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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recent increase in the use of smart phon
es has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for
m of shopping activities of tourists and
this is also seen through the duty free
shopping. Rather than using off-line dut
y free shops in a busy schedule, purcha
ses of duty-free items in advance through
the e-business environment and pick-up
shopped items before departure are incr
easing. In the low growth of existing distr
ibution channels such as large discount
stores and department stores, duty-free
consumption, which has emerged as a
new consumption trend, is expected to
have a greater effect on the transfer of
new distribution channels. This year, the
steep recovery in the domestic duty-free
shop led to a recovery in retail sales.
This is because consumption trends are
focused on online duty-free shops that
are based on conservative and reasona
ble consumption rather than department
stores and discount stores that are based
on active consumption. It is expected th
at the transfer effect of the distribution
channels to consumption trends through
online duty-free shops, which incorporate
e-business services, will be more increa
sed in the fu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quality of e-business marketing se
rvices of duty-free shops on the brand
image and customer satisfaction of duty
-free shops and to suggest measures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
ss of duty – free companies through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pur
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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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최근 국제비즈니스의 형태 중 관광의 접목을 통해 자국의 무역수
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관광객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관광객을 통한
비즈니스 지원 및 관심이 병행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방한 기간
중 쇼핑과 관광에 대한 일정이 각각 69.9%,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쇼핑활동에 대한 시간 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즉
방한 관광객들에게 쇼핑활동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관광객들에게서 공항이나 길에서 자주 눈에 띄는 모습 중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를 활용하여 웹서핑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풍조는 쇼핑활동의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면세
점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다. 바쁜 관광일정 속에서 면세품을 오프라
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모습이 e-비즈니스 환경속에서 미리 면세품을
구매하고 출국 전 면세점에서 찾아가는 구매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2016. 11)에 따르면 2015년 소매판매 중 e-비즈니스
를 통한 거래 비중은 약 15%(54조원)이며, 2016년 e-비즈니스를 통한
쇼핑거래 규모는 이보다 22% 성장한 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터넷이 보급된지 15년이 흐르는 동안 e-비즈니스를 통한 쇼핑
거래는 약 20배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8년 국내 e-비즈니스
쇼핑거래는 100조원에 도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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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존의 유통 채널인 대형할인점, 백화점
의 저성장 속에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른 면
세점 소비가 신규 유통채널도 이전되는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내 면세점의 가파른
회복은 소매판매의 회복을 이끌었으며, 이 배경 속
에는 적극적 소비기반의 백화점, 할인점 보다는 보
수적이고 합리적인 소비기반의 온라인 면세점에 소
비트렌드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e-비즈니스 서비스가 접목된 온라인 면세점
을 통한 소비 트렌드로의 유통채널 이전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짐작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면세점
기업의 e-비즈니스 마케팅 서비스 품질이 면세점 기
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밝
혀내고, 구매의도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향후 면세점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Literature review
1. Features of Offline Duty-Free
Companies
1) Consumer transactions in offline
duty-free companies

면세점은 수입된 해외 브랜드상품을 관세 및 유
통과정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해진 공간에서 소
비를 목적으로 판매가 운용되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면세점의 정해진 공간은 주로 공항, 항만, 도심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해 입출국을 하는 내외국인
등을 대상에게 일반 소비재와 동일한 제품을 저가의
형태로 공급되어진 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면세점의
소비활동은 외화의 획득을 높여주고 유출을 감소하
는 기능이 있어 정책적으로 보호되고 국가의 제도적
인 지원을 받아 육성시켜야 하는 산업이다.
멘세점의 면세형태는 형태에 따라 관광기념품 및
기지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형태와 보
세판매장과 같이 관세를 면세해주는 형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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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Duty free shop according to tax
exemption type
구 분

관광기념품판매장
기지촌 면세점
보세판매장
외국인전용 판매장

출처 : 연구자 구성

면세형태

부가가치 면세
관세를 면세
특별소비세 면세

전용 판매 및 소비가 가능한 특별소비세 면세 구역
으로 구분된다.
2) Functions of Offline duty free
companies

면세점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점포의 확장을 금지하고 그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이용하는 공간적 제약이 있다. 그리
고 관세법상 특허가 가능한 장소와 지역이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비재를 판매하여 외
화획득을 통한 무역수지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국제비스니스의 형태 중 관광 및 수출산업
과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분야이다.
넷째, 앞서 언급한 기능으로 인해 면세상품의 반
입/보관/반출 등의 취급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
고 있으며, 때문에 반드시 면세를 이용하는 내외국
인은 여권과 항공의 제시가 필수조건이다.
2.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online Duty-Free Companies
1) Consumer transactions in online
duty-free companies

