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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hopping satisfaction on travel satisfaction, travel specific quality of

life and overall quality of life for Korean vacation tourists. Tourist evaluations on those four variables were

confirmed first. The effect of shopping satisfaction on the other variables was then investigated. The effect

of demographics was also identified. An on-line survey method was used to obtain data of 20's-50's tourists,

while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OVA, and Duncan test were applied to analyze data. The res-

ults were as follows. First, shopping satisfaction of the vacation travel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our satis-

faction, which affected the quality of life after travel. Second, travel specific quality of lif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verall quality of life and confirmed the bottom-up spillover effect. Third, the perception of shop-

ping satisfaction, travel satisfaction, travel specific quality of life, and overall quality of life differed by de-

mographic factors. Women and young tourists revealed high satisfaction scores in shopping and travel; in

addition, wealthy travelers showed a higher quality of life. Occupation tended to partly affect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The findings implied that travel and tourists' shopping are an important element to enh-

ance the quality of life.

Key words: Overall quality of life, Travel specific quality of life, Shopping satisfaction, Travel satisfac-

tion; 전반적 삶의 질, 여행에 따른 삶의 질, 쇼핑만족도, 여행만족도

I. 서 론

여행은 현대인들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회

문화 활동의 한 부분이다. 특히 휴가를 목적으로 하는 여

행은 개인적인 성장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활

동으로 간주된다(Richards, 1999). 2015년도 기준으로 우

리나라 국민의 여행비 지출은 250억 달러로 세계 8위에

이르고 외국인 방문객에 의한 수입은 153억 달러로 세

계 2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

[2016 Korea in the world], 2016). 같은 기간 우리나라 해

외 여행자 수는 1,931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

가하였으며 여행지출액은 1인당 265만 원으로 조사되었

다(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16). 동일 자료

에 의하면 여행비 지출의 14%는 현지 쇼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쇼핑비는 숙박 및 교통비 다음으로 높

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행자 수의 증가와 많은

쇼핑비 지출은 여행 및 쇼핑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의미

를 지니는 소비활동임을 시사한다. 여행 중에는 일과 가

정의 규칙적인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가

질 수 있으므로 쇼핑경험이나 구매상품에 대한 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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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져서 쇼핑만족감이 클 수 있다(LeHew & Wes-

ley, 2007).

여행을 통한 휴식기회는 여행 후 일상생활에 활력을 준

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

다. 삶의 질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

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개인의 주관적 인지

로 평가되는데, 개인의 ‘삶의 질’과 함께 전체 사회와 관

련된 ‘사회의 질’도 포함하는 개념이다(Index of Korean

Quality of life, 2017). 그러므로 전반적 삶의 질 평가는 주

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행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여행동기를 확인하거

나 여행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탐색, 또는 여행

시장 세분화 요인과 세분시장 특성을 조사하는데 관심

을 두었다(Baker & Crompton, 2000; Choi & Ling Tsang,

2000; Jeon, 2015; Jönsson & Devonish, 2008; Kau &

Lim, 2005; Kim & Jogaratnam, 2003; Mumuni & Mans-

our, 2014; Park, 2000; Peter & Anandkumar, 2014; Swan-

son & Horridge, 2004). 최근 연구에서는 여행동기와 여

행만족도 연구 외에도 여행이 여행자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여가활동의 한

영역으로서 여행이 삶의 질, 웰빙, 행복 등에 미치는 효과

를 논의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Dolnicar et al., 2012;

Lee, 2007; McCabe & Johnson, 2013; Neal et al., 2004;

Sirgy, 2010; Uysal et al., 2012).

여러 연구들이 여가활동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설명하

였지만, 여행 중의 특정 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는 별로 없었다. 소비자들이 여행 중 쇼핑활동

에 많은 돈과 시간을 할애하는 현상을 보면, 쇼핑은 즐거

움과 행복감 등을 주는 여행 중 주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쇼핑은 여행하는 동안, 또는 여행 후 일상에서

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여

행에서의 쇼핑만족도가 여행만족도와 여행에 대한 삶의

질 및 전반적인 삶의 질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들 만족도와 삶의 질 평가내용이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다.

