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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which influence impulsive buying at duty-free shops. This
involved an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types of purchased items, and the
situational and emotional factors affecting impulsive purchasing behaviour in consumers, who had bought items from
duty free shops in the past three yea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while beverage and cosmetic items were
found to encourage impulse buying, in general demographic variables and type of product had only a slight
influence. Secondly, the situational factors of price benefits, overseas luxury branding, and ease of access in the duty
free shopping area all had a definite positive influence. Thirdly, with regard to emotional factors, positive emotion
was found to have strong augmenting effect on impulsive purchasing. The findings can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to prevent impulsive purchasing and promote sensible consumer behavi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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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민의 권익향상과 소득증대로 등장한 여행은 1980년대

후반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여행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

되며 오늘날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정착되고

있다(박명희외, 2006). 2008년국내해외여행자수는 1,199

만명을넘어서면서10년전과비교할때약2.8배증가한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09). 이는 해외여행자

유화시작과함께경제발전및원화가치상승, 주 5일근무제

도입으로인한국민여가시간의증가그리고개개인의자기

개발욕구증가로인해나타나는현상이라볼수있다(한국관

광공사, 2009).

해외여행 중 소비자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적극적

으로 여행에 즐거움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 소비자들

이즐기는활동의하나가쇼핑이다(김상희, 2004). 해외여행

중 소비자의 65.5%가 쇼핑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관광공사, 2009) 실제로쇼핑은여행의주된일부분으

로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Timoth & Butler, 1995). 여행중쇼핑이추구하는목적내

지개념자체는인간의정신적위안을얻거나쾌락적동기를

추구하는여가의개념으로볼수있으며, 쇼핑은본질적으로

돈의지출을내포하고있어여행이일반화된사회에서중요

한 경제적 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김사헌, 2001;

이강욱, 류광훈, 1999).

소비자들이 여행 중 쇼핑을 하는 첫 번째 장소이자 마지

막장소는면세점이다(Chuck & Dexter, 1997). 해외여행에

서쇼핑을하는장소의 81.8%가면세점으로가장높게나타

났으며, 그중에서도 국내 면세점이 46.2%, 외국 면세점이

35.6%로국내면세점의이용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한

국관광공사, 2007). 국내면세점의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내

국인 소비자의 비중이 1999년 35.4%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 12월 말 기준 8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희

은, 2009). 해외여행이보편화됨으로써면세점이하나의쇼

핑공간으로자리잡게된것이다.

쇼핑공간으로써면세점은여행이라는측면과결합되면서

일반적쇼핑공간과는다른특징을드러내는데, 그하나는상

황적인 특수성이며, 다른 하나는 구매 시 긍정적 상태에 놓

여져있는소비자의감정상태라고볼수있다(황희중, 김보

경, 2008; Darden & Reynolds, 1971). 우선상황적특수성에

대해살펴보면, 첫번째특징으로면세점은일반적쇼핑공간

과 다른 쇼핑상황을 가진다는 점이다. 면세점은 해외여행자

라는 자격요건이 부여되어야만 구매가 가능하며 시내면세

점, 공항면세점, 기내면세점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여행에

가기 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구매한제품은실제공항에서만수령할수있다는특수

한쇼핑상황을가지고있다. 두 번째특징은, 면세점의상품

구성이대부분해외명품브랜드로구성되어있다는점이다.

관세청에서 조사한 2007년 면세점의 수입·국산품 판매현

황에따르면, 수입품의판매비중이90%를넘는것으로나타

났다. 김난도(2007)는 국내면세점이특산품보다해외 유명

브랜드로 구성되어있으며, 여행의 기회를 빌어 명품을 쇼핑

하려는 목적으로 면세점을 이용한다고 언급하 다. 이는 면

세점이해외명품브랜드의구매공간으로이용되고있음을보

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은 면세라는 가격적 편익

요소를 부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면세점은 수입품에 부과

되는관세와기타내국세가면제되어판매하도록지정된장

소로, 소비자는 상품 구매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고가의

명품브랜드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윤선민,

2008).

면세점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면세점에 존재하는 소비자

들의 감정 상태를 들 수 있다. 여행은 소외된 노동의 보상,

지겨운 일상의 탈출, 새로운 경험의 상징을 얻으려는 욕구

(박명희외, 2006)를충족시키기위한것으로여행중소비자

들은 일상적인 상태보다 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심리상태

에노출되어있으며, 기대감과흥분, 들뜸과같은감정상태

에 놓여지게 된다. 이러한 감정적 상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추구

하도록하는데, 그중하나가바로여행중이루어지는쇼핑

이다. 소비자는 새로움의 소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및

감각적자극을위한오락으로쇼핑을하면서일상의스트레

스를 탈피하고자 하고, 쇼핑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

(김은 , 2002; Kwon & Workman, 1996).

이와 같이 구매하기에 좋은 공간적·제품적·가격적 여

건을 제공해주는 면세점의 상황적 특수성과 면세점내 소비

자들의긍정적인감정상태는여행중소비자들의즐거움을

배가 시켜주기도 하지만 구매활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충동구매를 일으키게 한다. 한정된 시간에 제품구

매를 결정하도록 하는 면세점내 쇼핑은 일반적 쇼핑공간보

다해외명품브랜드를쉽게구매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면세라는 가격적 편익이 매력적 요소로 작용하면서 소비자

에게충동구매의당위성을자연스럽게부여해준다. 또한면

세점내의긍정적감정은쇼핑활동을촉진시키게하고, 즐거

움을 추구하기 위한 욕구를 자극하여 충동구매를 유발시키

게하는것이다(황정민, 2001; Darden & Reynolds, 1971).