온라인 면세점은 인터넷 기반의 가상공간에서 면
세의 소비거래가 e-비즈니스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 면세점 기업이 e-비즈니스의 마케팅 일
환으로 구축한 웹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면세점의 소비형태를 옮겨놓은 것으로써 면세
물품의 쇼핑, 주문, 결재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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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지정한 날짜에 구매물품을 수령하게 된다.
김성현(2001)은 온라인 면세점을 인터넷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형태의 쇼핑몰이라고 정의하였다.
황재희(2013)은 온라인 면세점을 국가와 국가간
이동을 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출국을 하기 한
달 전부터 출국시각 기준으로 5시간 동안 이용한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
2) Functions of Online duty free companies

온라인 면세점이 오프라인 면세점과 가장 큰 차
이를 보이는 기능은 시간이나 공간에 따른 제약 없
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원하는 면세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 이
벤트를 접목시켜 타깃마케팅을 할 수 있으며, 누구
나가 쉽게 접근하여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추가할인 등을 통해 구매자들
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며, 적립금 등의 혜택을 통해
재방문 고객을 넓히는 마케팅까지 실시되고 있다.

2) Characteristics of e-business
marketing service quality

오양우(2010)는 온라인 웹사이트의 환경에 적합
한 서비스 품질의 특징을 SERVQUAL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WebQual은 선행연구의 이론에 따라 도구개
발을 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 의해 모든 문항이 이
론적인 가반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WebQual은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잡힌 연구
를 위해 정보시스템, 마케팅, 상호작용 등의 관점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넷째, WebQual은 기존 경영운영기법, SERVQUAL,
품질기능전개 등 측정도구의 장점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WebQual은 온라인 웹 사이트의 가장 일
반적 활용 도구로써 다양한 분야의 웹 사이트 평가
에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Wolfinbarger& Gily(2002)는 온라인을 통한 서비
스 품질규명을 위해 웹사이트의 다자인과 안전성,
신뢰성, 고객서비스의 4가지 카테고리의 구성과 총
14개의 문항으로 .comQ 하는 측정도구를 제시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서비스 품질방안을 제시하였다.

3.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e-business marketing service
quality

3.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Brand image

1) Concept of e-business marketing

1) Concept of brand image

service quality

서비스 마케팅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는 마케팅 서
비스품질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매
우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며, 특히 시대적 외부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
기리는 어렵다. 오양우(2010)는 마케팅 서비스의 개념
은 주관적 요서이자 추상적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Parasuraman
etal(2005)는 e-비즈니스 형태에서 효율적 쇼핑을 통한
구매와 배송을 촉진하는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ISSN 1229-9936 (Print), ISSN 2466-1716 (Online)

Moomanetal(1993)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구매자
가 원하는 욕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연결되
며 상대에게 거래의존을 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Hosmer(1995)는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상품제공
자에게 의존적이거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
황에서 행동의사결정을 할 경우 낙관적 행동으로 연
결되는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2) Characteristics of brand image

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상품 제
공자와 상품 수요자 간의 행동결과를 구분하여 모델
Mayeretal.(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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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브랜드 이미지의 긍정
적 요인으로 성실성, 호의, 능력을 제시하였다.
Whiteneretal.(1998)은 행동의 성실성/일치성, 통제
의 공유/위임, 관심표명, 의사소통을 신뢰의 지각 선
행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며, Lance A. Betencourt(1997)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의 자발적인 추가 행위를 구매의도로 정의하였다.