II. 이론적 배경

1. 삶의 질 개념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은 ‘행복(happiness)’, ‘웰

빙(well being)’ 등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지각이 높으면 개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 행복감,

만족도가 크다고 한다(Steger et al., 2006). 세계보건기구

에서는 삶의 질을 ‘문화적, 가치 시스템의 맥락에서, 그

리고 각자의 목적과 기대, 관심에 따른 개인의 삶에 대

한 위치 지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016 세계 속의 대한

민국 [2016 Korea in the world], 2016). 2016 세계 속의 대

한민국 [2016 Korea in the world](2016)에 의하면, 삶의

질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 심리상태, 독립성, 사회적 관

계, 환경적 특성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각 국가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

할 때는 개인적 역량(건강, 소득, 소비, 자산, 교육, 주거,

고용 및 임금)과 함께, 사회구성원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수준과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 정도(가족 및 공동체, 시민

활동 참여, 문화와 여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등

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삶의 질은 전반적인 삶의 질(overall quality of

life)과 특정 생활영역에서의 삶의 질(domain specific qu-

ality of life)로 나눌 수 있고, 전반적 삶의 질은 객관적 삶

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로 나눌 수 있다(Lee, 2007). 객관

적 삶의 질은 개인의 소득 수준, 국가의 GDP 등처럼 경

제적 지표로 측정되거나 건강상태, 범죄율, 환경오염도,

교육 정도처럼 사회적 지표로 수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과 결과 비교가 용이하다(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

[2016 Korea in the world], 2016). 그러나 객관적 조건은

유사하지만(예: 동일 국가 내에서 소득이 비슷한 사람들)

주관적인 행복감이 다른 경우가 있다. 또한 객관적 지표

가 차이가 있어도(예: 소득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경우) 비

슷한 주관적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객관적

조건과 행복 수준의 낮은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주

관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Lay-

ard, 2006).

주관적 삶의 질은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로 측정

된다(Lee, 2007). 인지적 평가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

족도나 욕구 충족도를 의미하는데, 삶의 만족도는 개인

이나 사회의 삶의 질을 표현하는 지표로 간주된다(Ryff

& Keyes, 1995). 정서적 평가는 삶에 대한 긍정적 정서

(행복감, 즐거움, 자부심)와 부정적 정서(슬픔, 외로움,

우울감, 화남, 불안 등) 상태를 의미하며, 두 가지 정서의

평형상태가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였다(Brad-

burn & Noll, 1969). 한편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긍정

적인 감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Pavot and Diener

(1993)는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는 서로 독립적이

지 않고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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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삶의 질은 단일 차원으로 또는 다수의 차원으

로 간주되기도 하고, 단일 차원의 경우에도 단일 문항이

나 여러 문항들로 측정되기도 하였다. McCabe and Jo-

hnson(2013)은 삶의 질을 행복감, 우울감, 만족감, 사회적

안정감, 자기 긍정감 등의 다차원으로 보고 19개의 문항

들로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 반면 Andrews and Withey

(1976)는 삶의 질을 단일 차원으로 간주하고 ‘당신의 삶

전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단일 문항에 대해

만족감의 정도를 매우 불만족-매우 만족의 8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Diener et al.(1985)은 삶의 질을 단일 차원

으로 보았지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내 삶의

조건은 매우 좋은 편이다’, ‘나의 삶에 만족한다’, ‘내 삶

에 있어서 원하던 것을 거의 다 얻었다’, ‘다시 삶을 산다

해도 지금의 삶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등의 다섯 문항

들로 측정하였다.

2. 전반적 삶의 질과 여행 삶의 질

세계보건기구는 삶의 만족도를 건강, 소득, 주거, 가

족, 고용, 사회활동, 및 여가시간과 여가지출의 8개 영

역별로 평가하였다(The WHOQOL Group, 1998). 이것

은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과 여가를 위한 비용지출이 삶

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시사한다. 삶의 질과

여행과의 관련성은 최근 관심을 받는 분야이다. 집을 떠

나는 휴가여행과 집에서 보내는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비교되지 않았지만, 일상의 여가

에 못지않게 여행도 삶의 질에 중요하다(Dolnicar et al.,

2012).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행이 삶의 질에 중

요한 요소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일부분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경우이