기내면세점의 특수한 상황적 요인과 재구매의도에 미치

는 향을살펴본황희중과김보경(2008)의연구결과, 면세

점의저렴한가격, 브랜드유명도, 제품구매의편리성, 제품

종류의 다양성이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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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충동구매의 성향에도 면세점의 특수한 상

황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awford와

Melewar(2003)는면세점의가격할인이소비자로하여금합

리적구매를한다고인식하게하며, 해외여행자만구매할수

있는면세점의독특하고제한된상황조건들은구매압박으로

작용하여충동구매를발생시킨다고주장하 다.

이러한 면세점내 충동구매는 여행 중인 소비자에게 만족

감과 즐거움을 줌으로써 일시적으로 여행의 기쁨을 증가시

켜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낭비적 지출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과 함께 성숙하지 못한 소비행동을 형성하여,

왜곡된 여행 소비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행이 점

차보편화되어가고있는현시점에서올바른소비의식과여

행소비문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면세점내에서

행해지고있는소비자들의충동구매에대한파악과함께이

에대한정확한소비행동의이해와적절한대처방안이요구

되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면세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의 소비 만족

에관련한연구(김미 , 2005; 김지선, 2007; 문순 , 1994;

박미경, 2004; 이수연, 2004; 정종철, 2004)와면세점선택

속성과 관련된 연구(고호석, 오재 , 2001; 서태양, 주선희,

2002)나면세점구매행동이나활성화방안과관련된연구(김

은 , 2002; 오호탁, 1995; 허갑중, 1999)가대부분으로면세

점에서의충동구매에대한연구는미흡한상태이다.

이에본연구는면세점을이용한경험이있는내국인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요인, 면세점 유형 및 구입품

목 그리고 면세점이 지니는 상황적·감정적 요인이 충동구

매에 미치는 향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

근 3년이내면세점소비경험이있는내국인소비자를대상

으로 면세점 구매경험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면세점내 상황

적요인의충동구매 향력을알아보기위해상황적요인을

가격편익, 제품편익, 공간편익으로구성하여살펴보았다. 그

리고감정적요인의충동구매의 향력을보기위해서는소

비자들이 면세점내에서 느끼는 감정 상태를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감정으로분류하여살펴보았다.

면세점내충동구매행동에대해파악한본연구는해외여

행이대중화되고있는현시점에서면세점의특수성과소비

자의구매행동에대한올바른정보를제공해줌으로써보다

정확하게 소비자 행동을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여행과정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권장하도록 하

는소비자교육자료에도움을줄것이라사료된다.

Ⅱ. 이론적배경

1. 쇼핑장소로서의 면세점

면세점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해외에서 소비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인 입국자나 내국인 해외여행자들에게 여행

또는 쇼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기타 내국세를 면세하여 판매하도록 지정한 사업장이다(김

가령, 2008). 보세판매장운 고시제2조에서면세점의유

형은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김지선, 2007). 면세점 유형의

하나인시내면세점(street duty-free shop)은판매사업자가

출국이외 장소에서 출국인에 한해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

매장으로서 판매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바로 인도하지 아

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을 발행받아 출국장에서 구

매자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인도하게 된다. 둘째, 인터넷면세

점은시내면세점과수령절차는동일하지만면세점에서판매

하고있는면세품을인터넷으로구매할수있도록서비스를

제공하는전자상거래면세점이다(김성현, 2000). 셋째, 출국

장면세점은국제노선의항공기, 선박등이취항하고있는국

제공항이나 항만의 출국장내의 보세구역에서 출국인 및 통

과여객시임시체류인만을대상으로물품을판매하는보세

판매장으로서공항면세점과항만면세점으로세분된다. 해외

여행 시 항만여행은 중국과 일본여행에서 소수소비자만이

이용함으로 일반적인 해외여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연구에서는공항면세점을출국장면세점으로한정지어정

의하 다. 넷째, 기내면세점은 국제 항공기에서 탑승고객에

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다. 다섯째, 외교관면세점

은 관세의 면세대상을 주한외교관 및 외국관광원에 한정하

여 판매하는 면세사업장이다(김준하, 2009). 따라서 일반적

으로내국인은이용할수없는면세점유형이므로본연구의

면세점 유형에서는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면세점

유형은 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 공항면세점, 기내면세점

으로파악하 다.

2009년 12월현재우리나라면세점의현황은시내면세점

의경우서울6곳그외지방4곳으로총 10개의시내면세점

이있으며, 공항면세점의경우인천, 김포, 제주, 대구, 김해,

청주공항에 총 9곳이 운 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7개의 사이트에서 운 되고 있어 내국인 소비자들이

해외여행 시 접근 가능한 면세점은 총 26개이다. 면세점을

포함한 해외여행기간 동안 쇼핑되는 품목으로는 기념품이

40.3%, 향수및화장품34.8%, 주류28.2%, 식품25.4%, 의

류 22.8% 담배 20.5%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

2009).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김가령

(2008)의연구결과에서는화장품이 26.2%로면세점에서가

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으로 조사되었으며, 가방 및 지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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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담배 11.5%, 주류 10.1%로조사되었다.

