600 ~ 800 만원 미만 22 4.4 

800 ~ 1000 만원 미만 23 4.6 

1000 만원 이상 34 6.8 

거주 화북(북경, 천진, 하북, 산서, 8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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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각 측정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ANOVA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관광쇼핑 관련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통계적 변수 중에서도 나이, 성별, 

월평균 가계 총 소득, 거주지역 등 4가지 변인 내에서만 비교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샘플추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 사용된 샘플은 연구자가 공항에서 무작위로 

추출했기 때문에 인구통계적인 변수에 있어서 고른 분포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응답자의 나이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20대(335명, 67%)와 30대(107명, 21.4%)를 추출하여 총 442명 

샘플에 대하여 20대와 30대를 주로 비교하였다. 응답자의 성별로 

봤을 때, 남성(198명, 39.6%)과 여성(302명, 604.%)에 따른 

측정변수들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응답자의 월평균 총 

가계소득에서는 200만원 미만(124명, 24.8%), 200~400만원 

미만(225명, 45%), 400만원 이상(151명, 30.2%) 등 3그룹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측정변수들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있어서, <그림 4-2>에서와 같이 한국과 멀리 떨어진 

서북지역(13명, 2.6%), 서남지역(36, 7.2%), 화중지역(22명, 

4.4%)은 분포수가 너무 적은 관계로 타 지역과의 비교가 

불가능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화북, 동북, 화동, 화남 등 4개 

지역만 추출하고 총 429명 샘플에 대하여 지역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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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중국인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후 

사후검증을 통한 결과는 다음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나이에 따른 경제적 거리지각(F=3.942; df=1, 440; 

p<.05),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지리적 거리지각(F=3.440; df=2, 

497; p<.05),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문화적 거리지각(F=2.572; 

df=2, 497; p<.05),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경제적 

거리지각(F=5.342; df=2, 497; p<.01), 거주 지역에 따른 지리적 

거리(F=2.780; df=3, 425; p<.05), 거주 지역에 따른 문화적 

거리(F=13.430; df=3, 425; p<.001), 거주 지역에 따른 경제적 

거리(F=4.323; df=3, 425; p<.01) 등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 관광객이 지각하는 중국과 한국의 

지리적 거리에 있어서 월평균 가계소득이 200만원보다 낮은 저 

소득 집단이 한국을 지리적으로 더 멀리 지각하고 200~400만원 

내의 소득수준인 관광객들은 한국을 지리적으로 가깝게 지각한다. 

또한, 동북지역과 화남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지리적으로 가깝게 여긴다.  

중국 관광객이 지각하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거리에 있어서 

월평균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한국을 문화적으로 더 멀리 지각하고 

400만원 이상 소득수준에 도달하는 중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을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라고 여긴다. 또한, 화남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한국과의 문화적 거리를 가장 많이 지각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지각하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거리에 있어서 

20대가 30대보다 더 크게 지각하는데 이는 중국 젊은 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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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숭배 사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적을 수록 

한국과의 경제적 거리를 더욱 크게 지각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화남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한국과의 경제적 거리를 가장 

크게 느끼고 기타 지역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다. 

기타 항목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중국 관광객의 나이에 따라 지리적 거리와 문화적 거리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성별에 따라 자국-

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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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인구통계적 

문항 

N 

지리적 거리 문화적 거리 경제적 거리 

평균 F (df) 평균 F (df) 평균 F (df) 

나이 

20 대 335 2.165 .492 

(1:440) 

4.843 2.064 

(1:440) 

5.103A 3.942* 

(1:440) 30 대 107 2.087 4.648 4.847B 

성별 

남 198 2.208 2.129 

(1:394) 

4.703 .178 

(1:394) 

4.900 .011 

(1:394) 여 198 2.058 4.646 4.914 

소득 

200만원 미만 124 2.290A 

3.440* 

(2:497) 

4.833A 

2.572* 

(2:497) 

5.131A 

5.342** 

(2:497) 

200~400만원 225 2.038B 4.788AB 5.060A 

400만원 이상 151 2.256AB 4.525B 4.704B 

지역 

화북 80 1.908B 

2.780* 

(3:425) 

4.495C 

13.430*** 

(3:425) 

4.954B 

4.323** 

(3:425) 

동북 99 2.303A 4.895B 4.915B 

화동 155 2.107AB 4.389C 4.780B 

화남 95 2.228A 5.340A 5.3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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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의 다중비교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문자의 순서는 점수크기의 순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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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관광쇼핑동기 

중국인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한국에서의 

쇼핑동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후 

사후검증을 통한 결과는 다음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쇼핑동기(F=6.385; df=1, 394; 

p<.05),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상품적 쇼핑동기(F=4.913; df=2, 

497; p<.01),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적 쇼핑동기(F=16.922; 

df=3, 425; p<.001), 거주 지역에 따른 상품적 

쇼핑동기(F=4.101; df=3, 425; p<.01) 등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느끼는 사회적 쇼핑동기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큰 

쇼핑동기를 보여주었다. 화남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쇼핑동기를 더 많이 생성하고 기타 지역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의 상품적 쇼핑동기에 있어서 월평균 

가계소득이 200~400만원 선에서 적당한 소득수준을 지닌 

중국인들이 상품성을 고려한 쇼핑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화남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사회성과 상품성을 고려한 

쇼핑동기를 크게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기타 항목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중국 관광객의 나이 및 소득에 따른 사회적 쇼핑동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성별에 따른 상품적 쇼핑동기에도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기념적 쇼핑동기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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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관광쇼핑동기 

인구통계적 

문항 

N 

사회성 상품성 기념성 

평균 F (df) 평균 F (df) 평균 F (df) 

나이 

20 대 335 3.094 .005 

(1:440) 

4.608 1.669 

(1:440) 

4.836 .323 

(1:440) 30 대 107 3.084 4.773 4.908 

성별 

남 198 3.185A 6.385* 

(1:394) 

4.625 .244 

(1:394) 

4.801 .725 

(1:394) 여 198 2.828B 4.565 4.695 

소득 

200만원 미만 124 3.199 

1.088 

(2:497) 

4.443B 

4.913** 

(2:497) 

4.735 

1.167 

(2:497) 

200~400만원 225 3.071 4.796A 4.921 

400만원 이상 151 2.952 4.500B 4.788 

지역 

화북 80 2.671B 

16.922*** 

(3:425) 

4.706AB 

4.101** 

(3:425) 

4.703 

1.995 

(3:425) 

동북 99 2.909B 4.462B 4.893 

화동 155 2.800B 4.429B 4.667 

화남 95 3.884A 4.921A 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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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의 다중비교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문자의 순서는 점수크기의 순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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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패션브랜드 태도 

중국인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한국에서의 

패션브랜드 태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후 

사후검증을 통한 결과는 다음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오로지 거주 지역에 따른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F=2.848; 

df=3, 425; p<.05)와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F=4.005; df=3, 

425; p<.05)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북지역과 화동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로컬 및 글로벌의 구분 없이 한국 내의 패션을 타 