든 여행은 개인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인식되

었다.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인 삶의 질과 서로 다른 생활영역

에서의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삶의 질을

삶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특정 생활영역에

대한 충족감이나 행복감들과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Rejeski & Mihalko, 2001). Sirgy and Lee(2003)와

Lee(2007)는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하위 생활영역

에서의 삶의 질과의 관계를 세 가지 경우로 설명하고 있

다. 즉, 개별 영역(예: 여가생활, 가족생활, 직장생활)의 삶

의 질은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상향전이

효과), 반대로 소비자의 전반적인 정서(예: 낙천성, 행복

감)가 개별 삶의 영역에 작용할 수도 있으며(하향전이 효

과), 특정 영역(예: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이 다른 생활영

역(예: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수평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이다(수평전이 효과).

상향전이 효과를 가정한다면, 마케터들은 소비자 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소비경험을 줄 수 있는 제

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몇몇 연구

에서는 특정 소비자 제품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Grzeskowiak et al.(2006)은 집이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즐거움, 혜택, 호감, 만족감, 바람

직성을 묻는 문항들로 측정하였다. Sirgy and Lee(2003)

는 현대인의 삶에서 자동차가 가지는 중요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의복과 자아의 근

접성이 의복을 통한 삶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

는 효과를 밝힌 Jeon and Park(2008)의 연구결과는 상향

전이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여가에 대한 욕구 충족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휴식을 위한 여행은 고관여 소

비자 행동으로 개인의 성장과 자기 개발, 행복감에 크

게 기여하며, 여행경험은 다른 생활영역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Li, 2000; Richards, 1999). 즉 여행은

상향전이 효과와 더불어 수평전이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로는 개인

의 성격(예: 외향성, 정서 안정성, 성실성, 낙천성 등), 인

구통계적 변인, 문화적 변수(집단주의, 개인주의 등)가 언

급되고 있다(Lee, 2007). 또한 국가 문화나 소득 수준도

삶의 질 평가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Richards

(1999)는 국가 간 연구를 통해, 각국의 휴가지원 제도와

혜택, 그리고 국민들의 휴가기간과 휴가지출을 비교해 보

았다. 휴가기간에 여행을 많이 하는 오늘날 사회에서, 휴

가지원 및 혜택이 많은 서유럽 국가들은 여행을 사회적

권리라고 생각하는 반면, 휴가혜택이 낮고 휴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미국과 일본은 삶의 질 인식이 낮았다.

McCabe and Johnson(2013)은 여행활동이 영국 빈곤계

층에서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일반인의 삶의

질보다 낮았으나, 여행을 통해 심리적 측면과 가족생활

영역의 삶의 질 평가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여행을 통한 삶의 질 인식은 전반

적인 삶의 질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행에 따른 삶의 질 정의

를, 여행이 응답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와 여

행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으로 조작화하였다. 이러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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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삶의 질 정의는 Sirgy and Lee(2003)와 Jeon and Park

(200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3. 삶의 질과 여행만족도 및 쇼핑만족도

Neal et al.(2004)은 관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일반

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여가활

동의 한 영역인 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36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의 세 시점에서 측정되

었다. 이 연구는 관광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첫 연구였다. Nawijn(2011)의 연구에서는 여행 중

에는 관광객의 긍정적인 정서 수준(예: 즐거움, 행복감)

이 일상에서보다 네 배 정도 높게 나타났지만, 인지적 평

가인 여행만족도는 일상생활의 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여행만족도는 여행 중 삶

의 질과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이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성은 개인의 여행가치

에 따라 차이가 있다(Sirgy, 2010). 이를테면 어떤 사람

은 여행경험(experience; 휴식, 운동, 행사 참여 등)을 매

우 높게 평가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여행소비(consump-

tion; 식도락, 쇼핑 등)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즉 여

행에 따른 삶의 질은 개인이 중요시하는 여행가치와 목

적이 달성되는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Sirgy(2010)는 여행만족도가 여가영역에서는 직접적

인 정서를, 다른 영역(예: 가족생활이나 사회생활, 직장

생활)에서는 간접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고(수평전이

효과) 생애만족도와 전반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

음(상향전이 효과)을 언급하였다.