면세점이용내국인소비자현황을살펴보면, 2000년 면

세점이용소비자의 37.6%가내국인소비자인반면, 외국인

소비자는62.4%로약2배정도외국인소비자의비중이높았

다. 하지만해외여행의증가와함께면세점을이용하는내국

인소비자는2002년내국인소비자의비율이50%를넘어섰

고, 2008년에는 74.1%로외국인소비자에비해 3배정도많

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면세점이

외국인을 위한 특수한 소비공간에서 내국인 소비자들이 쉽

게 접할 수 있는 일반적 소비공간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면세점 속성을‘점포와 서비스의 질’, ‘상품의 질

과가격’, ‘상품의독특성’과같은 3가지하위요인으로나누

어인구통계적특성간의차이를검증한김가령(2008)의연구

결과에서성별과교육수준은면세점속성간에유의한차이

를보이지않았다. 연령은20대가‘상품의독특성’요인에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은‘상품의 질

과가격’요인에유의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해외여행 시 소비자들의 면세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

며 쇼핑장소로서 면세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내

국인 소비자들이 면세점을 쇼핑장소로 선호하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손대현, 장희정, 2007). 첫째, 타 판매처(백화점

등)에비해저렴한면세가격으로구입할수있다는점이다.

면세점내의상품은면세를통해저렴한가격으로양질의제

품을구매할수있다는매력요인이작용함에따라소비자들

은 면세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김가

령, 2008). 둘째, 다양한해외명품브랜드를손쉽게구입할수

있다는 점이다. 면세점의 상품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해

외명품브랜드로서사치품또는고가품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제품들이소비자의자아완성의역할을수행할수있

는 제품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아보상을 위해 충동적으로

제품을구매하게된다(Wicklund & Gollwitzer, 1982). 셋째,

국내쇼핑으로 해외 여행지에서 쇼핑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는점이다. 여행은제한된시간동안이루어지며쇼핑을위해

소요할수있는시간도제한적이다. 하지만면세점이라는장

소는 다양한 제품을 하나의 공간에 해외브랜드를 모아놓은

곳으로 빠른 시간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면세점 쇼핑을

선호하게된다.

2. 면세점 내의 상황적 요인과 감정적 요인

면세점 쇼핑에서 충동구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면

세점내의상황적요인과감정적요인을들수있다.

상황적 요인과 충동구매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수진

(1997)과성 준(1998)은점포내상황들은소비자의구매행

동을자극내지촉진시키기위해마케터가제공하는자극요

인으로 충동구매행동을 유발시킨다고 주장하 다. 또한 충

동구매에 향을미치는마케팅자극요인에대한연구에따

르면 저가, 가격인하, 점포/전시, 재고고갈 가능성, 판매원

의 권유 등이 충동구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선 , 1993). Omar와Kent(2001)는면세점의상황적요

인과 마케팅 요인들이 충동구매를 조장하는 중요한 요소라

고주장하 다. Airport Retailing(2000)의 공항면세점소

비행동에관한연구보고서에따르면, 면세라는가격적할인

혜택이 다양한 브랜드 제품의 구매를 조장하며, 비행기 탑

승 전 반드시 거치는 면세점의 접근성이 소비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여 충동구

매를조장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소비자들은면세점

에접근하게되면서더많은제품을구매하게되며, 면세점

의 가격할인 혜택, 면세점 접근성, 해외명품브랜드 구매의

편리와같은상황적요인에의해비계획적구매와충동구매

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Mintel International Ltd,

2000).

감정적 요인과 충동구매에 대해서 살펴보면, Gardner

(1985)는소비자의감정이소비공간과의상호작용에의해발

생하게되며이러한감정은소비자의구매행동에 향을미

친다고 언급하 다. Glark와 Isen(1982)의 실험에 의하면

긍정적 감정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다 관대하게 대하고,

자신과 관련된 긍정적 정보에 더 의존하며, 기분의 상승과

함께의지대로자유로운행동을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즉

긍정적 감정의 소비자는 소비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비환경 요소들에 의해 감정적으로 환기됨으로써 감정 상

태와소비환경간에강한관련성이나타나는것이다(유창조,

현소은, 전중욱, 1997). 이러한 긍정적 감정은 쇼핑 활동을

촉진시키며, 구매욕구를자극시키면서충동구매를유발시키

는것으로나타났다(황정민, 2001).

쾌락적경험을목적으로하는여가활동중하나인여행은

인지적측면뿐아니라소비자의다양한심리적인변화를반

하는감정적측면이중요시되어소비활동에 향을미친

다(강윤진, 2006). 소비자는여행과정에서기대감, 흥분, 불

안감, 스트레스등의비일상적감정을경험하게된다(Gerry

& Melewar, 2003). 출국수속전의소비자는불안감과스트

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반면, 수속

과정을 마친 소비자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며 기대감과

흥분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 감

정상태에서소비자는면세점을접하게되고이는쇼핑활동

으로이어지게되는데, 소비자는이과정을‘즐거운시간’으

로 인식하게 된다. 쇼핑공간으로서의면세점이 여행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소비자의 긍정적 감정과 결합되어 즐

거운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충동구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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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ar & Kent, 2001). 이와같이소비자는여행과정에서느

껴지는긍정적부정적감정으로면세점을접하게되고이는

구매행동으로이어지게된다.

