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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체류여객 밀집도와 공항면세점 매출(총 매출액, 체

류여객 1인당 매출액) 간의 관계가 선형적인지 아니면 비선형적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이들 관계에서 체류여객의 국적, 거래건당 구매수준

및 매장위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16년도 인천공항 최대 성수기시즌(7월27일∼8월2일) 국제선을

이용한 출국객 중 공항면세점 정상영업시간동안 면세구역에 체류한 여객

(총 562,502명)과 같은 기간 면세점 매출(총 482억원) 자료를 시간구간

(10분단위)별로 집계하였고, 비선형관계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법(centering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

다.

첫째, 시간구간별 공항 면세구역내 체류여객 밀집도와 면세점 매출(총

매출액, 체류인원 1인당 평균매출액)간에는 역U자형 비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편 운항 및 여객이 집중되는 오전 7시30분∼

8시30분, 11시30분∼12시 및 17시30분∼18시30분(15개 시간구간)에는 체

류인원 1인당 평균매출액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류여객 밀집도와 체류인원 1인당 평균매출액과의 관계에 있어

서 시간구간별 체류인원의 국적 비중에 따라 역U자형 비선형관계를 약

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체류인원중 한국국적 비중이

높을수록 비선형관계를 약화시키고, 중국국적 비중이 높을수록 비선형관

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국적 비중의 비선형관계에 대

한 조절효과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셋째, 체류여객 밀집도와 체류인원 1인당 평균매출액간 역U자형 비선

형관계에 있어서 거래건당 구매수준(고가/저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가그룹은 비선형관계가 약화되면서 부(-)의 선형관계를 보였고, 저가

그룹은 비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장위치(여객터미널, 탑승동)별로 체류여객 밀집도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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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두 역U자형 비선형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항공기를 탑승해야 하

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는 공항 면세점에서는 시내 쇼핑몰 환경과는 달

라 인적 혼잡상황에서 비항공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항당

국의 항공사의 운항스케쥴 분산정책 추진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인천

공항 운항편이 절대적으로 많은 대형 국적항공사를 분산 배치하고, 심야

운항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목해야 할 점은 국내 관광산업과 면세점업계의 핵심

고객인 중국인의 경우 공항 혼잡상황에서 구매를 줄인 점을 확인하였는

바, 중국인 여행객을 위한 쇼핑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면세구역내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면세구역 진입전 항공사 체크인,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

수록 면세점 쇼핑을 위한 체류시간은 짧아지기 때문에 해당시설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체류여객 밀집도, 공항면세점, 역U자형 비선형관계

학 번 : 2016-2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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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배경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공항 체류여객의 증가로 인한 밀집도의 변화가 공항 쇼핑객

의 구매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

히 런던 히드로, 파리 드골공항 등 유럽 주요공항들이 1990년대 이후 저

가항공사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공항터미널의 혼잡이 가중되고 체류시

간이 감소함에 따라 공항의 주 수익원인 면세점, 식음료점 등 상업시설

매출 정체로 이어졌다(Paul Freathy & Frank O'Connell, 1998)는 실증

적인 해외 사례연구를 통해서도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항의 쇼핑환경은 일반 백화점이나 쇼핑몰과는 달리 항공기 운항안전

과 보안이 강화된 특수한 교통시설로서 여객이 공항에 도착하여 항공기

탑승까지 보안심사 등 출입국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상

당한 시간압박(time pressure)을 받을 수 밖에 없다.

Yi-Hsin Lin 외(2013)는 “공항은 여객이 불안(anxiety), 심적고통(stress)

및 흥분(excitement)을 느끼게 되는 독특한 상업환경을 가지고 있어 시내

중심가의 일반적 쇼핑환경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여객이 시간압박을 느

끼는 요인으로 ‘보안검색, 여권심사와 출국게이트와의 긴 거리, 친숙하지

않은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의 78%를 처리하는 국제선 전담공항

으로 2016년도 연간 5천7백7십6만명의 여객이 이용함에 따라 공항수용

능력(5천4백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이는 전년(2015년) 대비 무려

17.2%나 증가한 실적이며, 세계 국제공항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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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장추세 속에 2017년에는 공항 연간 수용능력보다 1천만명을 더

수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2016 항공통계 분석

보고서, 2017). 인천공항의 수용능력 초과 문제는 저가항공사의 취항 활

성화와 중국 항공수요의 급성장 등에 따른 당초 예측보다 여객수요가 빠

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국 대기시간이 증

가하고 특정시간대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국토교통부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2016). 이로 인해 파생적으로 쇼핑에 필요한 체류시간도 상당

히 줄어 들 수 있어 공항 수익에도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항

혼잡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와 적극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

다.