Gilbert and Abdullah(2004)는 여행참여자와 비참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인생만족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여행참

여 집단은 참여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삶의 질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의 휴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de Bloom et al.(2013)의 연구에

서는 휴가 전, 휴가 중, 휴가 후의 점수를 측정하였는데

휴가 초에는 삶의 질 평가가 높아졌으나 일상으로 복귀

하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휴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여행활동, 즉 식도락,

휴식, 낮잠 등의 수동적 여행활동은 휴가 중과 휴가 후

의 웰빙 증진에 지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쇼핑만족도와 여행만족도와의 관계

를 조사한 연구들도 있었다(De Nisco et al., 2015; Jeon,

2016; Kim & Choi, 2009; Park, 2000; Suh & Cho, 2002).

Jeon(2016)은 미국, 중국, 일본인 관광객의 쇼핑만족도와

여행만족도, 및 여행 후 행동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유의

한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Kim and Choi(2009)는 패션상

품에 대한 외국인의 쇼핑만족도가 여행만족도와 여행충

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Suh and Cho(2002)는

중국, 일본 및 영어권 여행자들의 한국 패션상품에 대

한 구매동기와 구매만족도를 살펴보았고, De Nisco et

al.(2015)의 연구결과에서는 여행지 경험이 긍정적이고

여행지 상품에 대해 호의적일수록 여행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Park(2000)은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들

의 구매행동을 조사하고 구매만족도가 여행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을 여행만족도나 여행과 관련된 삶

의 질 연구에 적용한 조사들은 많지 않다. 외국인 관광

객의 쇼핑만족도와 여행만족도를 조사한 Jeon(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쇼핑만족도는 남녀 차이가 없었으

나, 남성보다 여성의 여행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

대에서는 중년층 여행자보다 젊은 여행자의 쇼핑 및 여

행만족도 평가가 높았다. Carr(2002)는 젊은 사람들은 국

내 여행보다 해외 여행에서 더 쾌락적인 경험을 하며 쇼

핑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Mumuni and Mansour

(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 세분시장은 성

별과 연령의 측면에서 여행활동 선호도에 차이가 있었

다. 나이 든 남성 여행자는 휴식과 유적지 방문활동을

중요시하며 클럽이나 공연장을 찾는 여행활동은 좋아

하지 않았다. 반면 젊은 여성 여행자일수록 여가활동과

오락, 쇼핑활동을 선호하였다. 여행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개인의 재정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Dolnicar

et al.(2012)의 연구결과는 소득이나 직업의 중요성을 시

사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여행 시 쇼핑만족도가 여행만족도와 여행에 따른 삶

의 질,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여행 중 쇼핑만족도가 여행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쇼핑만족도와 여행만족도가 여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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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삶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인구통계적 변인(성별, 연령, 소득, 직업)

에 따른 만족도(쇼핑, 여행)와 삶의 질(여

행영역, 전반적 영역) 평가를 비교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지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설문

지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삶의 질은 Dol-

nicar et al.(2012)의 연구에 기초하여 세 문항으로 구성되

었고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

가하게 하였다. 세 문항은 삶에 대한 충족감과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지각, 그리고 인생을 즐기는 정도

등의 인지적, 정서적 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여행에 따른 삶의 질은 Sirgy and Lee(2003), Jeon and

Park(2008)가 소비자 제품에 대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을 수정하여,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여행이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와 여행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묻는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

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들 두 문항에 대한 선행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845(Sirgy & Lee, 2003)와 .818(Jeon & Park, 2008)

이었다. 쇼핑만족도와 여행만족도는 단일 문항으로 각

각 5점 척도(1=매우 낮다, 5=매우 높다)로 평가하게 하

였다(Jeon, 2016; Kim & Choi, 2009; Park, 2000). 이밖

에 성별, 연령, 소득,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정보들이 수

집되었다.

