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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valuation of Mongolian cashmere products by foreign tourists visiting Mongo-

lia, purchase motivation, and purchase intention by nationality as well as analyzed factors that affected pur-

chase intention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in Ulaanbaatar from July 25
th
 to September 3

rd
, 2012. We

collected 626 questionnaires and used 616 copies in the final analysis (149 from Koreans, 128 from Japanese,

119 from Russians and 220 from English-speaking countries). Awareness about Mongolian cashmere pro-

ducts and purchase intentions differed significantly by nationality. Purchase motivations were divided into

3 factors- usefulness, mood shift, gifts and souvenir.  Evaluation of cashmere products consisted of 5 fac-

tors- product excellence, uniqueness, ostentation, economic value and fashionableness. Purchase motivation

and evaluation differed significantly by nationality. Purchase inten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wareness

prior to visit, product excellence, usefulness, gift/souvenir motivation factors, and nationality.

Key words: Mongolia, Cashmere, Tourist shopping, Product evaluation, Purchase intention; 몽골, 캐시미

어, 관광객 쇼핑, 제품 평가, 구매의도

I. 서 론

21세기 들어 세계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며 해외 관광이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국가에

서 관광산업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관광은 현대

인의 대표적인 소비(consumption) 행동이자 여가(leisure)

활동으로, 관광에서의 쇼핑은 소비를 위한 쇼핑 즉 구

매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여가활동의 하

나로 관광과 쇼핑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Timothy,

2005). 그리하여 관광객은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자연을

즐기며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순수한 관광 이외에 쇼

핑이 관광 중에 즐기는 중요한 활동이 되기도 하고, 쇼핑

에 많은 시간과 재화를 사용한다. 또한 관광객의 쇼핑패

턴은 관광대상 국가와 지역의 산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를 시작

한 이래 오염되지 않은 광활한 자연과 유목문화 등으로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몽

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방문 중에 구입하는 대표적인 상

품은 캐시미어 제품이다. 몽골은 중국에 이은 제2의 캐

시미어 생산국으로 연간 7,000~8,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다(“몽골의 캐시미어 [Mongolian cashmere]”, 2012).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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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어 산업은 지하자원 부국인 몽골에서 광산업 이외에

거의 유일한 산업으로 원모를 생산하는 목축업, 정련과

같은 단순 가공업, 니트 제조업, 수직적 통합이 되어 있

는 기업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목축

업과 단순 가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Lee, 2004). 그 중

몽골 전통 유목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목축업은 다수의

영세한 목축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경제가 도입

되고 캐시미어 섬유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면

서 이들이 사육하는 캐시미어 염소의 수는 급격히 증가

하였다(Mattis, 2009). 그런데 캐시미어 원모 생산은 겨울

철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시장경제상황에 따

라서 수요 변동이 심하고 가격이 불안정한 점과 같은 1차

산업인 목축업으로서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Mongolia's

cashmere”, 2013). 또한 캐시미어 염소는 다른 가축에 비

하여 풀의 뿌리까지 먹고 발굽이 날카로워, 소득 증대를

위해 목축업자들이 캐시미어 염소 사육을 증가시킴에 따

라 초원이 황폐화되고 초원의 감소에 따라 다른 야생동

물의 먹이사슬이 파괴되어 생태계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등 환경문제가 나타나고 있다(Carrington, 2013).

이와 같이 현재 몽골 캐시미어 산업이 목축업과 단순

가공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러 한계점에 노출되어 있

으며, 몽골 캐시미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가 높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분야의 발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몽골의 경제는 전체적으로 광산업과 같은 1차

산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제조업의 수준은 낮은 편으

로 캐시미어 제품은 몽골의 제조분야 발전에 가장 가능

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몽골에서 생산되는 캐시

미어 원모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캐시미어 섬유에 비하

여 굵기는 굵지만 길이가 길어서 캐시미어 제품 중에서

도 고급 제품을 생산하는 데 적당하기 때문에 중저가 제

품과 차별화되는 고급 캐시미어 제품을 생산하는 데 경

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on-

golia's cashmere”, 2013).

이상과 같이 몽골 캐시미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캐시미어 제품의 기획, 생산, 마케팅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몽

골 캐시미어 제품의 소비자에 대한 조사가 기초가 될 것

이다. 그런데, 몽골 캐시미어 제품의 주요 수요처는 자

국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임으로 몽골 캐시미어 제품

소비자 조사를 위해서 몽골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외적 타당성이 높은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

으로 몽골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구매행동, 구

매동기, 평가를 살펴보고,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몽골 방문 외국인

들 중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방문자 수가 많은 러시아,

일본, 한국과 기타 영어권 국가들의 관광객들을 비교하

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중

중국인이 가장 많지만, 이들은 대부분 몽골과의 무역 및

다른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로서 다른 외국인 방문자와

다르기 때문에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몽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캐시미

어 제품 인지도 및 구매행동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몽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캐시미

어 제품 구매동기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몽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몽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캐시미

어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본다.