제 2 절 공항 비항공수익의 중요성

비항공수익은 주로 외부 사업자와의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일정한 수익

이 보장되는 형식이므로, 외부적인 충격, 즉 자연재해, 세계경제침체, 국

가적 안보상황 발생 등의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항공수익이 급격

히 감소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완하는 일종의 “충격완화(Buffering)" 역

할을 한다. 따라서 높은 비항공수익 비중은 공항 운영에 있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담보해 주기도 한다. 항공교통수요에 기반한 수입은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가 크므로 공항당국은 새로운 수입원을 찾게 되는

데 특히 공항내 상업활동이 공항 수익성의 본질적 요소가 되고 있다.(E.

Torres 외(2005)).

특히나 항공사와 여객으로부터 받는 항공수익은 개항 시기 수립한 공항

사용료 정책이 지난 15년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공항의 수익

구조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항공 수요 급감에 따른 항공사의 경영 리스크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사용

료를 감면하거나, 신규노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에 전략적으로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등 공항의 입장에서는 항공사에 다소 후하다 할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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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펼쳐 오고 있는데, 공항 사용료 정책에 있어 “항공분야 요금은 정

부로부터 가격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통해 항

공분야 운영을 교차보조(cross-subsidize)하고 정부보조의 필요성을 제거

하는 경향(Anming Zhang, Yimin Zhang 2010)이 크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공항의 수익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연간기준 총

수익 2조1,860억원 중 항공기 착륙료, 여객공항이용료 등 항공수익이

7,685억원으로 총수익의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항공수익이 1조

4,175억원을 달성하여 6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면세점 영업을 통

한 상업수익이 연간 8,680억원으로 비항공수익의 61.2%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공항내 면세점 사업은 가장 큰 수익원이자 중요한 공항 상업서비스

분야이다.

제 3 절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항 혼잡, 항공편 지연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

고 공항의 확장과 신설계획에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공항당국

이 공항의 혼잡문제에 대한 공공서비스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함

께 혼잡문제를 공항의 수익성 관점에서 검토해 볼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공항 체류여객의 밀집도와 면세점 구매활동간에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가 대부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개

념인 혼잡성과 쇼핑만족도/재구매의사에 관한 인과관계를 설문조사나 실

험실 연구로 하였다고 한다면, 본 연구를 통해서는 실제 이용객 수(밀집

도)의 변화가 상품 구매액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그간의 선행 연구성과와 실증적으로 비교해 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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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시내 일반 소매점포나 대형마트 국내이용객

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항이라는 공간적

특성,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큰 이용객 특성과 세금을 면제받는 면세상

품 특성이 반영된 공항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됨으로써 연

구범위가 좀더 확대되면서 세분화된 분석결과가 도출될 것이며, 한국국

민 뿐만 아니라 방한 외국인(중국인, 일본인)에 대한 쇼핑패턴도 확인할

수 있어 관광객 정책 수립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공항 상업서비스측면에서 수익을 최적화하

는 체류여객 밀집도를 도출해 봄으로써 혼잡문제의 해결이 이용객 편의

성 측면과 공항 수익성 측면에서 각각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평가해 보

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밀집도(density)와 혼잡성(crowding)

Stokols(1972)과 Manning(1986)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장소 내에

붐비는 상황을 밀집도(density)와 혼잡성(crowding)으로 구분하여 밀집

도를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도로, 혼잡성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쇼핑객이 스스로 상황 통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지각할 때 경

험하는 불쾌한 감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혼잡성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정서

적 스트레스 상태이며(Stokols 1972), 환경적 자극의 극도로 높은 수준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다(Eroglu 1990). Stockdale(1978)은 “혼잡성은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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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눈 속에 있다.”고 했으며, 혼잡성(crowding)은 일반적으로 밀집도

(density)라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조작화된다(Stokels

1972; Rapoport 1976).

요약컨대 밀집도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인 반면, 혼잡성은

쇼핑객이 밀집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서성무 외 2000).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roglu and Harell(1986)은 인간-환경적

관계 측면에서 밀집도를 3가지 측면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특정방식

으로 조직된 단위면적당 실제 사람과 물체의 수가 객관적 밀집도

(Objective density)라고 분류하고 둘째, 객관적 밀집도의 주관적 인식과

추산하는 것을 인식된 밀집도(Perceived density)로 정의하고 있으며, 마

지막으로 특정 기준이나 명제 및 바람직한 수준에 대비하여 인식된 밀집

도에 대해 평가와 판단을 내린 것이 정서적 밀집도(Affective density)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물(쇼핑카트, 진열된 상품, 집기), 사람(쇼핑객들의 숫자

와 종류), 그들 사이의 관계(어수선한 통로, 혼잡한 선반, 느린 계산 속도

등등)과 같은 점포 환경은 쇼핑객들의 객관적인 밀집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극의 사례들이다(Eroglu 1990). 반대로, 정서적 밀

집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의 개인의 인지된 밀집도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감정은 혼잡함에서 고립감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혼잡성은 평가의 결과

가 부정적이고 인식된 밀집도가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과 같이 제대로 기

능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발생한다.