4.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Customer Satisfaction

본 연구의 가설을 위해 인터넷 면제점의 e-서비스
마케팅을 독립변수로 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모형을 정립
하고자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1) Concept of customer satisfaction

만족이란 행위에 대한 결과로 욕구가 채워진 경
우를 의미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결과로 느껴지
는 긍정적 상태를 의미한다. 장형유, 정기한(2005)은
선행연구에서 만족 과정의 관점과 결과의 관점에 따
라 그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TseandWilton(1988)은 고객만족은 제공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원활히 수행되었는지 또는 목적에 적합한지
에 대한 구매자의 의식적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2) Characteristics of Customer
Satisfaction

는 고객만족이 이루어질 경우 재
구매가 이루어지며, 고객의 충성도 또한 높아진다고
하였다. Mackenzieand Olshavsky(1996)는 제품이나 서
비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 결과가 유발되는 정서
적 반응을 연구하여 고객만족의 특성을 정의하였다.
Oliver(1980,1981)

5.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purchase intention

소비자들은 서비스나 제품구매에 대한 평가를 하
게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소비이후 만족이나 불만족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며,
이는 곧 또다른 경제적 활동인 재구매나 사회적 활
동인 구전효과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Wiliam Boulding(1993)은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요인으로 소비자의 미래특정 행동에
대한 사전적 의지와 신념을 구매의도로 정의하였으
24

Ⅲ. Hypotheses development
and Research model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Wolfinbarger& Gilly(2002), 오양은
(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면세점의 e-비즈
니스 서비스 마케팅의 품질을 유용성, 편리성, 편의
성, 실행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였다.
온라인 인터넷면세점의 e-비즈니스 서비스 마케
팅이 면세점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만족에 긍
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으며,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만족의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일 주는 요인으
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Figure 3-1>와 같은 온라인
면세점 기업의 e-비즈니스 서비스마케팅과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만족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Definition of variables and
research hypotheses

본 연구는 앞서 제사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이 5가지의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온라인 면세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1) e-business service marketing and
brand image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면세점의 e-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유용성, 편리성, 편의성, 실행
성, 보안성의 다섯 가지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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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A Study on e-Business Service Marketing, Brand Image and Customer Satisfaction of
Online Duty Free Companies

2) e-business service marketing and
customer satisfaction

김본수(2010)는 온라인 e-비즈니스 마케팅 서비스
품질이 효율성, 개인정보, 주문에 대한 이행성이 고
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3) Brand image and customer satisfaction

감화준(2010)은 온라인 쇼핑몰의 브랜드 이미지
가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검
증하였다.
4) Brand image and purchase intention

박상철, 이원준, 김종욱(2004)은 제품이나 제공된
서비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이미지로 총체적
인 평가를 이루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동결과는 재
구매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요소로 보았다. 연구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만족 및
구매의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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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ustomer Satisfaction and Purchase
Intention
Garbarino(2000)는 제공된 서비스 품질에 의해 고객
만족과 구매의도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 냈다.
앞선 연구모형과 변수의 정의를 통해 다음과 같
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면세점 기업의 e-비즈니스 서비스 마케팅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면세점 기업의 e-비즈니스 서비스 마케팅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브랜드이미지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브랜드이미지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고객만족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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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earch Methodology

2. 분석방법

1. Composition of sample

본 연구는 2016년 6월 1일 부터 6월 20일 까지
약 20일간 온라인 면세점의 e-비즈니스 마케팅 이용
경험이 있는 모집단을 선정하고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의 추출절차는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여 250명을 표집 하였다. 불성실한 자료에 대한 극단
치 17부를 적용하고 최종 분석을 위해 활용된 사례
는 233명이다.

본 연구는 가설 및 연구모형을 검증을 위해 분석
도구로 AMOS 18.0와 SPSS 19.0 for Windows을 이용
하며 빈도북석, 요인분석, 신뢰도검정, 상관분석, 구
조방정식 등을 활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인 표본에 대한 인구 통계
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Cronbach'α 값을 이용하여 신뢰성 검정 및
탐색적 요인을 분석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변수간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1> e-business service marketing metrics
Variable

유용성
편리성
편의성
실행성
보안성

접근성
이동성
간편성
신속성
구매성
정보성
검색연결성
구매연결성
신속한 배송
정확한 배송
주문변경/취소
구매확정
정보공유
정보보호

Metrics

원하는 정보를 찾을 쉽게 수 있다.
사이트의 페이지간 이동이 편리하다.
사이트의 구성이 간편하다.
정보의 접근이 신속하다.
결제가 편리하다.
정보의 구성이 편리하다.
사이트 이용 중 버퍼링이 없다.
사이트의 이용 중 오류가 없다.
출국 날짜에 물건 수령이 가능하다.
면세점에서 물건수령이 정확하다.
구매물건에 대한 변경/취소가 용이하다.
구매 후 사후관리가 철저하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가 보안된다.