거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동북지역은 글로벌 

패션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남지역은 타 거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를 보여줬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패션브랜드 태도에 있어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패션브랜드 태도에 

대한 로컬 및 글로벌에 대한 규명은 인구통계적 변수로 설명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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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패션브랜드 태도 

인구통계적 

문항 

N 

로컬 글로벌 

평균 F (df) 평균 F (df) 

나이 

20 대 335 3.952 .581 

(1:440) 

4.177 1.830 

(1:440) 30 대 107 3.845 4.004 

성별 

남 198 3.896 2.017 

(1:394) 

4.108 1.917 

(1:394) 여 198 4.087 4.280 

소득 

200만원 미만 124 3.979 

.435 

(2:497) 

4.143 

.031 

(2:497) 

200~400만원 225 3.957 4.163 

400만원 이상 151 3.852 4.134 

지역 

화북 80 4.068A 

2.848* 

(3:425) 

4.125A 

4.005** 

(3:425) 

동북 99 3.876AB 4.227A 

화동 155 4.033A 4.300A 

화남 95 3.584B 3.78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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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의 다중비교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문자의 순서는 점수크기의 순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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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특성과 관련 변수의 분석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중국인 응답자의 여행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15>. 

여행형태에 대해서는 개별 관광객은 313명(62.6%), 단체 

관광객은 187명(37.4%)으로 대부분은 개별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비용에 대해서는 100만~200만원 미만을 

소비한 관광객은 225명(45%)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 200-

500만원 미만 158명(31.6%)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 여행경비 

액수는 비슷하게 적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여행기간에 대해서는 

5일 이상 머무르는 관광객이 236명(47.2%), 4일은 125명(25%), 

3일은 97명(19.4%) 2일은 42명(8.4%)으로 조사돼 5일 이상 

머무르는 응답자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행목적에 

대해서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이 17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레크레이션 109명(21.8%), 쇼핑이 목적인 관광객은 

81명(16.2%), 친목 위함이 68명(13.6%), 비즈니스가 41(8.2%) 

순서대로나타났다. 중국인 응답자의 한국 방문횟수에 대해서는 

처음 방문한 응답자가 266명(53.2%)으로 월등히 많았고, 나머지 

방문 횟수들은 2회 방문한 응답자 92명(18.4%), 5회 이상 방문한 

응답자 67명(13.4%), 3회 방문한 응답자 47명(9.4%) 등 순으로 

비슷하게 분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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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표본의 여행 특성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여행형태 
개별 313 62.6 

단체 187 37.4 

여행경비 

100 만원 미만 72 14.4 

100 – 200 만원 미만 225 45 

200 – 500 만원 미만 158 31.6 

500 – 1000 만원 미만 25 5 

1000 만원 이상 20 4 

여행기간 

1 박 2 일 42 8.4 

2 박 3 일 97 19.4 

3 박 4 일 125 25 

4 박 5 일 이상 236 47.2 

여행 

동반자 

혼자 61 12.2 

가족/친지 255 51 

회사동료/모임 139 27.8 

기타 45 9 

여행목적 

쇼핑 81 16.2 

비즈니스 41 8.2 

친목 68 13.6 

관광 176 35.2 

레크레이션 109 21.8 

기타 25 5 

방문횟수 

처음 266 53.2 

2 회 92 18.4 

3 회 47 9.4 

4 회 28 5.6 

5 회 이상 67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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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표본의 여행특성에 따라 각 측정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ANOVA를 실시한다. 본 연구의 관광쇼핑 관련 주제를 

고려하여 여행특성 변수 중에서도 여행형태, 여행경비, 여행기간, 

여행목적, 방문횟수 등 5가지 변인 내에서 비교를 진행하였다. 

여행특성 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항마다 고른 분포를 

달성하지 못하였기에 비슷한 샘플수로 추출하거나 재 코딩 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여행 유형으로 봤을 때 개별 관광객(313명, 

62.6%) 및 단체 관광객(187명, 37.4%)에 따른 각 측정변수들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여행경비는 200만원을 기점으로 200만원 

미만(297명, 29.4%)과 200만원 이상(203명, 70.6%)을 소비한 

관광객을 2그룹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각 측정변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행기간에 있어서는 3일 이하(139명, 27.8%), 

4일(125, 25%), 5일 이상(236, 47.2%) 3그룹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측정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행목적으로 봤을 때 쇼핑, 

관광, 레크레이션 등 3가지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들만 추출하여 총 366명 

샘플의 여행목적에 따른 측정변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방문회수에 있어서는 처음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266명, 

53.2%)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였기 때문에 기타 횟수를 

선택한 응답자를 취합하여 재방문(234명, 46.8%)으로 재 

코딩하였으며, 이에 따른 측정변수들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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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특성에 따른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특성에 따른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후 

사후검증을 통한 결과는 다음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여행경비에 따른 지리적 거리지각(F=3.864; df=1, 498; 

p<.05); 경제적 거리지각(F=4.804; df=1, 498; p<.05), 

여행기간에 따른 지리적 거리지각(F=3.469; df=2, 497; p<.05); 

문화적 거리지각(F=3.345; df=2, 497; p<.05), 여행목적에 따른 

지리적 거리(F=2.279; df=2, 363; p<.05); 경제적 

거리지각(F=5.050; df=2, 363; p<.01), 방문횟수에 따른 지리적 

거리지각(F=4.287; df= 1, 498; p<.05) 등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 관광객이 지각하는 중국과 한국의 

지리적 거리에 있어서 여행경비가 많고 여행기간이 짧을 수록 

한국을 지리적으로 더 멀리 지각한다. 또한, 여행목적에 있어서 

쇼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을 지리적으로 

가장 멀게 여기고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한국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지각한다. 방문횟수에 있어서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한국을 멀리 지각하고, 

한국을 재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한국을 점차 가깝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관광객이 지각하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거리에 있어서 

여행기간이 4일로 적당한 기간을 머무르는 관광객들이 한국과의 

문화적 거리를 가장 크게 지각하며 여행기간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어도 한국을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게 된다.  

중국 관광객이 지각하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거리에 있어서 

122



123 

 

여행경비가 200만원 선에서 적을수록 한국과의 경제적 거리를 

크게 지각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만원을 기점으로 상하로 

도출되었다. 여행목적에 있어서는 쇼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한국과의 경제적 차이가 작다고 여기고,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은 한국과의 경제적 차이가 많다고 

생각한다.  