또 Donovan and Rossiter(1982)는 환기(arousal)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환기가 적정한 수준일 때 기능적 밀집도로, 그

수준을 넘어 과잉 상태가 되면 혼잡함으로 받아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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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함을 느낄 때 개별적인 경험이나 장소에 대한 익숙함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Levy-Leboyer 1982). 한 특정한 장소를 가본 과거 경험

이 있거나 익숙한 사람들은 그 곳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인 기대감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더라도

혼잡함을 덜 느끼게 된다(Shelby et al. 1983).

마찬가지로 방문한 장소에 익숙한 사람들은 혼잡할 것이라는 것을 미

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혼잡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게 된다

(Levy-Leboyer 1982). 또한 혼잡한 쇼핑환경에 대한 사전에 습득한 정

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혼잡성에 대

한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더 능동적인 구매 행위를 보이며, 행동제약도

적게 느낀다(Langer and Saegert 1977).

2. 시간 압박(time pressure)과 체류시간(dwell time)

시간 압박은 소비자 행동의 관점으로 보면 소비자가 구매와 소비행동을

하면서 시간에 대한 부족을 느끼는 상태(John and Jagdish, 1969)나 시간궁

핍을 느끼는 소비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Michael R.

Solomon, 2012). 이런 시간 압박은 매장환경 조건하에 소비자의 의사결정

에 영향을 주는 상황변수(situational variable)로 관련 연구에 폭넓게 다뤄

지고 있다(Herrington&Capella 1995; Iyer 1989; Vermeir&Van Kenhove

2005). 공항 맥락에서 보면 여객이 시간 압박을 느끼는 요인들은 보안검색,

여권심사와 탑승게이트간 긴 거리 및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있는데

(Yi-Hsin Lin and Ching-Fu Chen, 2013), 이를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공항에 일찍 도착하게 되고, 항공편 출발에 앞서 터미널내에서 소비하는 시

간, 이른바 체류시간(dwell time)의 증가를 가져온다.

Bowes (2002)는 국제공항터미널에서 여객의 쇼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핵심요소로서 시간과 감정을 찾아냈다. 특히 공항에 도착해 탑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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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나면 여객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그들의 흥

분(excitement)는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소위 ‘Happy hour'로 일컫고 이때

쇼핑하는데 시간을 활용한다(Thomas, 1997). 여객 스트레스 곡선 <그림

2-1>에 따르면 여객 스트레스는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양하게 나

타난다(Scholvinck, 2000). 이 곡선은 출국심사와 보안검색 시간동안 이른바

억류되었던 소비자 집단(captive customer segment)으로 바라보는데 이 과

정을 지나면서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여객이 상업활동

을 하는데 촉진하게 된다.

<그림 2-1> 여행 스트레스 곡선

출처 : Scholvinck, 2000

Kim, H. Y., & Kim, Y. K. (2008)에 따르면, 시간압박의 수준은 둘러보는 방

식(browsing mode)에 대한 쇼핑 즐거움 정도를 조절한다. 연휴 레저 목적

의 여행객은 시간압박을 좀 더 경험하는 사업목적 여객에 비해 터미널에서

좀더 많은 시간을 체류한다(Tosic, 1992). 한편 Torres, Domínguez, Valdés,

and Aza (2005)는 탑승시간이 45분 이하로 남아 있을 경우 사업목적 여객

이 휴가목적 여객보다 소비성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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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경영자들이 갖는 중요한 관심사는 매장을 찾아온 쇼핑객을 어떻

게 하면 오랫동안 매장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는 매장 내에서 쇼핑객

들이 오랜 시간동안 머물수록 더 많은 구매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매장에 대한 태도와 체류시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Bitner(1992)는 서비스업종에 속하는 기업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 반응은 머무는 시간과 반복구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

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Bateson & Hui(1992)도 서비스 공간 내에 머물

고자 하는 시간과 재방문은 만족감의 결과라고 하였다. 국내 연구결과에

서도 이유재와 김우철(1998)은 서비스 환경에 대한 만족이 고객의 잔류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3. 쇼핑가치와 동기

쇼핑가치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Dodds 외 (1991)는 쇼핑 가치를 “모든 상대

적인 평가기준을 감안한 주관적 유용성을 보여주는 평가로서, 완성된 쇼

핑경험을 구성하는 모든 정성적이고 정량적이며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대해 김성환 외

(2010)는 쇼핑가치를 주관적인 특징을 고려한 개념으로 쇼핑의 가치는

단순히 제품 획득이나 기능적인 효용성 관점에서의 가치뿐 아니라 소비

자들이 쇼핑을 경험하는 동안 유발된 반응들을 통해 제공되는 쾌락적 가

치를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소비자들은 쇼핑경험을 통해 쇼핑가치를 느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쇼