이러한 연구문제에서 관광객의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응답자를 한국, 일본, 영어권, 러

시아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배경

1. 관광객의 의류상품 쇼핑행동

쇼핑이 관광의 주요 목적이 아닐지라도, 방문객이 느

끼는 쇼핑만족도는 관광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이다

(Timothy, 2005). 관광산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광 또는

관광객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관광객의

쇼핑행동에 대한 연구도 다수 보고되어 있다. 여러 변수

를 포함하여 관광객의 쇼핑행동을 설명하는 개념적 모

형을 살펴보면, Keown(1989)는 490명의 일본인 관광객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관광상품의 종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세금의 수준, 상품의 상대적 가치, 그

리고 장소와 이미지를 포함하는 소매상의 전략이 관광

객의 쇼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Tim-

othy(2005)는 인구통계 및 심리적 변수, 개인적 욕구, 예

상되는 결과, 문화적 배경과 같은 관광객의 변수와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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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특성, 고객서비스 및 리테일 관리와 같은 구매장소와

연관된 변수, 가격차이, 제품 속성의 제품 관련 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관광객 쇼핑을 설

명하는 모형에서는 세금, 운송비 등으로 인한 관광객의

고향과 관광지에서의 가격 차이가 주요 변수가 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관광객의 쇼핑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쇼핑동기, 또는

관광동기가 주요 변수로 다루어졌다. Littrell et al.(1994)

은 관광객의 주요 관심활동에 따라 종족/예술/민족 관광

객, 역사/공원 관광객, 도시여흥 관광객, 야외지향 관광

객과 같이 관광객을 세분화하였고, 각 세분집단은 그 특

성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상품속성이 다르다고 하

였다. 예를 들어, 종족/예술/민족 관광객은 미적 우수성과

장인기술, 독창성, 제작자의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도시여흥 관광객은 관리의 용이성과 구매장소

의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관광활동과

상품속성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Swanson and Horridge

(2004)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관광객을 대상으

로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관광객의 국적을 주요 변수

로 다루며 국적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여 관광산업 진흥

에 즉각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고자 하였

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국적에 따라 관광동기(Kim & Prideaux, 2005), 참여의도

(Yu & Ko, 2012)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관광객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쇼핑을 하기도

하지만, 선물용으로 구입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구매목적에 따라 쇼핑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나 Kim and Littrell(2001)의 연구에 따르면 상

품종류에 따라 관광상품에 대한 태도와 여행경험과의

관계는 차이가 있었지만 구매목적(자기 사용 vs. 선물)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관광객의 쇼핑에는 일반적인 상품 및 상점/서비스 속

성 이외에 여행이나 방문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특

이성, 경제성(방문자 국가나 고향과 관광지에서의 가격

차이), 운반의 용이성과 같은 속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wanson & Horridge, 2004). 또한 쇼핑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자국어를 구사하는 점원과 자국어 간판

과 사인물, 신용카드 사용의 용이성 등이 관광객 쇼핑에

중요하게 언급되었다(Xu & McGehee, 2012).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전략을 세우거나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들 중 의류직물상품 구매와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의류직물제품을 구매

하는 관광객의 세분화를 시도하였다. 관광객은 개인의 사

회심리적 특성이나, 관광목적이나 동기 등에 따라 세분

화될 수 있는데, Littrell(1990)은 직물류 관광기념품(tex-

tile souvenir)을 구매하는 관광객의 유형을 쇼핑지향, 진

정성 추구, 특수목적여행, 직물사랑, 의류지향집단의 5개

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Hong et al.(2001)는 관광기념 의

류상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을 패션이미지 추구에 따라 세

분화하였다.

관광객의 세분화 이외에 여러 연구자들은 관광객의 구

매의도, 선호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

였다. Kim and Littrell(1999)은 개인적 가치와 다른 문화

에 대한 태도가 관광스타일에 영향을 주며, 관광스타일

은 직물류 기념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Lee et al.(2009)는 한국, 중국,

미국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동아시아풍 디자인의

티셔츠, 스카프, 파우치, 가죽 벨트 및 지갑에 대한 선호

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상자들의 진

귀함 추구(novelty seeking), 세계적 지향성(world-mind-

ness), 동아시아 문화와의 친밀성과 같은 소비자 변수와

디자인과 색상을 포괄하는 외양(appearance), 동아시아

디자인, 관리의 용이성, 운반 용이성과 같은 제품 평가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관광기념품 구매는 자신을

위한 구매인지 선물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되어

있다(Kim & Littrell, 1999, 2001).

Suh et al.(2002)은 동대문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

으로 관광기념품으로 구매한 의류상품에 관해 조사한 결

과, 상품속성이 쇼핑몰의 서비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상품속성 중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

게 나타났고 가격, 맞음새, 실용성, 색상, 스타일, 소재의

종류와 질감의 순서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응답자들은 의류상품을 구매하는 동기에 따라 의류구매

추구형, 기분전환추구형, 여행기념추구형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이 세 집단 중에서 의류구매추구형은 가장 많

은 응답자가 속해 있었으며, 경제성 동기나 심리성, 실용

성 동기에서도 모두 높았다. 집단의 크기가 가장 작은

기분전환추구형 집단은 충동적 구매경향을 보였고, 여

행기념추구형 집단은 여행기념품으로서 의류를 구매하

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Suh & Cho, 2002).

2. 몽골 관광산업

몽골은 태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초원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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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등으로 모험을 즐기고 광활한 공간에서의 단순한 생

활을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고 있다(Kester,

2011). 그리하여 몽골을 관광하기에 적당한 기간은 여름

중 2~3개월 정도의 기간에 불과하지만, 몽골을 방문하

는 외국인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6년 불과 7만 여명에 불과하던 외국 관광객의 수가

2004년에는 30만 명을 초과하였고, 2011년에는 약 63만

명에 달했으며, 2015년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Tourist Information Center, 2013).

몽골을 방문한 외국인들 중 순수 관광목적의 입국자

는 58%이며, 사업목적 방문자는 27%로 관광객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었다(Munkhjavkhaa, 2011). 몽골 방문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198,191명) 그 다음은 러시아인(102,733명)

이 많았는데, 이는 몽골이 러시아, 중국과 접해 있는 내

륙국가로 두 국가와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것을 보여주

고 있다. 특히 현재 몽골의 경제는 중국과의 교역에 크

게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인들은 관광보다는 사업차 방

문하는 비율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한국인이

(43,994명) 많았으며, 그 이외에 미국, 일본인 방문객이

많았다(Tourist Information Center, 2013).