기타 항목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중국 관광객의 여행형태에 따라 지리적 거리지각에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여행형태, 여행경비, 여행목적, 

방문횟수에 따른 문화적 거리지각; 여행형태, 여행기간, 

방문횟수에 따른 경제적 거리지각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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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여행특성에 따른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여행특성 문항 N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평균 F (df) 평균 F (df) 평균 F (df) 

여행

형태 

개별 313 2.153 .148 

(1:498) 

4.679 .842 

(1:498) 

4.948 .264 

(1:498) 단체 187 2.188 4.787 5.007 

여행

경비 

200 만원 미만 297 2.094B 3.864* 

(1:498) 

4.807 3.400 

(1:498) 

5.069A 4.804* 

(1:498) 200 만원 이상 203 2.272A 4.592 4.825B 

여행

기간 

3일 이하 139 2.340A 

3.469* 

(2:497) 

4.546B 

3.345* 

(2:497) 

4.923 

.407 

(2:497) 

4일 125 2.173AB 4.949A 5.053 

5일 이상 236 2.060B 4.700AB 4.954 

여행

목적 

쇼핑 81 2.374A 

2.279* 

(2:363) 

4.592 

2.045 

(2:363) 

4.757B 

5.050** 

(2:363) 

관광 176 2.087B 4.922 5.233A 

레크레이션 109 2.189AB 4.798 4.960AB 

방문

횟수 

처음 방문 266 2.253A 4.287* 

(1:498) 

4.761 .610 

(1:498) 

5.013 .703 

(1:498) 재방문 234 2.068B 4.672 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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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의 다중비교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문자의 순서는 점수크기의 순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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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특성에 따른 관광쇼핑동기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특성에 따른 한국에서의 쇼핑동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후 사후검증을 통한 

결과는 다음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여행형태에 

따른 사회적 쇼핑동기(F=8.131; df=1, 498; p<.01), 여행기간에 

따른 사회적 쇼핑동기(F=3.187; df=2, 497; p<.05); 기념적 

쇼핑동기(F=3.121; df=2, 497; p<.05), 여행목적에 따른 기념적 

쇼핑동기(F=3.528; df=2, 363; p<.05) 등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느끼는 사회적 쇼핑동기에 있어서 단체 관광객이 개별 관광객에 

비해 더 큰 쇼핑동기를 보여주었다. 여행기간은 4일 정도 적당한 

일정에서 사회적 쇼핑동기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의 기념적 쇼핑동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행기간이 4일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기념적 

쇼핑동기가 가장 크고 일정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어도 

쇼핑동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여행목적에서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중국인들이 기념적 쇼핑동기가 가장 크고 기타 

목적들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다.  

기타 항목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중국 관광객의 여행경비, 여행목적, 방문횟수에 따른 사회적 

쇼핑동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모든 여행특성에 따른 상품적 

쇼핑동기에는 아예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여행형태, 여행경비, 

방문횟수에 따른 기념적 쇼핑동기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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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여행특성에 따른 관광쇼핑동기 

여행특성 문항 N 
사회성 상품성 기념성 

평균 F 평균 F 평균 F 

여행

형태 

개별 313 2.931B 8.131** 

(1:498) 

4.574 1.268 

(1:498) 

4.778 1.921 

(1:498) 단체 187 3.294A 4.695 4.929 

여행

경비 

200 만원 미만 297 3.105 .555 

(1:498) 

4.585 .644 

(1:498) 

4.874 .830 

(1:498) 200 만원 이상 203 3.011 4.670 4.777 

여행

기간 

3일 이하 139 3.023AB 

3.187* 

(2:497) 

4.557 

.288 

(2:497) 

4.933AB 

3.121* 

(2:497) 

4일 125 3.332A 4.658 4.984A 

5일 이상 236 2.952B 4.635 4.698B 

여행

목적 

쇼핑 81 3.064 

.782 

(2:363) 

4.642 

1.453 

(2:363) 

4.750B 

3.528* 

(2:363) 

관광 176 3.238 4.724 5.055A 

레크레이션 109 3.052 4.490 4.740B 

방문

횟수 

처음 방문 266 3.065 .000 

(1:498) 

4.642 .229 

(1:498) 

4.859 .237 

(1:498) 재 방문 234 3.068 4.592 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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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의 다중비교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문자의 순서는 점수크기의 순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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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특성에 따른 패션브랜드 태도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특성에 따른 한국에서의 패션브랜드 

태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후 사후검증을 

통한 결과는 다음 <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여행형태에 따른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F=4.406; df=1, 498; 

p<.05); 여행경비에 따른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F=5.581; 

df=1, 498; p<.05); 여행기간에 따른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F=3.321; df=2, 497; p<.05); 방문횟수에 따른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F=3.771; df=1, 498; p<.05)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쇼핑 시 로컬 

패션 브랜드에 대하여 여행기간이 4일을 기준점으로 짧거나 길게 

머무를 수록 로컬 패션 브랜드를 상대적으로 선호를 한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별 관광객은 단체 관광객에 

비해 글로벌 패션을 더욱 선호하고 여행경비가 200만원 기준으로 

많을수록 글로벌 패션을 더욱 선호를 한다. 마지막 방문횟수에서 

한국을 재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에 

비해 글로벌 패션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여행특성에 따른 패션브랜드 태도에 있어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패션 브랜드 원산지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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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여행특성에 따른 패션브랜드 태도 

여행특성 문항 N 

로컬 글로벌 

평균 F 평균 F 

여행형태 

개별 313 3.938 .026 

(1:498) 

4.233A 4.406* 

(1:498) 단체 187 3.919 4.009B 

여행경비 

200 만원 미만 297 3.906 .286 

(1:498) 

4.048B 5.581* 

(1:498) 200 만원 이상 203 3.968 4.296A 

여행기간 

3일 이하 139 3.971A 

3.321* 

(2:497) 

4.244 

.848 

(2:497) 

4일 125 3.686B 4.060 

5일 이상 236 4.038A 4.140 

여행목적 

쇼핑 81 4.058 

.319 

(2:363) 

4.327 

1.318 

(2:363) 

관광 176 3.947 4.174 

레크레이션 109 4.039 4.073 

방문횟수 

처음 방문 266 3.836 3.252 

(1:498) 

4.055B 3.771* 

(1:498) 재 방문 234 4.039 4.256A 

*p<.05 

Duncan의 다중비교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문자의 순서는 점수크기의 순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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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분석 및 연구문제 검증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여 자국과 한국 사이의 

거리지각이 한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생겨나는 쇼핑동기 및 

패션브랜드 태도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앞서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고 적합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다음 단계인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X2=1065.965(df=362, p<.001), Normed X2=2.945, GFI=.900, 

CFI=.910, RMR=.046, RMSEA=.062로 제시되어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그림 4-3>의 모형을 전체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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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중국인 관광객이 자국과 여행국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지각이 한국에서의 쇼핑동기 및 패션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4-4>와 같이 나타났다. 

 

(1)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이 관광쇼핑동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과 

관광쇼핑동기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t-value(C.R.)를 살펴보면 

6개의 경로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표 4-19>. 

우선, 지리적 거리지각이 세 가지 차원의 쇼핑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쇼핑동기(β=.139, p<.01)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상품적 쇼핑동기 및 기념적 쇼핑동기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3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면접 참가자 D는 판매자 권유 및 함께 여행하는 동료가 쇼핑하기 

때문에 쇼핑을 행하는 사회적 관광쇼핑동기가 영향을 받는다. 