Literature review

Wolfinbarger& Gilly(2002),
오양우(2010)

<Table 4-2> Metrics of other variables
Variable

Metrics

면세점 브랜드 이미지로 물품을 신뢰할 수 있다.
브랜드 신뢰성
면세점 브랜드 이미지로 거래를 믿을 수 있다.
이미지 안정성
연결성 면세점 브랜드 이미지로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
온라인 면세점 구매를 만족한다.
고객 구매만족
만족 구매확정 온라인 면세점 구매결정이 현명하게 생각된다.
다른 사람에게 이용 면세점을 적극 추천한다.
구매 추천
의도 재구매
이용한 온라인 면세점을 다시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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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review

Hosmer(1995)
Mackenzieand
Olshavsky(1996)
Zeithamletal(1996) 최유진
(2011)

셋째, 측정 모형과 이론 모형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구조방정식(SEM)을 이용하였다.
Ⅴ. Empirical Analysis
1. Validity of Variables

다음 <Table 5-1>은 온라인 면세점 e-비즈니스 서

비스 마케팅 측정항목인 유용성, 편리성, 실행성, 보
안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이다. KMO(Kaiser-Me
yer- Okli) 측도는 변수 간 상관관계가 기타 변수에
설명력을 나타내며 0.50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판
단한다. 본 연구의 KMO 값은 0.619이며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
석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는
1107.384이며, 유의 확률은 .000으로 귀무가설이 기

<Table 4-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Division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유무
직업
호텔
이용
횟수
월수입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고졸
전문대졸
4년대졸
대학원 이상
미혼
기혼
자영업
판매.서비스
사무.기술직
경영.관리
전문.자유직
가정주부
학생
연간 1-3회
연간 4-6회
연간 7회이상
100만원미만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이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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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N)

103
130
55
83
65
30
26
72
95
40
118
115
22
37
43
35
45
25
23
147
56
30
17
25
65
71
35
20
233

Percentage(%)

44.2
55.8
23.6
35.6
27.9
12.9
11.2
30.9
40.8
17.2
50.6
49.4
9.4
15.9
18.5
15.0
19.3
10.7
9.9
63.1
24.0
12.9
7.3
10.7
27.9
30.5
15.0
8.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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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었다. 따라서 요인분석의 사용은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유의확률(양쪽)<0.05 이면 상관관계가 있으며, 본
연구의 상관계수는 +0.1이며, 약한 양적 선형관계인
+0.1과 +0.3 사이 이므로 양적 선형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구조방정식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 구성개념 간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는 <Figure 5-2>과 같으며, 가
설검증결과 경로분석은 <Figure 5-1>과 같다.
H1 면세점 기업의 e-비즈니스 서비스 마케팅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 면세점 기업의 e-비즈니스 서비스
마케팅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estimate=

로 유의한 결과 값을 가지며 H1
은 채택되었다.
즉, 면세점 기업은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e-비즈
니스 서비스 마케팅 활동을 통해 면세점 기업의 브
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구매의도의 연결성을 높여
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96, C.R.= 5.21***)

H2 면세점 기업의 e-비즈니스 서비스 마케팅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

석결과 면세점 기업의 e-비즈니스 서비스 마케팅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은(estimate=-5.41, C.R.=0.313)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비즈니스 마케팅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하이라 서비스 마케팅만으로는 고객
만족의 평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Table 5-1> Online duty-free e-business service marketing validity analysis result
Factor

실행성
유용성
편의성
보안성
편리성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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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actor loadings

신속한 배송
0.826
주문변경/취소
0.757
정확한배송
0.712
구매확정
0.708
이동성
0.814
접근성
0.803
신속성
0.615
간편성
0.507
구매연결성
0.079
검색연결성
0.057
정보보호
0.115
정보공유
0.169
정보성
0.079
구매성
0.165
KMO(Kaiser-Meyer-Oklin)
Bartlett 구형성검정치
유의확률

Eigenvalue

Cumilative
proportion(%)

2.438

17.707

2.165

33.924

1.817

46.857

1.679

58.043

1.553

6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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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1107.384
0.000