몽골은 여러 면에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

력은 높지만, 관광시설과 설비가 낙후되고 서비스 수준

은 낮은 편이며, 관광 관련 부서와 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Munk-

hjavkhaa, 2011). 몽골 방문 한국인을 대상으로 관광만

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Bolortsetseg, 2009), 인적 서비

스와 물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적 변수 중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고 다른 변수와의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32명의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몽골 관광을 선택할

때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조사한 연구(Kim et al.,

2010)에 따르면, 관광지 매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

타났고 문화활동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였으며, 그 외의

다른 요소들의 중요성은 관광지 매력성과 문화활동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평가되었다. 특산품의 중요성은 전

체 23개 항목 중에서 7위로 나타났고 유명 상품은 22위

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몽골 관광에

있어서 자연과 몽골 특유의 유목문화가 결정적인 요소

이며, 그에 비하여 다른 관광 관련 요소들은 크게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특산품이나 유명 상품의

쇼핑은 몽골 관광의 주요한 활동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몽골 특산품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는 캐시미어 제품의 개발은 몽골 캐시미어 산업 발전

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몽골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3. 몽골 캐시미어 산업

캐시미어 섬유는 천연섬유로 모헤어와 더불어 가축

의 털에서 얻어지는 헤어섬유 중 양모 이외에 유일하게

상업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생산 ·유통되는 섬유이다

(Westhuysen, 2005). 전 세계에서 연간 생산되는 캐시미

어 섬유는 11,000~14,000톤 정도로 이 중 85%가 중앙아

시아 사막 지역인 몽골과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 생산되

고, 그 이외에 아프카니스탄, 터키 등에서도 생산된다(We-

sthuysen, 2005). 캐시미어 섬유의 부드럽고 가벼운 특징

과 제한된 생산량에 따른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캐시미

어 의류는 대표적인 럭셔리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Fa-

ust, 2013).

몽골은 풍부한 구리, 금, 석탄과 같은 지하자원의 개

발을 통하여 2012년 GDP는 12.3% 증가하는 등 전 세계

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며, 광활한 국토

에 인구는 280만 명 정도로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Gre-

gson, 2013). 캐시미어 섬유와 제품은 광물자원을 제외

하고는 거의 유일한 수출품목으로 1978년 캐시미어 생

산과 가공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캐시미어 수출량은 증가하였다

(Guo, 2012). 캐시미어는 또한 몽골 고유 유목문화의 근

간을 이루는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으로(“Mongo-

lia's cashmere”, 2013), 1990년 시장경제를 시작한 이래

캐시미어 염소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초원이 파괴

되고 사막화되는 환경문제를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캐시

미어 섬유 생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Awehali, 2011).

몽골에서 생산되는 캐시미어 원모는 중국산보다 10~

15% 더 길어서 고급 제품 생산에 적합하며, 캐시미어 섬

유 최대 생산국이자 주요 수입국인 중국은 몽골산 캐시

미어를 상당량 수입하여 중국산과 혼합하여 생산에 사

용한다(“Mongolia's cashmere”, 2013). 중국이 주로 생산

하는 중저가의 캐시미어 제품이 세계 캐시미어 시장성

장을 주도하면서, 중국은 몽골 목축업자들이 생산하는

캐시미어 섬유 구매를 증가하여 캐시미어 원모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몽골의 원사 업체,

캐시미어 제품 니트 업체 들은 캐시미어 원모를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양만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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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또한 2009~2010년 심한 겨울 가뭄으로 600만

마리의 가축들이 사라졌으며, 세계적인 불황에는 수요

가 감소하기도 하였다(Orth, 2011).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캐시미어 산업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몽골 정부는 목축을 통한 원모 생산이나

단순 정련을 넘어서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제품의 품질

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지원하고 있다(“Mon-

golia's cashmere”, 2013). 몽골에서는 1983년 일본의 무

상지원으로 최초의 캐시미어 의류기업인 Gobi factory

가 세워졌고, 1990년 해외 자본이 유입되며 본격적으로

캐시미어 의류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약

20개가 넘는 경쟁브랜드가 있다(Svetlana, 2013).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이 연구는 자기 기입식 설문지 응답방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설문지는 캐시미어

제품 구매동기, 구매행동(구매품목, 구매장소, 구매브랜

드, 인지도, 구매금액 등), 제품 평가, 구매의도, 인구통

계변수를 포함하였다. 구매동기 문항은 Kim(2006)의 연

구를 참조하여 11문항으로 작성하였고, 제품 평가 문항

은 Kim(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연구자

가 수정하여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매의도 문항은 An-

derson and Littrell(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인지도, 구매품목, 구매장소, 구입비용 문항

은 단일 문항으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특성, 인지도, 및 구매행동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

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설문지는 먼저 한글로 작성되었으며, 그 후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에 능통한 전문가에 의해 해당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 후, 한국어와 각 외국어에 능통

한 제3전문가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여 1차 번역본과 대

조하고 수정하여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로 된 설문지

를 완성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지는 몽골을 방문한 한국, 일본, 영어권, 러시아

국가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

르에서 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9월 3일까지 외국

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백화점, 음식점, 박물관, 미

술관과 울란바토로 근처 펜션 및 관광지 등에서 해당

외국인에게 배포되었고 총 626부를 수거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부실한 10부를 제외한 61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

다. 국가별 유효 설문지는 한국인 149부, 일본인 128부,

영어권 관광객 220부, 러시아인 119부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

석, 일원분산분석, 던컨 테스트, 그리고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3. 응답자 인구통계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