2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해외 여행경

험이 있는 응답자에 대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

문은 온라인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2016년 10월에 일주

일 동안 실행되었고, 총 546명의 자료가 통계처리에 이

용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

ble 1>에 나와 있다.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유사하게 표

집되어 남녀 각각 49%, 51%를 차지하였고 20~50대 연령

대 비율도 24~26%로 구성되었다. 월소득 면에서는 400

~600만 원이 가장 많았고(약 33%), 200~400만 원(약 25%),

600~800만 원(22%)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44%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부/무직(약 14%), 전문기

술직(약 13%), 학생(약 11%)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에는 삶의 질 문항들의 내적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해 요인분석이 실시되었고, 연구문제 1과 2의 내

용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문제 3에

서 제시된 인구통계적 변인들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t-test, Duncan test 등이

실행되었다. 통계처리에는 SPSS package version 21.0

(SPSS Inc., Chicago, IL, USA)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삶의 질 변인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

해외 여행영역의 삶의 질 구성 문항과 전반적인 삶의

질 구성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에 나와 있다. 해외 여행에

서의 삶의 질은 ‘해외 여행이 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

여한다’와 ‘해외 여행은 내 인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두 문항에 의한 해외 여

행 삶의 질 변인의 설명능력은 86.87%이고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85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삶의 질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 Group Frequency (%)

Gender
Man 269 (049.3)

Woman 277 (050.7)

Age

20's 133 (024.4)

30's 139 (025.5)

40's 133 (024.4)

50's 141 (025.8)

Monthly

income

(10 thousand

won)

Less than 200  24 (004.4)

200-400 134 (024.5)

400-600 178 (032.6)

600-800 120 (022.0)

800-1000  45 (008.2)

Over 1000  45 (008.2)

Occupation

Office worker 240 (044.0)

Service / sales person  24 (004.4)

Professional Engineer  69 (012.6)

Professional  37 (006.8)

Self employer  41 (007.5)

Student  58 (010.6)

Unemployed /

housekeeper
 76 (013.9)

Others  1 (000.2)

Total 5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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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은 세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나는 의미 있고 충실

한 삶을 살고 있다’,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었으나

대체로 내 인생에 만족한다’, ‘나는 매우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의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이들 세 문항의 삶

의 질 설명능력은 74.81%로 나타났고 문항들의 내적 신

뢰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Cronbach's α=.83). 그러

므로 이들 문항으로 측정한 삶의 질 변인들은 내적 일관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쇼핑만족도와 여행만족도가 여행 및 전반적 삶

의 질에 대한 영향분석

해외 여행 중에 이루어진 쇼핑에 대한 만족도가 여행

만족도 및 삶의 질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의하면, 쇼핑만족도는 여행만족도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며 여행에 따른 삶의 질에도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01에서 유의). 또

한 쇼핑만족도가 여행만족도와 여행영역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정도는 각각 28%와 16%로, 쇼핑활동은 여행

만족도와 여행 관련 삶의 질 평가에 중요한 비중을 차

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행 중 소비활

동에 대한 만족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함

으로서 여행만족감을 높여준다는 Sirgy(2010)의 주장

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내용은 여행 중 쇼핑만족도와 여

행만족도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들(De Nisco et al.,

2015; Jeon, 2016; Kim & Choi, 2009; Park, 2000)의 결

과와 유사하다.

여행만족도는 여행에 따른 삶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각각 p

<.001에서 유의), 설명능력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여행

만족도는 여행영역의 삶의 질을 상당 부분 설명하지만

(Adj. R
2
=27%), 전반적인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정도는 상

대적으로 낮았다(Adj. R
2
=8%). 한편 해외 여행에 따른 삶

의 질은 일상 전반에서 느끼는 삶의 질 평가에 유의한 영

향을 주고 있으며(p<.001), 그 설명력은 10% 정도로 확

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정 생활영역의 삶의 질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향전이 가설을

지지한다(Lee, 2007; Li, 2000; McCabe & Johnson, 2013;

Neal et al., 2004). 또한 인지적 평가(여행만족감)는 정서

Table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on quality of life variables

Variabl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Quality of life for

overseas travel

Overseas travels contribute my quality of life .93
2.32 86.87 .85

Overseas travels tend to affect my life .93

Quality of life in

everyday life

I live in fully meaningful life .89

2.27 74.81 .83
I am satisfied with my life, although it was sometimes

good and sometimes bad
.88

I enjoy very high quality of life .83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shopping satisfaction and travel satisfaction on QOL for overseas tra-

vel and QOL in everyday life

Regression

equa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Adj. R

2
F

1 Shopping satisfaction Travel satisfaction .54 14.80*** .29 219.01

2 Shopping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for

overseas travel
.40 10.17*** .16 103.50

3 Travel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for

overseas travel
.52 14.25*** .27 203.05

4 Travel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in

everyday life
.29 07.16*** .08 051.30

5
Quality of life for

overseas travel

Quality of life in

everyday life
.32 07.91*** .10 062.6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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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삶을 즐긴다는 느낌)와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Pavot and Diener(1993)의 주장과 일관성이 있다.