핑을 자기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수도 있고, 즐

거움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 Babin, Darden, &

Griffin(1994)은 쇼핑가치를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실용적 쇼핑가치(utilitarian shopping value)는 쇼핑을 제품을 효율적

으로 구매하는 과업으로 보고, 쇼핑과정에 투입되는 금전적, 비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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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하는 데

가치를 둔다. 실용적 소비자들은 능동적, 과업 관련적, 그리고 합리적인 것

으로 묘사된다(Jones, Reynolds, & Arnold, 2006). 쾌락적 쇼핑가치(hedonic

shopping value)는 실용적 쇼핑가치에 비해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과업완

결보다는 즐거움과 쾌락을 목적으로 한다(Holbrook & Hirschman, 1982).

유희적 쇼핑가치는 쇼핑의 내재된 즐길거리와 정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

이며, 유희적 즐거움은 쇼핑만족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Jones et al.(2006)은 유희적 가치를 도모하는 소비행태가 단순히 원하

는 상품의 습득만을 위한 쇼핑행태라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상품과 상점

에 대한 미래의 행태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Arnold & Reynolds(2003)는 유희적 가치를 기

분의 전환, 모험심리, 새로운 경향의 탐색 외에 쇼핑과정에서 타인들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사회적인 상호 작용으로 구분하였다. 안광호와 이하늘

(2011)은 쾌락적인 쇼핑가치를 ‘시각적 끌림’, ‘오락적인 가치’, ‘일상에서

의 탈출’, ‘교환과정에서 발생한 내재적인 흥미’ 등으로, 실용적인 쇼핑가

치를 ‘효율성’, ‘경제가치’, ‘서비스의 탁월성’ 등으로 자세히 구분하였다.

이러한 쇼핑동기에 대해 공항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평소 쇼핑하

는 방식과 장소와는 달리 공항이 제공하는 이국적인 자극(exotic

stimuli)과 생소한 상황은 일반적인 쇼핑과는 다른 쇼핑 동기를 떠올릴

수 있다. Geuens et al. (2004)는 공항에서의 쇼핑동기를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

(1) 기능적 동기(functional motivation) : 좋은 가격, 편의성, 품질 등

(2) 경험적 동기(experiential motivation) : 프로모션, 탐닉적 구매

(3) 공항분위기 관련 동기 : 사전계획구매,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한 구매

(4) 공항인프라 관련 동기 :　매장서비스, 직원언어구사력, 홍보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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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쇼핑가치와 쇼핑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공항내에서의

면세점 쇼핑 유인을 찾는다면 해외여행이라는 일상에서의 탈출감에서 비

롯된 쾌락적 가치를 바탕으로 면세(Duty-free)라는 가격적 메리트 등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면세점 제도

면세점이란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외에서 소비할 것을 전제로 하여, 외

국국적 국내 입국자나 한국국적의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 또는 물품구매

쇼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관세(duty)와 부가가치

세 등 내국세를 면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이다(김가령,

2008). 면세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법률적인 용어는 세법

제19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이 사용하는 것

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보세판매장’으로 불린다. 흔히

보세판매장을 사전면세점으로 일컫기도 하며,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과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소를 사후면세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양자

의 차이점은 사전면세점은 내국세 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면제된 물품이

판매되나, 사후면세점은 내국 소비세만 면제될 뿐 관세는 면제되지 않은

물품만이 판매된다는 것과, 사전면세점은 판매시점에 면세를 한 다음 해

당 물품은 출국하는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해 주지만,

사후면세점은 판매시점에 소비세를 모두 납부하고 구매자가 물품을 인도

받은 다음 출국할 때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는 1978년말에 세법을 개정하여 보세판매장제도를 도입하였고, 공항과

항만 출국장에 설치되는 출국장면세점과 출국하는 사람들이 시내에서 미

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내면세점으로 구분된다(정재완, 2016). 절차

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관세법에 의한 특허로 사업이 가능하며, 우리나

라를 일시적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나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들을 대상

으로 면세품을 판매한다는 점은 같다. 연도별 보세판매장 특허현황은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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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보세판매장 특허현황 (단위 : 개)

1979 1989 1999 2009 2011 2013 2014 2015

보세판

매장

외교관 1 1 1 1 1 1 1 1

출국장 3 4 8 15 17 17 20 22

시내 2 29 11 10 10 17 17 22

계 6 34 20 26 28 35 38 45

지정면세점 - - - 4 4 5 5 5

합계 6 34 20 30 32 40 43 50

출처 : 관세청, 우리나라 면세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2016.2.18)