사대상자 중에서 한국인 24.2%, 일본인 20.8%, 영어권

이 35.7%, 러시아 19.3%로 영어권 응답자가 많았다. 성

별은 전체적으로 남자는 62.7%, 여자는 37.3%로 남자

가 많았다. 관광객 국적별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다(χ
2
=3.713, p>.05). 결혼여부는 기혼이 33.9%, 미혼

이 53.1%로 전체적으로 미혼이 많았는데 관광객 국적

별로 차이가 있었다(χ
2
=52.882, p<.001). 러시아에 비해

한국과 영어권은 미혼 비율이 높았다. 직업에서도 국적

별 차이가 나타났는데(χ
2
=133.989, p<.001), 한국은 학생,

회사원, 전문직의 비율이 높았고, 일본은 공무원, 서비스

업, 자영업자, 회사원의 비율이 높았다. 영어권의 경우 학

생, 선생님, 전문직의 비율이 높았다. 러시아의 경우 자

영업자, 무직, 전문직의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소득

에서도 관광객의 국적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χ
2

=36.621, p<.001), 한국은 200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았고 일

본은 300~5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영어권은 200만

원 이하와 500만 원 이상이 많았고 러시아는 200~3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IV. 연구결과

1. 몽골 방문 외국인의 몽골 캐시미어 제품 인지

도 및 구매행동

응답자들의 몽골 캐시미어 제품 인지도 및 구매행동

(구매비용, 구매품목, 구매장소)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

답자 전체적으로 몽골 캐시미어 제품 인지도는 ‘전혀 몰

랐다’라는 응답자가 307명(4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어느 정도 알았다’ 244명(39.6%),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다’ 64명(10.4%) 순으로 절반 가까운 방문객

이 방문 전 몽골 캐시미어 제품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

– 561 –



136 한국의류학회지 Vol. 38 No. 4, 2014

으로 나타났다(Table 2). 국적별로는 한국인과 영어권의

경우 ‘전혀 몰랐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본인과 러시아

인들에 비해 높았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응

답한 비율은 반대로 일본인과 러시아인이 한국인과 영어

권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χ
2
=86.97, p<.001). 일본 응답

자와 러시아 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몽골 캐시미어 제

품의 인식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구매행동 간

에 관계를 확인하고자, 인지도와 구매금액, 인지도와 구

매품목, 인지도와 구입장소에 대해 각각 카이자승 검정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입비용과 인지도의 관계는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χ
2
=182.710, p<.001). 예상한 바

와 같이, 인지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구매금액이 적고 인

지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구매금액이 컸다(Table 3). 그러

나 인지도와 구매품목, 인지도와 구입장소는 유의한 관

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몽골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캐시미어 제품 구입비용

은 10~20만 원이 전체의 17.7%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

이상이 8.3%로 가장 적었다(Table 4). 국적별로는 한국

과 영어권 관광객은 10만 원 미만 응답 비율이 높게 나

타났고, 일본의 경우 50만 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

다. 러시아 응답자들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응

답 비율이 높았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러시아와 일본 응

답자들은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 구매액

도 높다고 할 수 있다.

13종의 캐시미어 제품 품목을 제시하고 본인 착용목

적 혹은 선물목적으로 구매하고 싶은 품목을 복수 응답

을 포함하여 선택하게 하였다(Table 5). 본인 착용목적

으로 선택된 상위 다섯 품목은 스웨터가 1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스카프 14.1%, 카디건 10.3%, 양

말 9.4%, 조끼 9.2% 순이었다. 선물목적으로 선택된 상

위 다섯 품목은 스카프라는 응답이 20.7%로 가장 높았

으며, 양말이 16.2%, 스웨터 14.6%, 장갑 12.4%, 모자

8.9%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착용목적이든 선물목적이

든 스웨터, 스카프, 앙말이 선호되고 있지만, 선물용으로

는 스카프나 양말과 같은 간단한 아이템이, 자신을 위해

서는 스웨터나 카디건이 더 선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장갑이나 모자는 선물목적으로 선호되는 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Unit: observed frequency (%))

Korean

(n=149)

Japanese

(n=128)

English-speaking

people (n=220)

Russian

(n=119)

Total

(N=616)
χ
2

Gender
Male 100.0 (67.1) 74.0 (57.8) 133.0 (60.5) 79.0 (66.4) 386.0 (62.7)

003.713***
Female 049.0 (32.9) 54.0 (42.2) 087.0 (39.5) 40.0 (33.6) 230.0 (37.3)

Marital

status

Married 055.0 (36.9) 41.0 (32.0) 064.0 (29.5) 48.0 (40.3) 208.0 (33.8)

052.881***Single 092.0 (61.7) 68.0 (53.1) 129.0 (58.6) 38.0 (31.9) 327.0 (53.1)

Others 002.0 ( 1.3) 19.0 (14.8) 026.0 (11.8) 33.0 (27.7) 080.0 (13.0)

Occupation

Government employee 005.0 ( 3.4) 18.0 (14.1) 004.0 ( 1.8) 11.0 ( 9.2) 038.0 ( 6.2)

133.989***

Teacher 014.0 ( 9.4) 06.0 ( 4.7) 031.0 (14.1) 17.0 (14.3) 068.0 (11.0)

Self-employed 016.0 (10.7) 10.0 ( 7.8) 023.0 (10.5) 27.0 (22.7) 076.0 (12.3)

Office worker 029.0 (19.5) 21.0 (16.4) 020.0 ( 9.1) 06.0 ( 5.0) 050.0 ( 8.1)

Service 008.0 ( 5.4) 17.0 ( 3.3) 018.0 ( 8.2) 07.0 ( 5.9) 079.0 (12.8)