다음, 문화적 거리지각이 세 가지 쇼핑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쇼핑동기(β=.114, p<.05)와 기념적 

쇼핑동기(β=.158,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품적 

쇼핑동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은 동일한 문화권에 놓였기에 전통문화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대중문화나 청년문화가 상이하다. 이러한 문화적 거리가 

커질수록 흥정의 즐거움이나 의사소통에 의한 사회적 쇼핑동기와 

기념성을 고려한 기념적 쇼핑동기가 커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거리지각이 세 가지 쇼핑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상품적 쇼핑동기(β=.186, p<.05)에 대한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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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고, 다음으로 기념적 쇼핑동기(β=.183, p<.05), 사회적 

쇼핑동기(β=.180, p<.05)의 순을 보였다. 한국경제가 중국 

경제보다 앞서고 개인소득으로 비교하여 보다 잘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제적 거리는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행동을 자극하게 

되며 사회적, 상품적, 기념적 쇼핑동기 모두가 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6가지 유의한 경로를 관광쇼핑동기를 기준으로 다시 비교분석 

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쇼핑동기에는 세 가지 

차원의 자국-여행국 심리적인 거리지각이 전부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는 관광쇼핑동기 가운데서 가장 쉽게 유발되는 

쇼핑동기가 사회적 쇼핑동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여행국을 심리적으로 멀리 지각하는 중국인 관광객일수록 

의사소통이나 정보교류 등 사회성을 고려한 사회적 쇼핑동기가 

자극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 상품적 쇼핑동기에는 경제적 거리지각(β=.186, 

p<.05)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상품성을 고려한 

쇼핑동기를 자극하는 유일한 선행요인이 관광객이 지각하는 자국-

여행국 사이의 경제적인 거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더 부유한 

나라로 여행을 가면 여행국의 상품이 더욱 좋아 보이게 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기념적 쇼핑동기에는 자국-여행국 사이의 문화적 

거리지각(β=.158, p<.001), 경제적 거리지각(β=.183, p<.05)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을 멀리 지각 

할수록 기념적 쇼핑동기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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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구조모형의 연구문제 2 분석결과 

연구문제 2 경로 경로계수 S.E. C.R. p-value 

2-1 

지리적 거리 → 사회성 .139 .059 2.748 .006 

문화적 거리 → 사회성 .114 .047 2.333 .020 

경제적 거리 → 사회성 .180 .048 3.544 .000 

2-2 

지리적 거리 → 상품성 .031 .054 .592 .554 

문화적 거리 → 상품성 .083 .044 1.643 .100 

경제적 거리 → 상품성 .186 .044 3.546 .000 

2-3 

지리적 거리 → 기념성 -.010 .057 -.195 .845 

문화적 거리 → 기념성 .158 .046 3.185 .001 

경제적 거리 → 기념성 .183 .047 3.57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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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쇼핑동기가 패션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쇼핑동기와 패션브랜드 태도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t-

value(C.R.)를 살펴보면 4개의 경로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줬다<표 4-20>.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에 대한 쇼핑동기의 세 가지 차원을 

살펴보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상품적 쇼핑동기(β=.224, p<.001)가 로컬 패션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쇼핑동기(β=.163, p<.001), 기념적 쇼핑동기(β=.113,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의 중국인 관광객의 전반적인 

쇼핑동기가 증가할 수록 로컬 패션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동기에 대한 자극은 한국 패션의 내수시장에 이롭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면접조사 중에서도 한국에 왔으니 당연히 한국 

메이커를 구매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주장이 많았다.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쇼핑동기는 한국의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에 대한 쇼핑동기의 세 가지 차원을 

살펴보면, 상품적 쇼핑동기(β=.278, p<.001)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성 및 기념성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의 상품적 쇼핑동기가 

커질수록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가 더욱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설명해준다. 면접참가자 A는 화장품은 국적 불문하고 그냥 좋은 

브랜드를 고르게 된다라고 답하였는데, 상품성을 많이 고려하는 

관광객들이 상품적 쇼핑동기가 커지면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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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커질 것이 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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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구조모형의 연구문제 3 분석결과 

연구문제 3 경로 경로계수 S.E. C.R. p-value 

3-1 

사회성 →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 .163 .053 3.346 .000 

상품성 →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 .224 .062 4.417 .000 

기념성 →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 .113 .056 2.300 .021 

3-2 

사회성 →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 .002 .045 .043 .966 

상품성 →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 .278 .054 5.270 .000 

기념성 →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 -.050 .048 -.993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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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국-

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 패션브랜드 태도의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10대에서 40대 중국인 관광객 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연구 변수들의 구조를 검증하고 

연구문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정량적 연구로, 5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규명하였다. 우선,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기술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어서 분산분석을 통해 

인구통계적 특성 및 여행 특성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관광쇼핑의 특성을 설명하면, 중국인 관광객 20대는 30대보다 

한국과의 경제적 거리를 더 크게 지각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적 관광쇼핑동기를 더 많이 느낀다. 월평균 총 가계 소득이 

적을수록 한국을 지리, 문화, 경제적으로 더 멀리 지각하며 

200~400 만원의 중간소득 집단이 상품적 쇼핑동기를 높게 

지각한다. 중국인 관광객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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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을 포함한 화남지역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장 멀리 여기고 있고, 사회적 및 상품적 쇼핑동기가 

가장 크다. 박정윤(201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여부 별로는 기혼일수록 서울 방문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었고, 

최종학력은 낮을수록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대가 30대보다 한국을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긍정적이라는 결론과 

반대를 보였다.  

여행 특성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면, 단체 관광객들은 개별 

관광객에 비해 사회적 쇼핑동기가 더 크고 개별 관광객이 단체 

관광객들보다 글로벌 패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경비가 200만원 기준으로 많을 수록 한국을 지리적으로 멀게 

지각하고 경제적으로 가깝게 여기며 글로벌 패션을 더욱 선호한다. 

여행기간이 짧을 수록 한국을 지리적으로 멀리 지각하고 

문화적으로 가까이 여기며, 로컬 패션 브랜드를 더욱 선호한다. 본 

연구에서 여행기간을 4일로 기준치를 잡았는데, 이는 평소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대부분 4일 동안 머무르는 현상을 반영하기도 

한다. 연구 결과 4일간 머무르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사회적 및 

기념적 관광쇼핑동기가 크고, 기타 여행기간 관광객보다 로컬 패션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목적에 있어서, 

쇼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한국을 지리적으로 멀리 

지각하고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다고 여긴다. 방문횟수에 있어서,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국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로 지각하고 재 방문 관광객들은 한국을 가까이 지각하며, 

처음 방문자에 비해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더욱 선호한다. 이는 

박정윤(2011)의 서울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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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재방문 하는 

관광객일수록 한국을 지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긍정적일 수 있다. 