3. 충동구매행동

충동구매는소비공간에서소비자의충동적인행동이라고

Macgoldrick(1990)은 정의하 다. 충동구매행동의 개념은

Davison과Doody(1967)에의해‘계획되지않은구매의순간

적인 결정’으로 정의되어 진다(Macgoldrick, 1990). 이후

충동구매에대해Engel과Blackwell(1982)에의해구체적으

로정의되고있는데, ‘충동구매행동이란선행적으로구매하

려는인식이나고민없이구매행동을하거나점포에들어서

기전에벌써사려는의도’라고한다. 많은연구에서충동구

매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합리적 소비행

동을 벗어난 비이성적 소비행동으로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Hausman(2000)은 충동구매를 매슬로우의 필요의 등급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욕구단계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높

은필요의등급을만족시키기위해하위의다른종류의충동

구매 행동을 시도한다. 쾌락적 요소를 추구하기위해 충동적

으로제품하면서의미없는시간이가치있는시간으로변화

됨으로 충동구매는 의미 있는 소비행동이 된다고 주장하

다. 또한소비자는재미, 환상, 그리고사회적이거나감정적

인 만족같은 비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경우도있음을제안하 다(황희중, 김보경, 2008).

조현오(2006)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구매행동이필요충족에의해서구매를할뿐만아니라구매

를통하여삶의여유를즐기려는여가의한방편으로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면서 소비행동 중 충동구매가

계속증가할것이라고주장하 다. 또한Dittmar 외(1996)은

소비자에게 쇼핑은 주된 여가활동 중 하나이고 라이프스타

일행동이라고주장하 다. 삶의여유를즐기기위한소비행

동으로서의쇼핑은여행이라는여가활동과함께할때더욱

상승되는데,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행

과정에서소비자는더높은즐거움을얻기위해쇼핑을추구

하게된다. 안 면과김재원(2008)은여행중소비는비일상

적 상황으로 이때 소비자는 높은 흥분과 많은 지출을 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주장하 다. 여행과정에서 소비자는 일반

적소비패턴에서벗어나쾌락적소비를하기를원하는데, 여

행이라는 비일상적 상황이 충동적 쇼핑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게 하면서 충동구매로 연결되게 한다(황희중, 김보경,

2008). 따라서여행과정중의쇼핑장소인면세점은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부합되어 소비자의 충동

구매를동기화시킨다고볼수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1. 면세점내인구통계적요인, 면세점유형, 면세점

구입품목에따른충동구매는어떠한가?

연구문제2. 면세점내 상황적 요인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은어떠한가?

연구문제3. 면세점내 감정적 요인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은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기입

식 형태의 설문조사를 인터넷 설문조사 기관인 아이클릭

(www.eyeclick.co.kr)에 의뢰하여 수집하 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해외여행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가충동구매 향요인에따라면세점에서충동구매가발

생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주된 연구목적이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 다. 예비조사는2010년3월 19일~28일까지8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 다. 사전조사 결과를 기초로 적

절치못한문장이나표현, 애매한내용등을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 다. 본 조사는 2010년 4월 1일~7일까지

실시하 으며, 부실 기재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04부를 최

종분석에사용하 다.

2) 분석방법

자료분석은SPSS 17.0를사용하 다. 신뢰도를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으며, 조사대상의 일반

적특성과면세점유형및구입품목에따른충동구매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 다. 그리고 면세점

의상황적요인과감정적요인들의변수간의관련성을보고

요인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인구통계적

요인, 면세점유형및구입품목, 면세점상황적요인과감정

적요인의상대적인중요도및 향력을파악하기위해다중

회귀분석을사용하 다.

3) 변수측정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설

문지에 충동구매, 상황적 요인, 감정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

한척도들이포함되었다.

1) 충동구매 :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감정적

자극에 의해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호(2008), 이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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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장현선(2009)의 연구를 기초로 문항을 작성하 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

건이다떨어지지않아도면세점에가면일단구입하는편이

다’, ‘면세점에들어가면무언가를사고싶다는마음이갑자

기들때가있다’, ‘지금구매하지않으면면세점에언제다

시올지몰라제품을구매하는편이다’, ‘면세점에서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하면 구매하는 편이다’, ‘면세점에서 쇼핑

시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제품을 쇼핑하는 편이

다’, ‘면세점에서제품의품질과가격등을비교하지않고제

품을구매하는편이다’등과같은면세점에서경험한충동구

매행동을총 10문항으로구성하 다. 이를측정하기위해 5

점Likert 척도를활용하 으며점수가높을수록충동구매를

많이하는것을의미한다.

2) 상황적 요인 : 면세점이라는 상황에서 소비에 향을

미치는요인을말한다. 배은성(2008), 한국관광공사(2007)의

연구로 조사도구를 구성하 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 다. 총9문항으로구성하 으며상황적요인의하위

요인으로 가격편익, 제품편익, 공간편익으로 나누어 5점

Likert척도로측정하 으며점수가높을수록상황적요인이

높은것을의미한다.

3) 감정적요인 : 면세점에서쇼핑을할때소비자들이지

각하는감정적상태를말한다. 강은미와박은주(2005), 김미

(2005), 박은주와고샛별(2008)의연구로조사도구를구성

하 으며, 총 18문항으로긍정적감정과부정적감정을 5점

Likert척도로측정하 다.