Professional 025.0 (16.8) 04.0 ( 3.1) 032.0 (14.5) 18.0 (15.1) 069.0 (11.2)

Student 044.0 (29.5) 22.0 (17.2) 057.0 (25.9) 07.0 ( 5.9) 130.0 (21.1)

Unemployed 004.0 ( 3.0) 09.0 ( 7.1) 012.0 ( 5.4) 19.0 (16.0) 055.0 ( 8.9)

Other 004.0 ( 3.0) 21.0 (16.4) 023.0 (10.5) 07.0 ( 5.9) 134.0 (21.8)

Monthly

income

(KRW)

Less than 2 million 038.0 (25.5) 18.0 (14.1) 060.0 (27.3) 18.0 (15.1) 134.0 (21.8)

036.621***

2-3 million 032.0 (21.5) 23.0 (18.0) 039.0 (17.7) 37.0 (31.1) 131.0 (21.3)

3-5 million 034.0 (22.8) 40.0 (31.3) 033.0 (15.0) 21.0 (17.6) 128.0 (20.8)

5-6 million 023.0 (15.4) 15.0 (11.7) 042.0 (19.1) 24.0 (20.2) 104.0 (16.9)

Over 6 million 022.0 (14.9) 32.0 (25.0) 045.0 (22.0) 19.0 (16.0) 118.0 (19.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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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템이었다. 구매목적에 따른 선호아이템을 국적별로 분

석한 결과에서는 국적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캐시미어 제품의 구입장소로는 백화점이 37.7%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점 23.2%, 시장 18.7%, 대리

점 17.8%, 기타 2.6%로 나타났다. 따라서, 몽골을 방문

한 외국인의 60% 이상이 캐시미어 제품 구입장소로 백

화점과 전문점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캐시미어

제품의 구입장소에서도 국적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2. 몽골 방문 외국인의 캐시미어 제품 구매동기

캐시미어 제품 구매동기의 하위차원을 확인하기 위하

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vari-

max)에 의해 고유치 1 이상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구매

동기는 <Table 6>와 같은 3개 하위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요인적재치가 .40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문항을 포함시

켰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611~.839로 나

타났는데 Cronbach's α 값은 0.8~0.9 이상이면 바람직

Table 2. Mongolian cashmere product awareness prior to visit to Mongolia

(Unit: observed frequency (expected frequency))

Item
Korean

(n=149)

Japanese

(n=128)

English-speaking

people (n=220)

Russian

(n=119)
χ
2

Not at all 103 (74.5) 30 (64.0) 128 (109.5) 46 (59.0)

86.97***I knew a little 043 (59.2) 72 (50.9) 080 (087.0) 49 (46.9)

I knew considerably much 003 (15.3) 26 (13.1) 011 (022.5) 24 (12.1)

***p<.001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n cashmere product awareness and purchasing expenses

(Unit: observed frequency (expected frequency))

Not at all I knew a little I knew considerably much χ
2

Less than 100,000 won 182 (111.5) 34 (88.5) 07 (23.0)

182.710***

100,000-200,000 won 050 (052.0) 48 (41.3) 06 (10.7)

200,000-300,000 won 027 (054.0) 69 (42.9) 12 (11.1)

300,000-500,000 won 023 (025.0) 21 (19.9) 06 (05.1)

500,000 won or more 024 (063.5) 71 (50.4) 32 (13.1)

***p<.001

Table 4. Purchasing expenses for Mongolian cashmere products

(Unit: observed frequency (expected frequency))

Item
Korean

(n=149)

Japanese

(n=128)

English-speaking

people (n=220)

Russian

(n=119)
χ
2

Less than 100,000 won 77 (54.0) 19 (46.7) 107 (79.9) 21 (43.4)

151.90***

100,000-200,000 won 26 (25.1) 18 (21.4) 042 (37.1) 18 (20.2)

200,000-300,000 won 23 (26.0) 22 (22.5) 024 (38.5) 39 (20.9)

300,000-500,000 won 11 (12.1) 05 (10.4) 016 (17.8) 18 (09.7)

500,000 won or more 11 (30.9) 64 (26.7) 030 (45.7) 23 (24.8)

***p<.001

Table 5. The rank order of most frequently purchased

cashmere items for the self and for others

(Unit: frequency (%))

Cashmere items for your-

self (multiple answers were 

allowed)

Cashmere items for others 

as gifts (multiple answers 

were allowed)

1 Sweater 254 (17.0) Scarf 273 (20.7)

2 Scarf 211 (14.1) Socks 214 (16.2)

3 Cardigan 154 (10.3) Sweater 193 (14.6)

4 Socks 140 (09.4) Gloves 164 (12.4)

5 Vests 137 (09.2) Hats 117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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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0.6~0.7이면 수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 1은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필요성과 유용성 문

항에 높은 요인적재치를 나타내 ‘유용성 동기’로 명명

하였다. 요인 2는 구매 자체의 즐거움, 뭔가 사고 싶은 욕

구 충족, 구매로 인한 기분전환 문항에 높은 요인적재치

를 나타내 ‘기분전환 동기’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선물,

여행기념 문항에 높은 요인적재치를 나타내어 ‘선물 및

여행기념 동기’로 명명하였다.