<Table 5-2>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1

상관계수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1

1. 실행성
2. 유용성
3. 편의성
4. 보안성
5. 실행성
주)*P<0.05,***P<0.001

.191
***
.004
***
.197
***
.003
***
.301
***
.000
***
.317
***
.000

2

3

4

5

1
.174
***
.005
***
.180
***
.007
***
.397
***
.000

1
.302
***
.000
***
.259
***
.000

1
.261
***
.000

<Figure 5-1>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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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브랜드이미지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결과 브랜드이미지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estimate=6.796, C.R.=
0.321)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세점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 구축활동에만
집중할 경우에 이는 반드시 고객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브랜드이미지
와 고객만족의 관계가 중요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만으로 고객만족의 평가가 형
성되지 않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즉, 온라인 면세
점의 서비스품질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
로 형성하고 이를 통한 평가로 온라인 면세점의 구
매의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H4. 브랜드이미지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결과 브랜드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estimate=0.652, C.R.=
4.152***)로 채택되었다.
즉 온라인 면세점의 브랜드 이미지는 경제적 행
동인 구매의도나 사회적 행동인 구전활동으로 연결
됨을 알 수 있다.
H5. 고객만족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결과 고객만족이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estimate=0.217, C.R.=1.572)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만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만족만으로는 구매의도
의 평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가설의 검정결과는 다음 <Table 5-2>와 같다.
Ⅵ. Conclusion and Implications

본 연구에서는 면세점 기업의 e-비즈니스 마케팅
서비스 품질이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경
로분석을 진행하고 각 요인관계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면세점의 e-비즈니스 마케팅 서비
스 품질개선 및 신규 전략 수립시 적용 가능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및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점 기업의 e-비즈니스 서비스 마케팅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주는 으로 나타났다.
둘째, 면세점 기업의 e-비즈니스 서비스 마케팅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브랜드 이미지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책된 가설인 e-비즈니스 서비스 품질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 이미지와

<Table 5-2> Hypothesis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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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path
coefficient

H1
H2
H3
H4
H5

1.096
-5.41
6.796
0.652
0.217

Non-standar
dized path
coefficient

0.952
-8.97
10.21
0.571
0.153

Standard
error

C.R.

Verification
Result

0.213
22.41
19.21
0.16
0.213

5.21***
-0.313
0.321
4.152***
1.572

채택
기각
기각
채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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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중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더 큰 영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면세점의 e-비즈니스 서비
스 마케팅 품질이 브랜드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
며, 브랜드이미지가 구매의도로 연결됨을 통계를 통
해 검증하였다. 이는 온라인 면세점의 경제적 행동
인 재구매 활동과 사회적 행동인 구전마케팅을 활발
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e-비즈니스 서비스 품질을 높
여 마케팅을 실시해야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브랜드이미지와 고객만족의 관계와 고객만족
에 따른 구매의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랜드이미지와 고객만족의 관계가 중요치 않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만으로 고객만
족의 평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즉, 온라인 면세점의 서비스품질을 통한 브랜드 이미
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이를 통한 평가로 온라인
면세점의 구매의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 고객유치와 재방문을 통한 충성고객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
질 개선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발을 통해 면세점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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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면세점 기업의 e-비즈니스 마케팅 서비스 품질이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기홍*․변승혁**․이수희***
1)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최근 스마트폰의 활용증가는 관광객의 쇼핑활동의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면세점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다. 바쁜 관광일정 속에서 면세품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모습이
e-비즈니스 환경속에서 미리 면세품을 구매하고 출국 전 면세점에서 찾아가는 구매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유통 채널인 대형할인점, 백화점의 저성장 속에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른 면세점 소비가 신규
유통채널도 이전되는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내 면세점의 가파른 회복은 소매판매의 회복을
이끌었으며, 이 배경 속에는 적극적 소비기반의 백화점, 할인점 보다는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소비기반의
온라인 면세점에 소비트렌드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e-비즈니스 서비스가 접목된 온라인 면세점을 통한 소비 트렌드로의 유통채널 이전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짐작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면세점 기업의 e-비즈니스 마케팅 서비스 품질이 면세점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 구매의도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향후 면세점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면세점, e-비즈니스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브랜드 이미지, 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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