둘째, 중국인 관광객의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이 

관광쇼핑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리적 거리가 클수록 

사회적 쇼핑동기가 커진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지리적으로 멀리 지각할 수록 사회적인 쇼핑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리적 거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닌 

여행의 편리함과 시간소요를 나타내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 시간적, 

노력적 비용을 크게 인식하는 중국 관광객일수록 한국관광 시 

사회적 쇼핑동기를 크게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화적 거리가 크게 지각될수록 사회적 및 기념적 쇼핑동기가 

커진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느낄수록 사회적 쇼핑동기와 기념적 쇼핑동기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국 관광객이 지각하는 문화적 거리는 

전통문화, 대중문화, 청년문화로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거리의 통합적 효과만을 고려했으나 전통, 대중, 청년 문화 

각각의 거리지각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또한, 문화적 거리는 

사회성보다 기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문화적 거리를 많이 지각하는 관광객에게는 기념적 

쇼핑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기념품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도 여행국의 문화가 낯설게 여기는 관광객들은 기념적인 

제품을 골라 여행을 기념하거나 여행국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등 사회성이 돋보이는 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쉽게 

변하지 않는 지리적 거리나 경제적 거리와 달리 문화적 거리는 

거시적 환경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존재이다. 따라서 중국인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심리적 거리는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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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꼽을 수 있다. 

경제적 거리를 크게 지각할수록 세 가지 차원의 쇼핑동기 

모두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멀리 지각할 수록 한국에서의 쇼핑동기 자체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한국의 높은 경제적 수준이 한국 

관광쇼핑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 중에서도 상품적 쇼핑동기에 대한 경제적 거리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아 한국을 경제적으로 멀리 지각하는 

관광객에게는 상품을 고려한 쇼핑동기 자극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본인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선진국은 

믿을 만하고 안전한 지역이어서 더 편하게 느껴지는 반면, 저개발 

국가는 전반적 시스템이 믿을 만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불편하다는 

이희정 (2012)의 연구결론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 

셋째,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에서의 쇼핑동기가 패션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쇼핑동기가 커질수록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가 커지고, 상품적 쇼핑동기가 높아질수록 두 가지 

패션브랜드 태도 모두가 긍정적이다. 마지막 기념적 쇼핑동기가 

커지면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를 긍정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관광쇼핑동기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력한 작용을 

하는 요인이 상품적 쇼핑동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는 한류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긍정적인 국가이미지에도 

귀인할 수 있다(Steenkamp, et al., 2003). 상품 품질은 모든 한국 

기업의 영원한 고민거리이자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할 임무이다. 

패션 제품의 품질을 고려하여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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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특히 큰 관심을 갖는다. 가격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마련하여 중국인 관광객의 상품적 쇼핑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좋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 로컬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과 같은 본질적 속성을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선행연구(백미, 2013; 이준규, 2013)들에서도 중국인이 

한국 상품을 선호하는 가장 큰 원인을 디자인, 품질 등 상품성을 

꼽은 이유도 이러하다. 김은영(2002)의 연구에서 저소득층은 

실용성과 기능성을 높이되 상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원하고, 고소득층의 관광객도 상품의 질과 가격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이는 쇼핑관광 시 중요속성에 대한 순위검증에서는 

구매상품의 특성과 관련된 상품의 품질과 가격, 색채미와 디자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염가판매에 대한 쇼핑관광 동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게 나타난 김은영 (2002)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 동기와 기념적 동기는 한국의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 관광객의 중요한 쇼핑동기임이 

확인되었다.  

사회성을 고려한 쇼핑동기가 커질수록 한국의 로컬 패션 

브랜드를 더욱 선호하게 된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여행 시 흥정의 즐거움, 판매원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비슷한 취미나 기호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교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지위와 권위의 인정을 받기 위한 쇼핑동기가 

커질수록 한국의 로컬 패션 브랜드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기념성을 고려한 쇼핑동기가 상승할수록 한국의 로컬 패션 

브랜드를 더욱 선호하게 된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142



143 

 

여행 시 관광기념품으로 남기고, 여행에 대한 회상과 추억을 

만들고, 여행 후 주변사람들과 이야깃거리를 만들며, 타인에게 

선물하기 위한 쇼핑동기가 커질수록 한국의 로컬 패션 브랜드에 

대해 더욱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제품에 대한 평가가 어렵거나 잘 모르는 제품일 경우, 

소비자는 점포명성과 같은 외적인 단서에 의존하여 제품을 

판단하고 확신한다 (Hisrich et al., 1972). 즉, 점포의 높은 

인지도 그리고 호의적인 점포 이미지 등이 그 점포 내의 

제품지각에 영향을 주어 소비자에게 제품과 관련된 리스크를 

감소시켜준다. 이처럼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소비자는 외적 단서인 브랜드 

인지도나 명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할지 판단한다. 브랜드 

명성이 높다는 것은 관광 쇼핑객들이 해외 여행시의 탐색비용을 

낮추며 품질에 대한 표시뿐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심어 

준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 한국까지 여행을 오면서 굳이 한국 

브랜드가 아닌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구입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브랜드 명성으로부터 얻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신뢰의 

힘이 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 가지 쇼핑동기 중 상품적 

쇼핑동기만이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 외,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여행 시 사회적 쇼핑동기 

및 기념적 쇼핑동기는 한국 내의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에 

아무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흥정의 즐거움, 현지 

판매원과의 의사소통, 정보교류, 지위 인정받기 위한 쇼핑동기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더욱 긍정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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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관광기념, 

회상이나 추억, 자랑거리, 선물용을 위한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동기도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에 아무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념을 위한 글로벌 패션은 환영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글로벌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눈 여겨 보는 것이 상품의 품질 등을 포함한 상품성이라는 

결론들(Bearden & Etzel, 1982; 유화흠, 2010)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 사회적 쇼핑동기와 기념적 쇼핑동기는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회적 및 

기념적 쇼핑동기는 관광쇼핑동기의 일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사회적 쇼핑동기에는 자국-여행국간 심리적 

거리지각의 3가지 요인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을 받는 요인이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도 한국 패션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로 한국 

패션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한다. 유통기업들의 중요한 수입원이자 

판매원 등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적 쇼핑동기와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 사이 관계를 잘 

이어주는 것이 올바르다. 또한,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요인인 경제적 심리지각은 기념적 쇼핑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념적 쇼핑동기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호의적인 기념적 쇼핑동기로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표시장에 대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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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쇼핑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관광소비자가 지각하는 

관광국과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의의를 확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관광활동에서 소비자들이 심리적 거리는 관광쇼핑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 패션브랜드 태도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아이겐 값이 

기준치 이상으로 판별타당성이 높게 나타났고, 집중 타당성도 높게 

입증되었기에 본 연구에 부합되는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 별로 적재된 변수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연구모형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측정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 단위들은 부합도 평가 기준을 만족시켜 측정의 타당성과 

적용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든 요인들은 

후속 연구에서도 측정변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심리적 거리는 관광객들의 쇼핑행동을 자극한다. 