Suh and Cho(2002)의 동대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

객의 의류상품 구매동기는 심리성, 실용성, 유행성, 여

행기념성, 충동성, 경제성의 6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는

데, 이 중 실용성, 여행기념성, 충동성이 본 연구에서 나

타난 3가지 요인과 유사하다. 캐시미어 제품 구매동기

의 하위요인 중 ‘선물 및 여행기념 동기’가 평균 3.53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유용성 동기’ 3.12,

‘기분전환 동기’ 3.1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몽골을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물 및

여행기념 동기’가 높게 나타난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몽골 방문 외국인의 구매동기 요인이 국가별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일원분산분석과 던컨 테스트를

실시하였다(Table 7). 그 결과 ‘선물 및 여행기념 동기’

는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용성

동기’와 ‘기분전환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유용성 동기’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 방문객의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고(F=6.66, p<.001), ‘기분전환

동기’는 한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영어권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6.14, p<.001). 외

국인 관광객은 ‘선물 및 여행기념 동기’는 국적에 관계

없이 높고 ‘유용성 동기’와 ‘기분전환 동기’는 국적에 따

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Comparison of purchase motive factors by country

Purchase motive factor
Korean

(n=149)

Japanese

(n=128)

English-speaking

people (n=220)

Russian

(n=119)
F

Gift & Souvenir 3.48 A 3.48 A 3.59 A 3.54 A 0.58***

Usefulness 3.24 A 2.85 B 3.14 A 3.22 A 6.66***

Mood shift 3.29 A 2.90 C 3.10 B 3.09 B 6.14***

***p<.001

Duncan's test: A>B>C

Table 6. Factor analysis of purchase motives

Factor Item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Cumulated

variance %

Cronbach's

α

Usefulness

It would be good to have a cashmere clothing product. 0.815

2.66 24.23 24.23 .839
I need a cashmere clothing product. 0.813

Cashmere clothing would be useful for me. 0.789

I want to buy a cashmere product to remember my trip. 0.599

Mood shift

Purchasing a cashmere product will make me happy ir-

respective of whether I can wear it or not.
0.849

2.30 20.92 45.15 .807Purchasing a cashmere product will satisfy the desire to

buy something during travel.
0.838

Purchasing a cashmere product will refresh myself. 0.746

Gifts &

Souvenir

It would be good to give a cashmere product to some-

one as a gift.
0.752

2.01 15.26 63.41 .611

People would be delighted to receive a cashmere prod-

uct from me as a gift.
0.708

Cashmere products are suitable as a souvenir for travel

to Mongolia.
0.650

I think that cashmere products represent the characteri-

stics of Mongolia.
0.453

I want to buy a cashmere product to remember my trip.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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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문 전 인지도와 구매동기와의 관계를 알아보

고자 일원분산분석과 던컨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기분전환 동기만 인지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몽골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사전 인지도가 클수록

기분전환 동기가 커졌다. 그러나 선물 및 여행기념 동

기와 유용성 동기는 인지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Table 8).

3. 몽골 방문 외국인의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평가

몽골 방문 외국인의 캐시미어 제품 평가의 차원을 알

아보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에 의해 직

교회전으로 고유치 1 이상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제품 평

가는 <Table 9>와 같이 5개 하위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요인적재치가 .40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문항을 포함시

켰다. 신뢰도 계수는 유행성 차원이 0.64로 조금 낮게

나왔지만 나머지 차원은 0.78~0.83으로 문항 간 내적일

관성이 확인되었다.

요인 1은 캐시미어 제품의 무늬, 가격, 색상, 품질에 대

한 우수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상품우수성’으로 명명

하였다. 요인 2는 몽골의 고유성, 창조적 아이디어, 새로

움, 독특함, 차별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문항에 높은

Table 8.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n cashmere product awareness and purchase motive

Purchase motive factor Not at all I knew a little I knew considerably much F

Gift & Souvenir 3.45 B 3.58 BB 3.71 B 2.064*

Usefulness 3.07 B 3.13 BB 3.30 B 2.883*

Mood shift 3.05 B 3.12 AB 3.31 A 3.066*

*p<.05

Duncan's test: A>B

Table 9.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of product evaluation

Factor Item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Cumulated

variance %

Cronbach's

α

Product

excellence

Stylish patterns 0.954

3.194 16.81 16.81 .783
Cheap prices 0.910

Nice colors 0.890

Excellent quality 0.773

Uniqueness

Have originality of Mongolia 0.791

2.894 15.23 32.04 .826

Have creative ideas 0.728

New 0.700

Unique products 0.673

Available to differentiate myself from others 0.560

Ostentation

Available to show myself off 0.823

2.693 14.18 46.22 .830

Luxury goods 0.821

Suitable to my social status 0.721

Luxurious 0.580

Unique products 0.415

Economic

value

Economic products 0.831

2.622 13.80 60.02 .779
More worthwhile than the price I have paid 0.818

Have considerable values 0.670

Cheaper than in my own country 0.613

Fashionableness
The latest fashion 0.838

1.607 08.46 68.48 .640
Sophisticated design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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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적재치를 가져 ‘독특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

은 과시할 수 있는 상품, 명품, 사회적 지위와 일치, 고급

스러움, 독특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과시성’으

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경제적인 상품, 지불한 비용 대

비 가치, 가치지각, 본국 가격에 비해 저렴 문항에 높은

요인적재치를 가져 ‘경제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최신 유행, 디자인이 세련됨 문항에 높은 요인적재치를

가져 ‘유행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구매의도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 긍정적 구전의도, 구

매의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신뢰도는 .807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나타내었다.