Ⅳ.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이180명(59.2%)으로남성124명(40.8%)보다많았다. 조사자

의결혼여부는기혼 58.2%, 미혼 41.8%로기혼이다소높게

나타났다. 연령은20대가34.9%, 30대29.6%로높게나타났

으며, 40대18.8%, 50대이상16.7% 순으로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78.9%로 조사대상자 중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으

며, 대학원이상12.5%, 고졸이하8.6%로조사되었다.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이 27.3%,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이 21.4%로 비교적높게나타났으며, 월평균지

출은50만원이상-100만원미만30.3%와100만원이상-150만

원이상23.7%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인구통계적 요인, 면세점 유형 및 구입품목이 충동구매

에 미치는 향

인구통계적 요인이 면세점내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력

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 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앞서 공차한계값과 분

산팽창요인값을 살펴본 결과 0.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 값

이 2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구통계적

요인 중 결혼유무, 연령, 월평균지출과 수입에 따라 독립적

향력은 미세하게 나타났으나 F값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는성별, 결혼유무, 연령, 학력, 월평균지출, 월평균수입과같

은 인구통계적 변수가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력이 낮다고

볼수 있다. 이는 김지선(2007)의 연구결과에서도면세점의

선호가인구통계적요인에따른차이를거의보이지않는것

과 동일한 결과라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인구통계적

요인이충동구매에 향을미치기보다면세점이라는특수한

변수 구분 인원(%) 변수 구분 인원(%)

성별
남 124(40.8) 결혼 미혼 127(41.8)

여 180(59.2) 유무 기혼 177(58.2)

20대 106(34.9)

연령
30대 90(29.6)

학력
40대 57(18.8)

50대이상 51(16.7)

50만원미만 33(10.9) 100만원미만 34(11.2)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92(30.3)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65(21.4)

월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72(23.7) 월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83(27.3)

평균지출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45(14.8) 평균수입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47(15.5)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24( 7.9)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5(11.5)

250만원이상 38(12.5) 500만원이상 40(13.2)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304)

고졸이하 26( 8.6)

대졸이하 240(78.9)

대학원졸이상 3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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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충동구매

b β 표준편차

성별(더미변수) .126 .096 .492

결혼유무(더미변수) -.277 -.212* .494

연령
30대 .221 .157* .457

(더미변수)
40대 .215 .131 .391

50대이상 .287 .167 .374

학력 대졸이하 .034 .021 .408

(더미변수) 대학원졸이상 .049 .025 .331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07 -.076 .460

월평균지출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67 -1.056 .426

(더미변수)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57 -1.548 .356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406 -2.020* .270

250만원이상 -.382 -1.965* .331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006 .004 .411

월평균수입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034 -.023 .446

(더미변수)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149 .084 .362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25 .161 .320

500만원이상 .452 .237* .339

(상수) 3.356 .645

R2 .068

수정된 R2 .013

F값 1.227

※성별: 남성(0) / 결혼유무: 미혼(0) / 연령 : 20대(0) / 학력: 고졸이하(0) / 월평균지출: 50만원미만(0) / 월평균수입: 100만원미만(0)

<표 2> 인구통계적 요인이 면세점에서의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

구매경험* 충동구매경험**
구분 (n = 304)

인원 (%) 인원 (%)

공항면세점 287 94.4 217 75.6

면세점유형
시내면세점 131 43.1 84 64.1

인터넷면세점 96 31.6 56 58.3

기내면세점 122 40.1 65 53.3

피혁제품및패션잡화 130 42.8 75 57.7

의류및패션소품 102 33.6 71 69.6

시계·악세서리 146 48.0 94 64.4

화장품 207 68.1 139 67.1

구입 향수 126 41.4 73 57.9

품목 주류 98 32.2 51 52.0

담배 83 27.3 31 37.3

건강식품 26 8.6 11 42.3

기념품 45 14.8 29 64.4

전자제품 18 5.9 8 44.4

*   구매경험 : 총 조사자(304명)를 기준으로면세점유형별, 품목별제품구매경험을말한다.(구매경험(%) = 유형별, 품목별면세점이용
경험자수/ 총조사자수(304명))

**  충동구매경험 : 면세점유형별, 품목별구매경험이있는조사자를대상으로충동구매경험유무를 말한다.(충동구매경험(%) = 유형별,
품목별면세점충동구매경험자수 / 유형별, 품목별면세점이용경험자수)

<표 3> 면세점 유형 및 구입품목에 따른 충동구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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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공간이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면세점 유형별, 구입품목별로 구매경험과 충동구매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면세점 유형별

구매경험을 살펴본 결과, 조사자의 94.4%가 공항면세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내면세점은

43.1%, 기내면세점은40.1%, 인터넷면세점은31.6% 순으로

제품을구매한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 구매경험에서 충동구매유무를 살펴본 결과, 공항

면세점을 이용한 소비자 중 75.6%가 충동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면세점 충동구매경험은 64.1%, 인터

넷면세점충동구매경험은 58.3%, 기내면세점충동구매경험

은 53.3%순으로 조사되어 면세점을 이용한 소비자 중 과반

수이상이충동구매를경험한적이있는것을알수있다.