관광쇼핑동기와 패션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거리가 

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관광쇼핑동기를 매개로 패션브랜드 태도를 정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주요 선행연구에서는 관광객의 심리적 거리가 관광 쇼핑에 

대해 주로 부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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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같은 문화권으로 유럽과 같은 타 문화권보다 심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O’ Leary and 

Deegan(2003)에서 같은 유럽권 내에서 아일랜드 관광객이 

프랑스를 문화적으로 멀리 지각할수록 목적지 이미지에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처럼 같은 문화권인 낮은 수준의 심리적 

거리에서는 정적인 관계가 의미가 있다. Abooali and 

Mohamed(2012)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거리가 수용할만한 범위를 

넘어서면 여행경험에서 불만족으로 야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관광객이 지각하는 심리적 거리가 관광 중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심리적 거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동일한 문화권 내 국가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관광국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리의 정적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심리적 거리지각과 관광쇼핑동기를 개념적 정립에 대한 

다차원성을 규명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심리적 거리는 단순 심리적 

거리로 다루어 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였다. 관광쇼핑동기도 

기존 연구에서 상품성을 중심으로 다루어 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품적, 기념적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관광쇼핑동기를 

측정하였다. 이는 향후 심리적 거리지각, 관광쇼핑동기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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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상대국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지각이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행동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관광객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광시장에서 마케팅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리, 문화, 경제 등의 거시환경적 요소가 관광 마케팅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본 연구는 자국과 여행국 간의 거시환경적 

차원에 대한 관광객의 주관적 지각이 관광쇼핑동기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관광쇼핑 

동기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변인이 경제적 거리지각이다. 이는 

객관적인 경제수준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적 차이이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월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일종 부의 과시와 같은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론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속변수인 

로컬 패션 브랜드 및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행 변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어서 패션브랜드 태도를 기준으로 

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조성하는 요인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패션브랜드 태도를 비교한 결과, 

화북 지역 및 화동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컬 패션 브랜드를 선호한다. 따라서 이 두 지역 

소비자는 한국 로컬 패션의 핵심 소비자 층이 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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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해야 하고, 한국산 패션 제품을 홍보하여 더 많은 생산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관광투자 및 

관광소비에서 파생하는 고용의 증대, 소득의 향상, 지역산업의 

활성화 등 관광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의 발생에 공헌한다. 

관광쇼핑동기가 로컬 패션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세 

가지 쇼핑동기가 전부 로컬 패션 브랜드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상품적 쇼핑동기가 로컬 패션 브랜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어 상품적 쇼핑동기의 선행변인 

경제적 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인이다. 그러므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은 발전된 경제를 향유하고 경제적 위치가 높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관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 한국의 로컬 패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에서 

밝혀진 사회적, 상품적, 기념적 동기와 같은 긍정적인 

관광쇼핑동기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패션브랜드 태도를 비교한 결과, 

화북지역, 동북지역, 화동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화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선호한다. 앞서 

제기한 세 지역 내에서 한국 면세점의 글로벌 패션 보유량을 

설명하면서 한국으로의 관광쇼핑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여행특성에 따른 패션브랜드 태도를 비교한 결과, 개별 

관광객은 단체 관광객보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더욱 선호하고 

여행경비가 많을 수록 그리고 재방문일 수록 글로벌 패션을 

선호한다. 한국을 재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관광에 

대해 더 이상 낯설지는 않고, 목적형 쇼핑객들이 대부분이고 주로 

면세점에서 글로벌 패션을 구입을 하는데, 높은 가격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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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도 마다하고 큰 소비를 보였다. 이는 여행경비가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본 연구의 결론과도 

같은 매락을 하고 있다. 또한, 개별 관광객들에게 글로벌 패션 

관련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더 큰 소비를 자극할 필요가 있겠다. 

관광쇼핑동기가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품적 쇼핑동기가 유일하게 글로벌 패션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유발하는 선행변인 경제적 거리를 

크게 지각시키는 것으로 시사된다. 이는 여행업자에 대하여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상품의 생산, 증산, 질의 향상에 작용하여 

여행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말해준다. 이 또한 한국 경제의 

우월성을 내세워 중국인 관광객들로 하여금 한국을 발전된 나라로 

인식시켜줘야 한다. 

총괄하여 다시 말하면, 로컬 패션 브랜드는 세 가지 

관광쇼핑동기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사회적, 상품적, 기념적 세 

가지 쇼핑동기에 자극을 주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로컬 패션을 

많이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는 상품적 

쇼핑동기만이 선행 변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품성을 많이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한국에서 글로벌 패션을 구입하는 것은 그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 가격 등 상품성이 훌륭해야만 구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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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러 가지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본의 한계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방대한 영토 

위에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민족들로 구성된 국가이다. 지역마다 

기후 등 자연 환경 차이가 클 뿐 아니라 경제적 발전 수준도 매우 

다르다. 중국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타당한 표본을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공항에서 한국 관광을 마치고 곧 떠나고자 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하여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의 선정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둘째, 자국-여행국 개개인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새로운 

측정방법론의 모색과 특정 국가에 대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심리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감정요인 도출에 있어 인간의 인식과 

행위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어려웠다. 그리고 심리적 거리와 

관련된 개념과 측정도구와 설문개발을 위해 사전조사의 역할을 

담당한 면접법에 있어 1회만으로 이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의 영향을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적용시켜 연구모형의 

일반화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 최대 소비력을 구비한 중국인 

관광객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은 한국의 인접국이고 같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소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거리지각 면에서 큰 차이를 못 느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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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혀 다른 문화권인 미주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본 

연구모형을 재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경제적 거리지각은 방향성이 부여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편적으로 여기는 한국은 

중국보다 선진국이다로서 한가지 방향성만 연구되었다. 하지만, 

여행국이 자국보다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고찰과 지속적인 탐색의 

중요성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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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어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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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다음은 자국-여행국 심리적 거리지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한국과 중국의 거리는 멀다. 1 2 3 4 5 6 7 

2 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가는 시간은 길다. 1 2 3 4 5 6 7 

3 한국에 오면 시차반응이 생긴다. 1 2 3 4 5 6 7 

4 한국과 중국은 전통문화의 차이가 있다. 1 2 3 4 5 6 7 

5 한국과 중국은 대중문화의 차이가 있다. 1 2 3 4 5 6 7 

6 한국과 중국은 청년문화의 차이가 있다. 1 2 3 4 5 6 7 

7 한국과 중국은 경제발전수준이 다르다. 1 2 3 4 5 6 7 

8 한국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지위가 

다르다. 

1 2 3 4 5 6 7 

9 한국과 중국은 국민소득이 다르다. 1 2 3 4 5 6 7 

 

PART II 

다음은 한국에서 관광하는 동안, 귀하의 패션브랜드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번호 
한국에서 한국 패션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은 

…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우선이다. 1 2 3 4 5 6 7 

2 이득이다. 1 2 3 4 5 6 7 

3 가치가 있다. 1 2 3 4 5 6 7 

4 현명한 선택이다. 1 2 3 4 5 6 7 

번호 
한국에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은 …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우선이다. 1 2 3 4 5 6 7 

2 이득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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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가 있다. 1 2 3 4 5 6 7 

4 현명한 선택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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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다음은 한국에서 관광하는 동안, 귀하의 여행시 핑동기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번호 한국에서 쇼핑하는 것은…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나는 물건 구매 시 흥정의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쇼핑한다. 