관광객의 국적별 캐시미어 제품 평가와 구매의도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일원분산분석과 던컨 테스트를

실시하였다(Table 10). 그 결과 캐시미어 제품의 상품우

수성은 러시아, 영어권, 일본, 한국 순으로 높게 평가되

었고(F=11.92, p<.001). 독특성과 경제성은 러시아와 영

어권이 높게, 한국과 일본이 낮게 평가하였다(F=12.77,

p<.001; F=4.39, p<.01). 과시성은 러시아와 영어권이 높

게 한국이 중간, 일본이 낮게 평가하였다(F=21.63, p<

.001). 유행성은 일본, 러시아, 영어권, 한국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F=7.69, p<.001).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영어

권의 제품 평가가 일본과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

나 구매의도는 러시아, 일본, 영어권, 한국 순서로 나타

나(F=9.68, p<.001) 제품 평가와 구매의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4. 몽골 방문 외국인의 캐시미어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몽골 방문 외국인의 캐시미어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관광객의 국적별 구매의

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방문 전 인지도, 구매동기, 제품

평가를 독립변수로 하여 입력법을 사용하여 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방문 전 인지도만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Table 10. Comparison of product evaluation and purchase intention by country

Variable
Korean

(n=149)

Japanese

(n=128)

English-speaking

people (n=220)

Russian

(n=119)
F

Product

evaluation

Product excellence 3.09 C 3.27 B 3.38 AB 3.51 A 11.92***

Uniqueness 3.23 B 3.08 B 3.40 A 3.52 A 12.77***

Ostentation 3.20 B 2.95 C 3.42 A 3.55 A 21.63***

Economic value 3.16 B 3.08 B 3.32 A 3.29 A 04.39***

Fashionableness 3.03 C 3.50 A 3.27 B 3.37 AB 07.69***

Purchase intention 3.08 C 3.42 AB 3.26 B 3.55 A 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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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s test: A>B>C

Table 11. Factors related to the purchase intention of Korean tourist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
2

(Adjusted R
2
)

F

Purchase intention

Awareness Awareness −0.244 −3.135**

0.176

(0.122)
3.289**

Purchase

motivation

Gift & Souvenir −0.153 −1.640**

Usefulness −0.068 −0.761**

Mood shift −0.023 −0.226**

Product

evaluation

Product excellence −0.066 −0.565**

Uniqueness −0.079 −0.701**

Ostentation −0.047 −0.405**

Economic value −0.036 −0.319**

Fashionableness −0.094 −1.008**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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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방문 전 인지도, 선물 및 여행기념 동기,

상품우수성에 대한 평가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선물 및 여행기념

동기의 β값이 가장 높아 선물 및 여행기념 동기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β=

0.401, p<.001) 그 다음으로 상품우수성(β=0.400, p<.001),

방문 전 인지도(β=0.190, p<.01) 순이었다(Table 12).

영어권의 경우 방문 전 인지도, 유용성 동기, 상품우

수성, 과시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그 중 상품우수성의 β값이 가장 높아 상품우수

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고(β=0.319, p<.001) 그 다음으로 유용성 동기(β=0.199,

p<.01), 방문 전 인지도(β=0.175, p<.01), 과시성(β=0.164,

p<.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Table 13).

러시아의 경우 상품 우수성, 독특성이 구매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크기는

상품우수성(β=0.351, p<.01), 독특성(β=0.240, p<.05) 순

이었다(Table 14).

한국을 제외하면 이 연구에서 ‘상품우수성’이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Littrell et al.

(1994), Suh et al.(2002)의 연구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한

다. Littrell et al.(1994)은 미국 중서부 지역 관광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류상품을 구매할 때 색상, 디자

인, 품질, 용도, 독특함이 가치있다고 하였고, 우리나라

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Suh et al.(2002)

의 연구에서는 의류상품 구매 시 디자인, 가격, 맞음새,

실용성, 색상 등의 순서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를 얻

었다. 이 연구에서 ‘상품우수성’이 무늬, 가격, 색상, 품

질에서의 우수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점을 고

려하면 Littrell et al.(1994)과 Suh et al.(2002)의 연구결

과와 상당히 일치한다. Littrell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의류상품의 독특함이 가치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uh

Table 12. Factors related to the purchase intention of Japanese tourist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
2

(Adjusted R
2
)

F

Purchase intention

Awareness Awareness −0.190 2.748***

0.571

(0.538)
17.197***

Purchase

motivation

Gift & Souvenir −0.401 6.075***

Usefulness −0.009 0−0.112***

Mood shift −0.107 1.236***

Product

evaluation

Product excellence −0.400 4.279***

Uniqueness −0.052 0.608***

Ostentation −0.048 −0.418***

Economic value −0.117 −1.531***

Fashionableness −0.08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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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3. Factors related to the purchase intention of English-speaking tourist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
2

(Adjusted R
2
)

F

Purchase intention

Awareness Awareness −0.175 3.214***

0.399

(0.373)
15.401***

Purchase

motivation

Gift & Souvenir −0.083 1.397***

Usefulness −0.199 2.928***

Mood shift −0.066 0.978***

Product

evaluation

Product excellence −0.319 3.576***

Uniqueness −0.015 0.158***

Ostentation −0.164 1.996***

Economic value −0.063 −0.785***

Fashionableness −0.045 0.67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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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02)의 연구에서 여행국의 고유성은 25개 속성 중

23번째로 중요도에 있어서 최하위였다. 이 연구에서는 러

시아 관광객에서만 캐시미어 제품의 ‘독특함’은 구매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를 제외하면 방문 전 인지도가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특히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

은 한국의 경우 방문 전 인지도만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일

본의 경우 인지도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

지만 구매동기나 상품우수성의 영향력이 더 컸고 영어

권도 마찬가지였다. 인지도가 높은 편인 러시아의 경우

인지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방문 전

인지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구매의도에 미치는 방문 전

인지도의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한점

이 연구는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

로 몽골 캐시미어 제품의 인지도 및 구매행동, 구매동

기, 제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외국인 관광객의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하여 몽골을 방문한 한국, 일본, 영어권, 러시아 국

가들의 관광객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 캐시미어 제품의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이 몽골 방문 전 몽골 캐

시미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 관광객의 국

적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일본인과 러시아인의 인지

도가 한국인이나 영어권 관광객보다 높았다. 또한 인지

도는 구매금액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

응답자가 더 많은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도와 구매품목과 구입장소와의 유의한 관계는 나

타나지 않았다.