다음으로면세점품목별구매경험을살펴본결과, 구매품

목중화장품이 68.1%로가장많이구매되는품목으로조사

되었다. 시계및악세서리, 피혁제품및패션소품, 향수와같

은 품목은 조사자의 약 40%가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제품과건강식품은조사자의 10%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구매된제품중충동구매유무를살펴본결과, 충동구매가

높은제품은의류및패션소품이69.6%, 화장품67.1%, 시계

및악세서리64.4%순으로나타났으며, 이외대부분품목들도

면세점에서충동적으로구매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면세점 유형 및 구입품목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기위해다중회귀분석을하 으며, 분석한결과는<표

4>와 같다. 회귀분석실시에앞서공차한계값과분산팽창요

인값을살펴본결과모든독립변수들은공차한계값이 0.1이

상이고 분산팽창요인 값이 2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

지 않았다. 분석결과, 면세점 유형은 충동구매에 향을 끼

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공항면세점, 시내면세점, 인

터넷면세점, 기내면세점과 같은 면세점 유형들은 충동구매

에직접적인 향을미치지않는다.

면세점 구입품목에 의한 충동구매 향에서는 주류(β =

.224, p < .001), 화장품(β = .248, p < .01)이정적인 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시계및악세서리(β = -.177, p <

.001)는 충동구매에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주류와화장품을주로구매하는소비자들은충동구매측

정변수에서나타난것처럼면세점쇼핑기회가언제다시올

지 몰라 제품을 충동구매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련 제품을

보면바로구매하는등의행동을보이는것으로사료된다.

3. 면세점의 상황적 요인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

면세점쇼핑 시 상황적 요인들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문항들을Varimax 회전방식과고유값을이용하여요

인을분석한결과는 <표 5>와같다. 상관관계계수표에서일

8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8호, 2010

독립변수
충동구매

b β 표준편차

면세점 시내면세점 .039 .024 .391

유형 인터넷면세점 -.169 -.088 .335

(더미변수) 기내면세점 -.140 -.039 .179

피혁제품및패션잡화 .001 .102 84.148

의류및패션소품 .000 -.065 54.122

시계·악세서리 -.003 -.177** 43.139

화장품 .004 .248** 40.831

구입 향수 .004 .100 17.119

품목 주류 .004 .224*** 34.119

담배 -.009 -.128 9.259

건강식품 .002 .015 4.568

기념품 -.001 -.009 4.300

전자제품 .003 .040 9.530

기타 .402 .072 .115

(상수) 3.331 .645

R2 .141

수정된 R2 .099

F값 3.389***

※면세점유형: 공항면세점(0)

<표 4> 면세점 유형 및 구입품목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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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수들사이에는비교적높은정의상관관계를보이고, 다

른 변수들 사이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하 으며,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값은 0.90으로

상당히좋은편이 으며, Bartlett의구형성검정에서도유의

도수준 .000으로변수간행렬이단위행렬이라는귀무가설

을 기각하여 요인분석으로적절하 다. 면세점 상황적 요인

은 3가지 하위요인으로추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은 전체 변

량의80.43%로설명되었다. Cronbach’s α값은각각 .944,

.873, .782로나타나신뢰도측면에서만족한결과를보 다.

첫번째요인은면세라는가격혜택, 제품할인과같은가격적

인측면과관련된문항들이므로‘가격편익’이라고명명하

다. 두 번째요인은다양한해외명품브랜드, 신제품및신뢰

할수있는제품의구매등면세점제품구성과관련된문항들

로 묶 으며, 이를‘제품편익’이라고 명명하 다. 세 번째

요인은쇼핑장소및시간접근성과관련된문항들로묶 으

며, 이를‘공간편익’으로명명하 다.

면세점의 상황적 요인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력을 확

인하기위해다중회귀분석을하 으며, <표 6>과같다. 다중

회귀분석실시에앞서공차한계값과분산팽창요인값을살펴

본결과모든독립변수들은공차한계값이 0.1이상이고분산

팽창요인 값이 2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분석결과 면세점 상황적 요인이 충동구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이들의설명력은64%로나타났다.

상황적 요인 중 동일한 제품을 면세를 통해 할인된 가격

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편익요인(β = .783, p <

.001)이충동구매에가장큰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신뢰할수있는다양한해외명품브랜드및신제품을

편리하고쉽게쇼핑할수있는제품편익(β = .251, p < .001)

과 정해진 시간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쇼핑 장소인 면

세점의공간편익(β = .149, p < .001) 또한충동구매에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편익, 제품편익,

공간편익과 같은 면세점의 상황적 요인이 충동구매를 일으

키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면세점이 가진 가격적 혜택, 다양한 해외명품브랜드 구비,

접근의 편이성과 같은 편익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면세점을

더욱매력적인쇼핑장소로인식하게하여무언가를사고싶

게 만들고, 예상된 금액이나 제품보다 더 많은 제품을 구매

하게하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황희중과김보경(2008)의

연구에서보여진기내면세점의가격적할인요인, 제품의다

양성과 구매편리성이 재구매에 향을 줌으로써 일반적 소

비자를 충동구매에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주장과 비슷한 결

과라할수있다.

4. 면세점의 감정적 요인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

면세점에서쇼핑을할때소비자들이지각하는감정적요

인의구조를살펴보기위하여관련문항들을Varimax 회전

방식과 고유값을 이용하여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상관관계 계수표에서 일부변수들 사이에는 비교적 높

면세점내 상황적·감정적 요인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9

문 항 요인부하량 고유값 전체변량(%) Cronbach’s α

같은제품을싸게구매할수있어면세점쇼핑을하게된다. .885

가격편익 할인된가격으로제품을구매할수있어면세점쇼핑을
.845

3.591 39.90 .944
하게된다. 

해외명품브랜드쇼핑을편리하게할수있어면세점쇼핑을
.695하게된다. 