<표 2-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89년 올림픽이 개최이후 34개에

달했던 면세점이 1999년 20개까지 급감한 것은 올림픽 이후 외국인 관광

객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2013년 이후 면세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주로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중소·중견면세점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정주원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면세점 이용객의 약 38%가 내

국인 소비자인 반면, 외국인 소비자는 약 62%로 외국인 소비자의 비중

이 2배가량 높았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내국인의 면세품 소비 비중은 2002년을 기점으로 50%를 넘

어 섰고, 2008년에는 그 비중이 74%에 이르러 외국인 소비자에 비해 3

배가량 많이 면세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면세점은 더이

상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쇼핑공간이 아니라 내국인 소비자들이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하나의 쇼핑장소로 변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Yue Pan and Jennifer Christie(2011)는 점포 밀집도(retail density)

및 시간압박(time pressure)이 쇼핑객의 점포태도와 행동의도에 대한 영

향을 연구하였고, 매장 혼잡도가 중간정도(medium level)의 혼잡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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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실험자의 매장방문의도가 가장 컸으며, 이때 매장 밀집도가 증가할수

록 매장방문의도는 곡선형태(curvilinear)의 패턴로 나타냈다. 즉 피실험

자들은 높거나 낮은 혼잡도를 갖고 있는 매장보다는 중간정도의 혼잡도

를 선호함을 확인하였다.

Thomas J.L.van Rompay et al.(2012)는 쇼핑은 희망상품을 얻는 목표

지향적(goal-directed) 활동일 뿐만 아니라 주변 쇼핑객들과의 사회적 경

험이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혼잡성 연구에서는 점포 밀집도가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을 강조한 반면 다른 존재요인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쇼핑경험과 소비지출에 대

한 점포 밀집도의 영향에 제휴욕구(affiliation need)라는 조절변수를 고

려한 연구를 통해 강한 제휴욕구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밀집한 상황에

서 주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돈을 더 지출

한다는 것을 밝혔다.

Machleit et al.(2000)은 점포 혼잡에 대해 공간적 혼잡(spatial

congestion)과 인적 혼잡(human congestion))으로 나눈 후, 인적 혼잡은

쇼핑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간적 혼잡은 쇼핑만족에 부정적으로 영

향을 줄 것을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인적 혼잡은 쇼핑만족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지 못했고, 공간적 혼잡과 쇼핑만족은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roglu and Machleit(1990)는 실험실 환경에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컬

라 슬라이드로 점포환경을 조성하여 시나리오별 반응을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 점포 밀집도와 혼잡성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인지된 점포 밀집도

가 높을수록 경험하는 점포 혼잡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증했으며, 임무

지향형 쇼핑객들(Task-oriented shoppers)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non-task-oriented shoppers)보다 더 크게 점포 혼잡성을 느끼는 것으

로 확인했다. 또한 구매와 관련된 인지된 위험과 시간에 대한 압박은 쇼

핑객들이 느끼는 점포의 혼잡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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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rington and Capella(1995)는 소비자의 시내 수퍼마켓 쇼핑행동에

대한 시간압박의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시행하였고 실제 및 상대적

인 개념의 쇼핑시간 및 구매액과 자기기입식 시간압박(self-reported

perceived time pressure) 측정치를 활용하였는데 연구 결과, 수퍼마켓

상황에서는 시간압박을 받은 쇼핑객이 반드시 시간이나 돈을 더 쓰거나

덜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심리학에서는 밀집 상태에서 지각한 혼잡성이 불쾌감이나 초조함과

같은 환경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회피 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반응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Baum and Greenberg 1975). 점포가 너무 혼잡할

때 쇼핑객들이 체류시간을 단축하거나 점포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의

탐색을 회피하고, 판매원과의 대화 시간을 단축하시키려는 것이 바로 부

정적인 회피 행동의 예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은 결과적으로 쇼

핑만족감을 떨어뜨리며 점포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Mehrabian and Russell(1974)은 사람이 환경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접근(approach)과 회피(avoidence) 행동의 연계관계로 보고 환기

(arousal) 수준에 따라 역U자와 같은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환기 수준이 상당히 낮으면 목표지향적

인 의식이 없어지면서 육체적인 회피행동을 보이게 되며, 아주 높은 환

기 수준에서도 회피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기 수준이 적절할

때에는 그 자극에 대해 친숙함을 갖게 된다. 이것을 쇼핑객이 점포 안에

서 보이는 행동과 연관시켜 보면 환기 수준이 적절할 때 쇼핑객은 점포

내에서의 탐색 행동이나 구매에 대해 만족감을 상당히 크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혼잡성에 대한 선행 연구는 높은 수준의 밀집도 상태

에 한정지어 사람들의 혼잡성 지각이 모두 부정적인 반응으로 연결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혼잡성에 관한 주요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서성무와 정석진(2010)은