둘째, 관광객의 캐시미어 제품 구매동기는 ‘선물 및

여행기념 동기’, ‘유용성 동기’, ‘기분전환 동기’의 차원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물 및 여행기념 동기는

국적에 관계없이 높고 유용성 동기와 기분전환 동기는

국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셋째, 관광객의 캐시미어 제품 평가 차원은 ‘상품우

수성’, ‘독특성’, ‘과시성’, ‘경제성’, ‘유행성’ 차원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영어권 관광객의 제품

평가가 일본 및 한국인 관광객보다 높았다. 그러나 구매

의도는 러시아와 일본 관광객이 영어권과 한국 관광객

보다 높아 제품 평가와 구매의도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넷째, 관광객의 캐시미어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방문 전 인지도’, ‘선물 및 여행기념 동기’,

‘유용성 동기’, ‘상품우수성’, ‘독특성’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면 ‘상품우수성’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러시아를 제외하면 ‘방문 전 인지도’

의 영향도 상당하였다. 그 외, ‘선물 및 여행기념 동기’,

‘유용성 동기’, ‘독특성’, ‘과시성’도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 관광객을 위한 캐시미

어 제품의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매의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캐시미어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많은 경우 여행국의

고유성을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는데(Hong et al., 2001),

Table 14. Factors related to the purchase intention of Russian tourist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
2

(Adjusted R
2
)

F

Purchase

intention

Awareness Awareness −0.096 1.116**

0.297

(0.238)
5.018***

Purchase

motivation

Gift & Souvenir −0.136 1.254**

Usefulness −0.009 −0.081**

Mood shift −0.061 −0.585**

Product

evaluation

Product excellence −0.351 2.977**

Uniqueness −0.240 2.005**

Ostentation −0.070 0.635**

Economic value −0.019 0.195**

Fashionableness −0.121 −1.09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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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제품의 ‘독특성’은 러시아 관광객의 구

매의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향력의 크기는 ‘상품우수성’보다 작았다. 다른 기념

품과는 달리 의류제품의 경우 착용을 염두에 두고 구매

하기 때문에 여행국의 고유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글로벌

한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초

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캐시미어 제품은 상대적

으로 가격이 높고, 럭셔리한 아이템으로 인식되기 때문

에 몽골 제품이라는 독특성보다는 제품 자체의 우수성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몽골 캐시미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색상, 디자인, 고급 소재와

같은 의류제품에서 중요시되는 속성에 대한 향상에 관

심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방문 전 인지도’가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현

재 몽골 캐시미어 제품 인지도는 낮은 상태인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몽골 캐시미어 제품의 성공적인 마케팅

을 위해서는 현재 낮은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Faust(2013)가 제안한 것처럼

몽골 관광의 최대 자원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캐시미

어 염소의 사육부터 제조까지 포함하는 스토리텔링 방

식의 몽골 캐시미어 제품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

를 유튜브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

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는 외

국 여행사와 협업을 통해서 여행상품을 기획단계부터 일

정, 방문지 및 방문 중 활동에 대해 캐시미어와 관련하

여 소개하여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자연환경과 몽골 유목문화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

목적을 다양화하고 몽골 관광산업을 확대하는데도 도움

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 홍보뿐만 아니라, 다

양한 여행안내책자, 공항근처 옥외광고 등 여러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가별로 몽골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인지도나

구매의도, 제품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고,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국가에 따라서 다른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러시아인들은 여러 면에서 몽골 캐시미어 제품

에 호의적임으로 그들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독특한 디

자인의 제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가 하

면, 한국인과 영어권은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이 국가

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한국 응답자들은 인지도도 낮고 구매의

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인 응답자 중에

서 학생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

라서 한국 관광객들의 연령, 직업을 다양화하여 저변을

확대하는 관광산업계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영어권 관광객의 경우 인지도 외 유용성 동기, 상품

우수성, 과시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들의 유용성 동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수

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일본 관광객들은 인지도와 구매의도가 모두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이들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가 선물 및 여행기념 동기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위한 선물아이템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마케

팅 활동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사전 인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던 러시

아 관광객의 경우 제품의 독특성도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향후 몽골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홍보가 활발해져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제품의 독

특성도 나아가야 할 몽골 캐시미어 상품기획방향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

로 몽골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인식과 구매의도를 국가

별로 분석하고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밝혀, 캐

시미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결과를 얻고

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품우수성’, ‘방문 전 인지도’,

‘유용성 동기’, ‘선물 및 여행기념 동기’ 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고 여행지에서의 감성적이

고 비이성적인 ‘기분전환 동기’나 기타 평가 기준의 영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중회귀분석에서 선

행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독립변수들이 한꺼번에 투입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몽골 캐시미어 제품은 주로 수출되어 몽골 소

비자보다는 외국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관

광객이 외국을 방문하는 중에 구매하는 것과 자신들의

국가에서 수입된 의류를 구입하는 상황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객의 구매와 일반 소비자의 구매차이를 확

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별 차

이를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직업, 연령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응답자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

서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국가별 차이가 국적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인구통계적 특징, 관광목적 등과 같은 그

이외 변수와 관련될 수 있음으로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영어권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적별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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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권으로 통합하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국가별 비교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제한

점이 있다. 미래의 후속연구에서는 관광목적이나 방문

기간, 활동 등과 같은 관광객과 관련된 변수와 개인의

사회심리적 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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