<Table 3>에 기초하여 쇼핑만족도와 여행만족도, 해외

여행영역의 삶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질 관계를 도식적

으로 요약하면 <Fig. 1>과 같다. <Fig. 1>에 의하면 쇼핑

만족도는 여행만족도와 여행을 통한 삶의 질에 직접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여행만족도 변인 역시 여행

영역의 삶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행영역의 삶의 질 평가는 전

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쇼핑만족도가 여행만족도와 여

행 삶의 질을 매개로 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은 조사하지 않았다.

3.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른 쇼핑 및 여행만족도, 여

행 및 전반적 삶의 질 비교

쇼핑만족도와 여행만족도, 해외 여행영역의 삶의 질

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에 나와

있다. 쇼핑만족도와 여행만족도, 여행에 따른 삶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질 평가는 5점 척도로 이루어졌는데, 네

변인 모두에 대해 응답자들은 3.00 이상의 긍정적인 점

수를 보여주었다. 특히 여행만족도나 여행에 따른 삶의

질은 각각 3.84와 4.02의 높은 평균을 나타내어, 해외 여

행이 삶의 여러 영역 중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 주요

부문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쇼핑만족도에서는 남녀 차이가 있으나 여

행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여행 중 쇼핑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

하게 높았다(p<.05). 이와 같은 결과는, 쇼핑활동은 남성

여행자보다 여성 여행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삶의 질 평가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여행 관련 삶의 질을 높이 지각하였지만(p<.001) 일상적

인 삶의 질 평가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여행이 삶에 미치는 기여도와 영

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젊을수록 쇼핑만족도와 여행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각각 p<.01, p<.05) 여행

에 따른 삶의 질이나 전반적인 삶의 질에서는 연령에 따

른 차이가 없었다. 소득 수준에서는, 중상위(월소득 800

~1000만 원) 집단은 다른 소득 집단들보다 여행만족도

가 유의하게 높았다(p<.05). 또한 전반적인 삶의 질 평가

에서도 월소득 800~1000만 원인 경우 가장 점수가 높았

고 그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600~800만 원 집단 순으로

나타났고, 600만 원 이하의 소득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삶의 질은 소득

과 같은 물질적 자원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지한

다(Lee, 2007; Richards, 1999; Sirgy, 2010).

직업에 따른 쇼핑만족도는 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은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으며,

서비스/판매직 여행자들은 쇼핑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p<.01). 여행만족도 평가에서는 쇼핑만

족도와 유사하게 학생 여행자들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서비스/판매직 여행자들에게서 유의하게 낮았다(p<.05).

학생 집단의 쇼핑만족도와 여행만족도가 높은 것은 연

령 요인과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생 신분인 젊은

여행자들은 해외 여행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므

로 여행지 환경과 현지 상품들을 새롭고 독특한 자극으

로 더 크게 지각할 수 있다. 학생들은 쇼핑과 여행비용 대

비 여행혜택(예: 여행환경, 관광쇼핑)을 높은 평가하게 되

며 이에 따라 여행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Fig. 1. The effect of shopping satisfaction on travel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for overseas travel, and quality of

life in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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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행 관련 삶의 질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없이 모든 집단에서 평균(3.00) 이상으로 높게 평가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삶의 질 평가는 서비스/판매직

집단에서 다른 집단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p<.05).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들의 낮은 삶의 질

은 대인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낮은 보상, 직업적 자

부심 부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Choi, 2003).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여행과 여행 중 쇼핑이 여행 삶의 질

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여행 중 쇼핑

만족도는 여행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나라 해외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쇼핑은 숙박 및 항공비

용 다음으로 높은 지출 부문이 될 만큼 여행에서 중요한

활동이다(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16). 그

러므로 쇼핑만족도 평가는 여행 전반에 대한 평가에 영

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본다(Adj. R
2
=29%). 후속연구

에서는 쇼핑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상품

유형(예: 패션상품, 식품류)이나 상품속성(예: 디자인, 브

랜드, 상대적 가격 등), 구매장소 유형과 속성별로 확인

Table 4. Comparison of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QOL) variables based on demographics