점포내 쇼핑객이 밀집해 있는 정도와 쇼핑객이 인식하는 혼잡함이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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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점포를 고가매장과 저가 매장을 유

형을 구분하여 동일한 수준의 밀집상태에서 쇼핑객이 지각하는 혼잡성의

수준이 달라짐을 확인하였지만, 인식된 혼잡과 쇼핑시간의 직접적인 상

관관계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점포유형과 쇼핑가치관에 따라 밀

집도가 쇼핑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밝혔는데, 저가매장의 경우 밀

집도 수준이 중간일 때 고가매장보다 혼잡함을 덜 지각하고, 쇼핑시간도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고가매장의 경우 밀집도 수준이 낮을

때 쇼핑객들이 더 오래 점포 내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는 고가 매장에서

는 쇼핑객이 다른 고객의 존재를 자신의 쇼핑 행동에 제약을 주는 요인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추미애(2014)는 점포혼잡도 요인을 사회적 혼잡성과 공간적 혼잡성으

로 구분하여 구전의지와 재방문의도 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면서, 소비자 동조성이라는 조절효과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혼잡성은

점포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으나,

공간적 혼잡성은 유의성을 찾지 못하였다. 행동의도 중 재방문의도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전의지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동조성의 조절효과를 살펴 본 결과, 소비자

동조성이 높은 집단은 사회적 혼잡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적 혼잡성에서 낮은 영향을 미쳤다.

임종혁과 전달영(2015)은 쇼핑객 특성(동조성, 친숙성)과 점포 특성(구

색 다양성, 서비스 상호작용성)에 따라 공간적, 인적 혼잡성이 쇼핑객 감

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공간적

혼잡성과 인적 혼잡성은 긍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 한편,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긍정적 감정은 쇼핑 만족도를 높

이고, 부정적 감정은 쇼핑 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입증하였으나,

소비자 동조성이 강하거나 점포에 익숙한 쇼핑객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

람들보다 인적 혼잡성이 존재할 때 오히려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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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리와 인옥남(2015)의 연구는 인천공항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시설적 혼잡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부정적 감정반응이 높

아지는 반면, 공항이용객이 밀집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적 혼잡성과 이용

객의 감정적 반응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공항 이용객의 혼잡 인지가 매장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설적 혼잡성만이 재방문의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항이용객들의 긍정적 감정적 반응은 재방문의사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반응은 재방문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과학원 교통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2011)에 따르면 공항 상

업서비스측면에서 최적 생산성(optimal productivity)은 혼잡(congestion)

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없는 수준과 일치하는 가장 높은 공간의 양이라

고 정의하고 있으며, 최적 생산성은 공항 및 상업시설 유형에 따라 각기

다양하다. 교통량 증가로 인한 첨두기간(peak periods) 동안 발생한 혼잡

으로 인해 매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여객들은 쇼핑을 위

해 기다리기 보다는 상업시설을 그냥 통과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여객 급증으로 인해 공항수용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승연결편이 많은

허브공항과 같이 매일 상대적으로 높은 항공편 첨두 형태를 보이는 공항

에서는 혼잡효과로 인한 매출손실이 크다. 이러한 혼잡효과는 상업시설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표 2-2>와 같은 소비자의 성향과 소

비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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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공항 상업시설 유형/품목별 소비자 성향 및 소비행태

구분
기다리는
성향

요구되는 서비스수준 구매 수준
낮음 보통 높음 최저 최고

면세점

향수/화장품 낮음 ○ $30 $300
주류/담배 중간수준 ○ $20 $125
초코렛/과자류 중간수준 ○ $20 $75
잡화 중간수준 ○ $20 $1,000
패션 낮음 ○ $50 $5,000
주얼리/시계 낮음 ○ $200 $20,000
패션부틱(명품) 매우낮음 ◎ $100 $5,000

레스토랑 높음 ○ ○ $12 $25
편의점 중간수준 ○ $1 $15

출처 : LeighFisher

혼잡성(또는 밀집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혼잡성이 감정과 행동

에 미치는 결과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비자들

이 혼잡성을 느낄 경우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부정적 쇼핑 경험을 한다

는 것이다(Eroglu and Machleit 1990; Machleit, Eroglu and Mantel 2000).