백화점이나명품관등에비해면세점의명품매장은쉽게들어갈
.761제품편익 수있어면세점쇼핑을하게된다. 

1.842 20.46 .873
.921

믿을수있는정품을구매할수있어면세점쇼핑을하게된다. .599

많은신상품이입점되어있어면세점쇼핑을하게된다. .791

다양한해외브랜드가입점되어있어면세점쇼핑을하게된다. .768

비행기탑승전주어진남은시간에면세점쇼핑을하게된다. .848

공간편익 공항에가면면세점을지나치게되므로자연스럽게면세점 1.805 20.06 .782
쇼핑을하게된다. .798

<표 5> 면세점 상황적 요인의 요인분석

독립변수
충동구매

b β 표준편차

가격편익 .278 .483*** 1.119

제품편익 .199 .251*** .814

공간편익 .100 .149** .957

상수 1.380

R2 .644
수정된 R2 .640

F값 18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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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면세점 상황적 요인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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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다른 변수들 사이에는 약한 상

관관계가존재하여요인분석에적합하 으며,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값은 0.92으로 상당히 좋은 편이 으며,

Bartlett의구형성검정에서도유의도수준이.000으로변수

간행렬이단위행렬이라는귀무가설이기각되어요인분석으

로 적절하 다. 면세점 감정적 요인은 2가지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요인들에의해전체변량의61.87%가설명

되었다. Cronbach’s α값은.933과 .904로신뢰도측면에서

만족한결과가나타났다. 첫번째요인은즐거움, 들뜸, 만족

감, 활기참, 충족감, 편안함등과관련된문항으로묶 으며,

이를‘긍정적감정’이라고명명하 다. 두번째요인은의심,

지루함, 피곤함, 짜증, 불신감등과관련된문항으로묶 으

며, 이요인을‘부정적감정’이라고명명하 다.

면세점내 감정적 요인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력을 확

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 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다중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공차한계값과 분산팽창요

인값을살펴본결과모든독립변수들은공차한계값이 0.1이

상이고 분산팽창요인 값이 2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

지않았으며, 이들의설명력은60%로나타났다.

분석결과면세점감정적요인중긍정적감정(β = .775, p

< .001)은 충동구매에 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부정적 감정은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

세점에서느끼는신나고, 활기차며, 즐겁고, 흥미로우며, 행

복한 긍정적인 감정들은 소비자들의 구매 충동을 자극하여

쇼핑을 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면세점에서 느끼는 짜증나고,

지루하고, 어색하고, 피곤하며, 재미없는 부정적 감정들은

충동구매행동에 향을미치지않는것이다. 해외여행과정

에서 느끼는 즐겁고 흥분되는 긍정적 감정들이 면세점으로

연결되어“면세점에가면신난다.”“면세점에가면즐겁다.”

“면세점에가면들뜬기분이든다.”라고여겨질때소비자는

보다많은충동구매를하게되는것이다. 이는쇼핑공간으로

서의 면세점이 여행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소비자의

긍정적 감정과 결합되어“즐거운 공간”으로 인식된다는

Omar과Kent(2001)의의견과부합된다고볼수있다. 또한

박은주와고샛별(2008)의긍정적감정을가지는인터넷쇼핑

몰에서 충동구매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박

은주와정 옥(2002)연구에서나타난긍정적감정을느끼는

점포에서충동구매행동의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는연구

결과들과유사하다고볼수있다.

10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8호, 2010

문 항 요인부하량 고유값 전체변량(%) Cronbach’s α

면세점에가면신난다. .857

면세점에가면활기차다. .844

면세점에가면흐뭇하다. .816

면세점에가면즐겁다. .805

긍정적감정
면세점에가면들뜬기분이든다. .796

6.175 34.31 .929
면세점에가면행복함을느낀다. .772

면세점에가면흥미롭다. .779

면세점에가면만족감을느낀다. .768

면세점에가면충족감을느낀다. .775
.838

면세점에가면편안함을느낀다. .577

면세점에가면불신감을느낀다. .840

면세점에가면짜증이난다. .840

면세점에가면불쾌하다. .838

부정적감정
면세점에가면지루하다. .793

4.929 27.38 .908
면세점에가면어색하다. .770

면세점에가면재미가없다. .759

면세점에가면의심스럽다. .744

면세점에가면피곤하다. .647

<표 7> 면세점 감정적 요인의 요인분석

독립변수
충동구매

b β 표준편차

긍정적감정 .754 .775*** .661

부정적감정 -.023 -.023 .626

R2 .606
수정된 R2 .603

F값 23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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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면세점 감정적 요인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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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및논의

본연구는최근 3년간면세점을이용한경험이있는소비

자를대상으로인구통계적요인, 면세점유형및구입품목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면세점의

상황적요인인가격편익, 제품편익, 공간편익과감정적요인

인긍정적감정과부정적감정이얼마나충동구매에 향을

미치는지를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인구통계적요인과면세점유형이충동구매에미치

는 향력은미흡하게나타났으며, 구입품목중주류와화장

품이충동구매에정적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면

세점유형에따른충동구매경험여부는공항면세점의경우조

사자의94.4%가이용경험이있으며, 그중75.6%가충동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면세점, 기내면세점, 인

터넷 면세점은 공항면세점에비해 이용경험은 적었지만, 면

세점이용경험이있는경우충동구매경험의비율이높은것

으로나타났다. 면세점에서가장많이구매하는품목은화장

품으로나타났으며그외시계및악세서리, 피혁제품및패

션잡화, 향수가주구매품목으로나타났다. 전자제품과건강

식품은 면세점에서 가장 적게 구입하는 품목으로 조사되었

다. 구입한품목중충동적으로구매한제품은의류및패션

소품, 화장품, 시계및악세서리, 피혁제품및패션잡화순으

로조사되었다.