1 2 3 4 5 6 7 

2 나는 판매원이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서 쇼핑한다. 

1 2 3 4 5 6 7 

3 나는 비슷한 취미나 기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쇼핑한다. 

1 2 3 4 5 6 7 

4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쇼핑한다. 

1 2 3 4 5 6 7 

5 나는 함께 여행하는 동료가 쇼핑하기 때문에 

쇼핑한다. 

1 2 3 4 5 6 7 

6 나는 동반자와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쇼핑한다. 

1 2 3 4 5 6 7 

7 나는 상품에 대한 신뢰가 가서 쇼핑한다. 1 2 3 4 5 6 7 

8 나는 상품의 품질이 좋아서 쇼핑한다. 1 2 3 4 5 6 7 

9 나는 상품의 가격이 좋아서 쇼핑한다. 1 2 3 4 5 6 7 

10 나는 상품의 디자인이 좋아서 쇼핑한다. 1 2 3 4 5 6 7 

11 나는 관광기념품으로 남기기 위해서 쇼핑한다. 1 2 3 4 5 6 7 

12 나는 여행 후 여행에 대한 회상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쇼핑한다. 

1 2 3 4 5 6 7 

13 나는 여행 후 주변사람들과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쇼핑한다. 

1 2 3 4 5 6 7 

14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쇼핑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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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다음은 귀하의 여행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여행형태는?     ① 개별     ② 단체 

 

2. 귀하의 여행경비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⑤ 1000만원 이상 

 

3. 귀하의 여행기간은? 

① 1박2일     ② 2박3일      ③ 3박4일      ④ 4박5일 

 

4. 귀하의 여행 동반자는? 

① 혼자     ② 가족/친지      ③ 회사동료/모임      ④ 기타 

 

5. 귀하의 여행목적은? 

① Shopping    ② Business    ③ Relatives/Friends    ④ 

Sightseeing    ⑤ Recreation    ⑥ Other 

 

6. 귀하의 한국방문 횟수는? 

① 처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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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안심하시고, 빠짐없이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나이를 적어주십시오.  만(         )세 

① 19 세이하 

② 20~29 세 

③ 30~39 세 

④ 40~49 세 

⑤ 50~59 세 

⑥ 60~69 세 

⑦ 70 세이상 

 

2. 귀하의 성별을 표시해 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3. 귀하의 결혼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 

 

4. 귀하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사무직: 은행원, 공무원, 회사원, 사회단체 직원 등 

② 서비스 판매직: 요리사, 미용사, 운전기사, 외판원, 점원, 소규모 

가게 주인 등 

③ 전문 기술직: 엔지니어, 교사, 디자이너, 강습교사, 간호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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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연예인 등 

④ 전문직: 의사, 법조인, 연구원, 회계사, 교수, 작가, 언론인 등 

⑤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⑥ 전업주부 

⑦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                     ) 

 

6. 귀댁의 월평균 총수입(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가계 총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③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④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⑤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⑥ 1000만원 이상 

 

7.   중국 내 거주지: 

① 화북  (북경, 천진, 하북, 산서, 내몽골) 

② 동북  (흑룡강, 길림, 료녕) 

③ 화동  (상해, 산동, 강서, 안휘, 강서, 절강, 복건） 

④ 화중 （호북, 호남, 하남） 

⑤ 화남 （광동, 광서, 해남, 홍콩, 마카오） 

⑥ 서남  (중경, 사천, 귀주, 운남, 서장） 

⑦ 서북 （산서, 감숙, 녕하, 신강, 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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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국어 설문지 

 

 

 

您好： 

本人是首尔大学衣类学科的博士研究生。 

此份调查问卷主要针对“中国游客的韩国服饰购买行为”，所有选

项均无标准答案，请依据个人实际想法认真作答。问卷调查内容全部

采用不记名处理，所收集的数据仅供学术研究参考，并保证对答卷人

资料进行保密，敬请安心据实做答。 

 

再次向您致上最诚恳的谢意。 

 

 

 

 

 

首尔大学 衣类学科 服装市场营销研究室 

崔瑜花 

指导教授：首尔大学 衣类学科 

教授 秋好贞 

02-880-8769 

cuiyuhua@snu.ac.kr 

2014年 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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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以下内容是有关中国和韩国之间的距离感知，与您的看法一致的号码上用V进

行标示。 

编号 问项 

非常          一般          非

常 

不同意                      同

意 

1 韩国离中国比较远。 1 2 3 4 5 6 7 

2 飞往韩国的时间比较久。 1 2 3 4 5 6 7 

3 来韩国会有时差反应。 1 2 3 4 5 6 7 

4 中国和韩国的传统文化有差异。 1 2 3 4 5 6 7 

5 中国和韩国的大众文化有差异。 1 2 3 4 5 6 7 

6 中国和韩国的青年文化有差异。 1 2 3 4 5 6 7 

7 中国和韩国的经济发展水平有差异。 1 2 3 4 5 6 7 

8 中国和韩国在国际社会上的经济地位

有差异。 

1 2 3 4 5 6 7 

9 中国和韩国的国民收入有差异。 1 2 3 4 5 6 7 

 

PART II 

以下内容是您在韩国旅游时的服饰品牌态度，与您的看法一致的号码上用V进

行标示。 

编号 在韩国购买韩国服饰品牌。。。 

非常          一般          非

常不同意                      

同意 

1 是优选。 1 2 3 4 5 6 7 

2 可以获利。 1 2 3 4 5 6 7 

3 有价值。 1 2 3 4 5 6 7 

4 是聪明的选择。 1 2 3 4 5 6 7 

编号 在韩国购买国际服饰品牌。。。 非常          一般          非

常 

不同意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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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 

1 是优选。 1 2 3 4 5 6 7 

2 可以获利。 1 2 3 4 5 6 7 

3 有价值。 1 2 3 4 5 6 7 

4 是聪明的选择。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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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以下内容是您在韩国旅游时的旅游时的购物动机, 与您的看法一致的号码上

用V进行标示。 

编号 
在韩国旅游期间，我买东西

是。。。 。。。 

非常          一般        非常

不同意                       同

意 

1 为了体验讲价的乐趣。 1 2 3 4 5 6 7 

2 为了和店员或其他人交流。 1 2 3 4 5 6 7 

3 为了和趣味相投的人互换情报。 1 2 3 4 5 6 7 

4 为了我的地位与权力得到认可。 1 2 3 4 5 6 7 

5 受了旅行同伴的影响，跟着买的。 1 2 3 4 5 6 7 

6 为了增进和旅游同伴之间的关系。 1 2 3 4 5 6 7 

7 因为商品可以信赖。 1 2 3 4 5 6 7 

8 因为商品的质量好。 1 2 3 4 5 6 7 

9 因为商品的价格好。 1 2 3 4 5 6 7 

10 因为商品的设计好。 1 2 3 4 5 6 7 

11 为了留下观光纪念。 1 2 3 4 5 6 7 

12 为了制造回忆。 1 2 3 4 5 6 7 

13 为了制造更多的话题与朋友分享。 1 2 3 4 5 6 7 

14 为了给周围人买礼物。 1 2 3 4 5 6 7 

 

 

174



174 

 

PART IV 

以下内容是有关您的旅游特征, 与您的看法一致的号码上用V进行标示。 

 

1. 您的旅游方式?     ①自助游②旅游团 

 

2. 您的旅游经费?     