둘째, 혼잡성이 소비자행동(쇼핑시간, 재방문의사, 쇼핑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쇼핑객의 특성이나 점포의 특성이 조절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서성무와 정석진 2010; 추미애 2014; 임종혁과 전달영 2015). Pons

et al.(2014)은 희소성이 인적 혼잡성이 야기하는 부정적 감정을 상쇄시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예컨대, 어떤 명품 매장에서는 매장 내의 소비자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줄을 세워 대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소비자들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보다 즐거움과 기대감일 수 있다(이민훈 2012). 셋째,

밀집도(또는 혼잡성)이 소비자 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역U자형의 비선형

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Yue Pan and Jennifer Christie 2011; Pan and

Siemens 2011; Mehrabian and Russell 1974)들이 있다. 즉, 어느 수준까지

의 혼잡성 정도는 긍정적 감정을 초래하나 적정 수준을 넘어 혼잡하면 소

비자들이 부정적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항산업 맥락에서 보

았을 때, 첨두형태가 두드러진 허브공항에서는 상업시설 매출에 손실이 커

지는 혼잡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국립과학원 교통연구위원

회, 2011). 주요 선행연구 결과에 대해 <표 2-3>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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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점포 밀집도/혼잡성과 결과요인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논문명(연구자) 주요개념 및 변수 연구(조사)방식 주요결과

The differential 
effects of retail 
density(Yue Pan, 
Jennifer Christie 
Siemens, 2011) 

(독립변수)
밀집도
(종속변수)
매장방문의도, 매장태도
(조절변수)
시간압박

대학생 270
명 대상 실
험 (피실험
자간 설계)

1. 점포 밀집도가 중간수준일 때,
쇼핑의 결과가 긍정적이며, 매장
방문의도, 쇼핑시간, 구매의도는
밀집도에 따라 곡선형태
(curvilinear)를 띔
2. 시간압박이 있더라도 중간정도
의 밀집도가 쇼핑결과에 긍정임

Perceived Retail 
Crowding and Shopping 
Satisfaction
(Machleit, Eroglu & 
Mantel, 2000)

(독립변수)
혼잡성(인적/공간)
(종속변수)
쇼핑만족
(매개변수)
쇼핑감정
(조절변수)
점포유형, 기대감

대학생7 22
명 ( f i e l d
study),
대학생2 31
명&비대학
생 1 5 3 명
(실험실연구)

1. 혼잡성(인적, 공간적)은 모두
감정에 부정적 영향/혼잡성은 쇼
핑만족에 부정적 영향
2. 기대감, 점포유형, 혼잡도 관용
정도 등이 혼잡성과 만족관계를
조절함

쇼핑객 밀집도 수준과
지각된 혼잡이 쇼핑시
간에 미치는 영향
(서성무, 정석진,
2000)

(독립변수)
밀집도, 지각된 혼잡
(종속변수)
쇼핑시간
(조절변수)
점포유형(고가/저가)
쇼핑가치관(실용/쾌락)

점포 ( 2곳 )
방문 쇼핑
객(24 0명)
대상 설문
조사 및 조
사원의 관
찰

1. 밀집도가 중간수준일 때 고가
매장과 저가매장에서의 지각된 혼
잡성에 유의한 차이 나타남(저가
매장 쇼핑객은 실제 혼잡상황에
대해 혼잡한 느낌을 덜 갖음)
2. 고가매장은 밀집도 수준이 낮
을 때 쇼핑시간이 길고, 저가매장
은 밀집도가 중간수준일 때 쇼핑
시간이 김

점포 혼잡성이 점포태
도와 행동의도에 미치
는 영향
(추미애, 2014)

(독립변수)
혼잡성(사회/공간)
(종속변수)
구매의도,재방문의도
(매개변수)
점포 태도
(조절변수)
소비자 동조성

부산 소재
대학생(240
명) 대상
설문조사

1. 인적(사회)혼잡성은 쇼핑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고, 공간적 혼잡
성은 부정적
2. 점포체류시간이 길어지면 구매
의도에 긍정적
3. 점포체류시간과 구매의도의 관
계에서 쾌락적 소비자가 더 큰 영
향 발휘

혼잡성과 쇼핑감정이
쇼핑만족에 미치는 영
향
(임종혁, 전달영,
2015)

(독립변수)
혼잡성(인적/공간)
(종속변수)
쇼핑만족
(매개변수)
감정(긍정적/부정적)
(조절변수)
쇼핑객특성, 점포특성

전국 마트
7곳 쇼핑객
(361명)대상
설문조사

1. 공간적/인적 혼잡성은 모두 긍정적
감정을 감소, 부정적 감정은 증가시킴
2. 긍정적 감정은 쇼핑만족을 증가,
부정적 감정은 쇼핑만족을 감소시킴
3. 소비자동조성이 강하거나 또는 점
포에 친숙한 쇼핑객의 경우 인적 혼
잡성이 있을 때 긍정적 감정을 느낌

공항 이용객의 혼잡지
각이 감정적 반응과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승리, 인옥남,
2015)

(독립변수)
혼잡성(인적/시설적)
(종속변수)
재방문의사
(매개변수)
감정적반응(긍정/부정)

인 천 공 항
여객(300명)
설문조사

1. 시설적 혼잡지각은 재방문의사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2. 인적 혼잡지각은 재방문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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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론

제 1 절 연구모형 설계

본 연구는 공항내 시간대별 체류 여객수의 증가와 감소로 인한 밀집도

의 변화가 면세품 구매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여객

국적에 따른 쇼핑 특성, 면세품 구매 지출수준 및 매장위치별 조절효과

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그림

3-1>과 같은 연구 모델을 제시한다.