둘째, 가격 편익, 제품 편익, 공간 편익과 같은 면세점의

상황적요인들이충동구매에많은 향을끼치는것으로나

타났다. 면세점의 가격적 혜택요인과 다양한 해외명품 브랜

드구비, 쇼핑공간의접근용이성들이충동구매행동에중요

하게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셋째, 면세점에서발생하는감정요인중긍정적감정이면

세점내의충동구매에 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났다. 흥미롭

고, 활기차고, 즐거운느낌을가지는긍정적감정이충동구매

에높은정적 향을끼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짜증나

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부정적 감정은 충동구매에 향을

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면세점에서긍정적감정을느

끼는소비자일수록충동구매행동이나타남을알수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통계적요인과면세점유형이충동구매에미치

는 향력은미흡한반면, 면세점의상황적요인이충동구매

에 미치는 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아, 소비자의 개

인적인 향 요인보다는 면세점이라는 특수한 소비 환경이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면세점이가지고있는가격적인혜택조건과다양한해외

명품브랜드제품의구색그리고해외여행과정에서자연스

럽게쇼핑공간을접근할수있는상황적인요인들이소비자

로 하여금 충동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또한 면세점

충동구매경험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공항면세점, 시내면세

점, 기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 모든 곳에서 높은 충동구매

경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면세점이 소비자들에게 충동

구매를 조장할 수 있는 소비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소비자는해외여행과정에서끊임없이쇼핑공간과

접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항면세점과 기내면세점은 대

부분의 소비자가 거치게 되며, 시내면세점과 인터넷 면세점

은소비자의의지에따라접근가능한쇼핑장소이다. 이러한

상황은일반적인경우보다소비자들이정해진기간에더많

은쇼핑공간에노출되는것으로충동구매로부터결코자유

롭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제공되는 다양

한 편익으로부터 충동구매와 같은 비계획적인 소비를 지양

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여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다양한매체를통해면세점에서의충동구매의위

험성을 환기시키거나, 충동구매를 예방하기 위한 제품구매

요령, 구매절차 및 소비자피해 구제에 관한 지식 등을 알려

주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된다.

둘째, 소비자가느끼는긍정적감정이면세점충동구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여행 중 느끼는 설

렘, 기대감, 들뜸, 흥분의 감정이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으로

이어지게할수있음을알수있다. 즉 여행중느끼는일상

의탈피감정은소비자를자유롭게하여이성적인판단보다

는감정적인결정을내리도록하여충동구매로이끄는것이

다. 그러므로 소비자 개개인의 감정의 적절한 조절과 함께

합리적소비행동이요구되어지는데, 이를위해서는여행과

정에서의 올바른 가치판단과 구매행동을 형성하기 위한 지

도와 소비자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차츰 초·중·고

등·대학생의 수학여행 및 개별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학생

들의 해외출국이 증가함으로써 점차 면세점 이용계층이 낮

아지고확대될것으로예견할수있다. 그럼에도적정의여

행 전 소비 가이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동 및 청소년

소비자 계층은 감정 조절이 미성숙하고 소비경험이 부족하

기 때문에 쉽게 충동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행

과정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여

행전보다섬세한소비교육이행해져야할것이다. 또한성

인소비자 역시 여행이라는 비일상적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을 잘 조절하여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소비자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와 같이 면세점내 충동구매 행동에 대해 파악한 본 연

구는면세점상황적요인과감정적요인이충동구매에미치

는 향력을확인함으로써이와관련된올바른정보를바탕

면세점내 상황적·감정적 요인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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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면세점내충동구매를예방하고소비자들이여행과정에

서 보다 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

자료로활용가능할것이다.

본연구의제한점과함께후속연구를위하여제안을한다

면다음과같다. 첫째, 충동구매를일으키는면세점의상황적

요인에 있어 보다 다양한 마케팅적 변수의 상황적 향력을

파악할필요가있다. 본논문에서는가격편익과제품편익, 공

간편익으로 상황적 요인을 보았으나 이 외 면세점내 디스플

레이나 분위기, 판매원의 촉진 전략 등 마케팅 적인 다양한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조사가 된다면 보다 더 포괄적인 결과

를도출해낼수있을것이다. 둘째, 여행상황에서발생하는

다양한감정의상태와충동구매와의관련성을파악할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여행중느끼는감정을크게긍정적감

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보았으나 향 후 연구에서는 여행과정

중 느끼는 다양한 감정적 변수를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면세점 유형별, 구입품

목별 충동구매 경험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요구되어

진다. 본연구에서는충동구매를경험유무로파악하 으나,

후속연구에서는각부분에대한개별적빈도측정으로보다

세부적인결과를이끌어내어야할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

서는자기기입식설문지를사용하여인터넷설문조사를실시

하 는데, 이러한 설문조사의 표집방법에 의해 인터넷 면세

점이용경험이다소높게나타나는 향력을배제할수는없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집오차를 최대한 줄여 조사되

어야할것이며, 정성연구를통한보다현장감있고깊이있

는체계적인조사가함께진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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