① 5千元以下      ②5千~1万元③1万~3万元       ④3万~6万元⑤6万元

以上 

 

3. 您的旅游时间? 

① 2天1夜② 3天2夜③ 4天3夜④5天4夜以上 

 

4. 您的旅游同伴? 

①自己②亲朋好友③公司同事/团队伙伴④其他 

 

5. 您的旅游目的? 

①购物        ②公事        ③探亲访友④观光   

⑤休闲娱乐    ⑥其他 

 

6. 您的韩国访问次数? 

①第一次②第二次③第三次④第四次⑤五次以上 

 

 

PART V 

以下内容是有关您的基本信息，请在适当处选择或者填写，资料仅供统计分析

之用，请放心作答。 

 

1. 您的年龄： 

① 19 周岁以下 

② 20~29 周岁 

③ 30~39 周岁 

④ 40~49 周岁 

⑤ 50~59 周岁 

⑥ 60~69 周岁 

⑦ 70 周岁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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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您的性别 ？   ①男②女 

 

3. 您的婚姻状况？①未婚     ②已婚 

 

4. 您的最终学历？ 

①高中毕业以下  ②大学在读  ③大学毕业  ④研究生在读 ⑤研究生毕业

以上 

 

5. 您的职业？ 

① 职员：银行职员、公务员、公司职员、社会团体职员等 

② 服务人员：厨师、美容师、司机、推销员、店员、小商店店主等 

③ 技术人员：工程师、教师、设计师、讲师、护士、建筑师、宗教人、

艺人等 

④ 专业人员：医生、律师、研究员、会计师、教授、作家、记者等 

⑤ 学生：大学生、研究生等 

⑥ 主妇 

⑦ 其他: (详细填写) 

 

6. 您的家庭平均月收入（全家人的总收入）？ 

①1万元以下②1万~2万元③2万~3万元 

④3万~4万元⑤4万~5万元⑥5万元以上 

 

7. 中国内居住地： 

① 华北  (北京、天津、河北、山西、内蒙) 

② 东北  (黑龙江、吉林、辽宁) 

③ 华东  (上海、山东、江苏、安徽、江西、浙江、福建） 

④ 华中 （湖北、湖南、河南） 

⑤ 华南 （广东、广西、海南、香港、澳门） 

⑥ 西南 (重庆、四川、贵州、云南、西藏） 

⑦ 西北 （陕西、甘肃、宁夏、新疆、青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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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sychological distance of 

tourist shoppers 

on fashion brand attitudes 

 

Cui, Yu Hua 

Departmen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ncerns the purchase of fashion products by tourists, 

focusing on Chinese tourists, wh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Korean 

fashion market. To understand tourists’ shopping, the factors of home-host 

distance and shopping motivation were examined. The goal was to find 

ways to stimulate consistent purchases of fashion products by Chinese 

tourists. 

The process by which the study was conducted is as follows. First, a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focusing on home-host distance and the 

theoretical explanations of tourists’ shopping motivations and purchases of 

fashion products. Second, based on theory, five Chinese tourists (ages 

ranging from 20 to 49) were interviewed to determine the structure of the 

research variables. Third, the influence of a sample’s perceptions of home-

host distance on their tourism shopping motivations and the influence of 

shopping motivations on purchases of fashion products were investigated. 

 The interviews with the five Chinese tourists were conducted in 

September of 2014. In addit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500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in October of 2014.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AMOS statistical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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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liminary results found three home-host perception factors: 

geography, culture, and economics. Regarding shopping motivations, three 

factors were extracted: social, affordable, and souvenir. Brand attitudes 

were classified as local fashion brand attitudes or global fashion brand 

attitud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variables were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ravel characteristics revealed through analysis of 

variance. Last,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nalyzed. 

The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influence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economic distance with Korea, meaning that younger respondents perceived 

more economic distances than did older respondents. In addition, males 

reported more shopping motivation when traveling than did females.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distance from Korea geographically, culturally, and 

economically, and interviewees with CNY two million to four million were 

most likely to report shopping motivations. The interviewees from Huanan 

County were most likely to report that Korea is remote geographically, 

culturally, and economically, and they had the highest level of social and 

commercial shopping motivations.  

Second, the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according to travel 

characteristics were: (1) group tourists reported more social shopping 

motivation than individual tourists and (2) individual tourists preferred 

global over local fashion brands. Based on travel expenses of CNY two 

million, the more travel expenses, the more Korea was perceived as distant 

geographically and close economically and the more global fashion brands 

were preferred over local fashion brands. The shorter the travel time, the 

more remote Korea was perceived geographically and the closer it was 

perceived culturally. Short travel time also related to a preference for local 

fashion brands. In terms of reasons for traveling to Korea, tourists visiting 

Korea to shop perceived Korea as close and that there was a large economic 

gap. Tourists who were visiting Korea for the first time perceived Korea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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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geographically whereas those who were revisiting Korea perceived 

it as close and preferred global fashion brands over local fashion brands.  

Third,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home-host distance and shopping motivations during a visit to Korea found 

that the more remote the geographic distance was perceived to be, the 

greater was the social shopping motivation, the greater was the perception 

of cultural distance, and the greater was the shopping motivation to obtain 

souvenirs. The greater the perceived economic distance, the greater were all 

three types of shopping motivation. 

Fourth, regarding the interviewees’ shopping motivations in Korea 

with respect to fashion brand attitudes, the higher the social shopping 

motivation, the greater the local fashion brand attitudes; the higher the 

commercial shopping motivation, the fashion brand attitude all become 

positive. Last, the higher the shopping motivation for souvenirs, the more 

fashion brand attitudes were aroused.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o verify the validity of home-host distance, shopping motivations, 

and fashion brand attitudes, all of the variables had Eigenvalues that 

exceeded the cut-off values, indicating high discriminant validity. The 

concentrated validity was also verified as high; therefore, the variables were 

judged as factors that match the study.  

The average values of variables loaded by factors were extract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used in the research model.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which found that the units satisfied the 

correspondence assessment, which thereby verified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the variables. These results imply that all of the factors used 

in the study could be used in follow-up studies. 

Regarding home-host distance, shopping motivation was directly 

influenced according to geographic, cultural, and economic distances. 

Because tourism shopping motivation was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fashion brand attitudes, the importance of psychological distanc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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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ed. Hence, marketing professionals should make comprehensive 

efforts to broaden their notions of psychological distance.  

In terms of its analytical results, this study had a limited sample due to 

its limited number of subjects and trials. A more systematic and persistent 

follow-up study that overcomes such constraints should be conducted.  

 

Keywords : Home-host psychic distance, Tourism shopping motivation, 

Fashion brand attitude 

Student Number :  2011-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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