Variables Group (N)

Shopping

satisfaction

( =3.52)

Overseas travel

satisfaction

( =3.84)

QOL of overseas

travel

( =4.02)

QOL in

everyday life

( =3.54)

Gender

Women (277) 3.58 3.84 4.13 3.52

Men (269) 3.46 3.83 3.91 3.57

t 0.20* 0.34 3.87*** 0.89

Age

20's (133) 3.70
c

3.98
b

4.11 3.53

30's (139) 3.55
bc

3.84
ab

3.99 3.60

40's (133) 3.50
ab

3.74
a

3.99 3.50

50's (141) 3.35
ab

3.79
a

4.00 3.56

F 5.36** 3.31* 1.12 0.58

Income

(10 thousand

won)

Less than 200 (24) 3.58 3.88
a

4.13 3.39
a

200-400 (134) 3.52 3.84
a

3.97 3.43
a

400-600 (178) 3.52 3.80
a

4.01 3.50
a

600-800 (120) 3.45 3.74
a

4.02 3.54
ab

800-1000 (45) 3.80 4.16
b

4.29 3.96
c

Over 1000 (45) 3.42 3.87
a

3.29 3.76
bc

F 1.75 2.75* 2.10 6.08***

Occupation

Office worker (240) 3.55
bc

3.85
ab

3.98 3.57
b

Service / salesperson (24) 3.17
a

3.71
a

3.85 3.03
a

Technical engineer (69) 3.59
bc

3.86
ab

4.20 3.58
b

Professionals (37) 3.54
bc

3.76
a

3.95 3.61
b

Self-employed (41) 3.32
ab

3.61
a

3.90 3.61
b

Student (58) 3.79
c

4.05
b

4.10 3.49
b

Unemployed /

 house keeper (76)
3.38

ab
3.78

ab
4.09 3.57

b

F 3.56** 2.24* 1.89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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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results: a<b<c<d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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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쇼핑만족도 요인조사는 본 연구모델의

틀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됨은 물론 관광유통업체의 마케

팅 전략 수립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행쇼핑과 여행활동은 여행자의 총체적인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여행이라는 특정 생활영역에서의 인지적 정서적 상태가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로 상향전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실증적 자료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치관이

나 쇼핑성향이 여행 쇼핑활동 및 여행만족도에 미치는

하향전이 효과를 조사함으로서, 본 연구의 상향전이 효

과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마다 삶의 영역에 대한

중요도나 생활경험에 부여하는 가치 정도가 다르기 때

문에, 개인적 가치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조건에 영향을 줄 것이다(Sirgy, 2010).

이 경우 소비자의 전반적인 가치와 정서가 개별 삶의 영

역에 작용한다는 하향전이 가설이 검증될 수 있다.

셋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쇼핑만족도와 여행만

족도, 여행영역의 삶의 질 인식은 쇼핑에 의미를 부여

하는 집단(여성, 젊은층, 고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

다. 인구통계적 요인들이 여행과 삶의 질 인식에 영향

을 준다는 결과는 다른 연구들(Carr, 2002; Jeon, 2016;

Mumuni & Mansour, 2014)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행 중 쇼핑과 여행에 대한 가치가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부 인구통계적 요인들은 여행시장을 세분할 때 유용

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소매업

체들은 특히 고소득층 여행자들이나 젊은 여성 여행자

들의 쇼핑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고안해

야 한다. 이를테면 트렌디한 디자인의 패션상품을 SNS

나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며 가격할인이나 사은

품 증정 등의 판매촉진 방법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만족

경험을 높일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삶의 질을 여행이 끝난 시점

에서만 측정한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여행 전과 여행 후에 각각 실시하여 여행과 쇼핑

활동의 기여도를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

가 다양한 여행지 활동들(예: 관광, 휴식, 식도락)에 대

한 만족도가 여행만족도 및 여행을 통한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함께 조사함으로서 쇼핑활동의 기여도와 비

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쇼핑만족도가 전반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여행만족도와 여행 삶의 질 변인의 매개

효과와 더불어 검증을 하면 <Fig. 1>의 모형을 정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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