<그림 3-1> 연구모형

독립변수

조절요인 조절요인 조절요인

종속변수
여객
국적

지출
수준

매장
위치

H2 H3 H4

공항 면세구역

체류여객 밀집도 H1
공항 면세점 매출

통제변수

공항 면세구역

체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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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1. 체류여객 밀집도가 면세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

소매업에서 총 매출액은 사업 또는 매장 규모의 척도이며, 지역 상권

에 기초한 소매점에서는 특정 지역에서의 점포의 신뢰도와 지지도를 나

타내는 숫자로 보는 지표이며(김경배 외, 2011), 일반적으로 총 매출액은

고객수와 고객당 구매액의 곱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총 매출액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고객 수를 늘리거나 구매율과 상품단가를 올리면 가능하

다.

Arthur D. Little사의 연구(2009)에 따르면 유럽의 9개 주요 허브공항

에 대한 출발여객 백만명당 매장 운영면적과 효율성 지표로써 출발객당

평균매출액(retail sales/departing passenger)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성

숙도(maturity level) 수준의 매장규모를 도출하였다1).

앞서 혼잡성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매

개하여 부정적 쇼핑경험을 한다(Eroglu and Machleit 1990; Machleit,

Eroglu and Mantel 2000)는 연구결과와 밀집도-소비자행동간의 역U자형

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Yue Pan and Jennifer Christie 2011;

Pan and Siemens 2011; Mehrabian and Russell 1974)를 바탕으로 매출

지표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 공항 면세구역내 체류여객 밀집도는 공항 면세점 매출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 이 연구에서는 출발여객 백만명당 1,000∼1,200m2 수준에서 €18∼20의 출발

여객당 평균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지만, 다수의 공항은 출발여객 규모에 비해

적은 규모(400∼600m2)로 매장이 운영되고 있어 최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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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1 : 공항 면세구역내 체류여객 밀집도가 특정수준까지 올라가면

총 매출액은 증가하다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출액은 정

체되거나 감소할 것이다.

H1-2 : 공항 면세구역내 체류여객 밀집도가 특정수준까지 올라가면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은 증가하다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출액은 감소할 것이다.

2. 체류여객 밀집도와 면세점 매출 간의 조절 효과

매년 초에 발표하는 방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6)2)

의 조사를 보면, 2015년 기준 방한 외국인 입국객은 총 11,562,192명으로

중국인이 5,468천명(47.3%), 일본인이 1,801천명(15.6%)으로 두 국적의

외국인이 전체 외래 입국객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방

문후 가장 큰 관광이 쇼핑활동(67.8%)이며 음식/미식탐방(47.3%), 자연풍

경 관람(30%)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쇼핑장소로 시내면세점

(41.1%), 명동(39.3%), 공항면세점(25.0%)을 선호하고 있으며, 외래관광

객 1인 지출경비는 평균 1,712달러이지만, 중국인은 2,319 달러인 반면

일본인은 827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중국인의 씀씀

이가 일본인의 2.8배에 달하고 있다. 쇼핑 아이템도 중국인의 경우 향수/

화장품을 가장 선호(85.4%)하는데 반해 일본인은 식품류를 선호(67.3%)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면세점 쇼핑패턴을 보면 중국인은 주로 시

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72.7%)하고 공항에서는 2차 구매형태(28.

6%)를 보이는 반면, 일본인은 시내면세점 구매(14.0%)보다 공항면세점

구매(24.6%)가 상대적으로 커 여객의 국적별로 쇼핑형태와 구매액/품목

이 다르게 나타났다.

2)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의 국내 여행실태, 소비실태 및 그들의 평가를

조사하여 외래관광객의 국내여행 성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연도별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와 향후 관광제도 개선을 위한 관광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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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이용고객 특성파악을

위한 설문조사3)(인천공항공사, 2012)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계획구

매가 54.8%로 충동구매(45.2%)보다 높았으나, 국적별 구매성향을 살펴보

았을 때 한국은 계획구매(64.4%)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중국인과

일본인은 충동구매 성향(중국인 51.1%, 일본인 48.9%)이 상대적으로 컸

다. 구매 저해요인에 대해 한국인은 구매희망상품의 부재(40.0%), 중국

인은 공항내 시간적, 환경적 여유 부족(34.3%)이라고 답했다.

위와 같은 국적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쇼핑

객 특성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H2 : 공항내 체류여객 밀집도는 공항 면세점 매출의 관계에 있어서 여

객 국적(한/중/일)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1 : 체류여객 밀집도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역U자형 비선형

관계에 있어서 한국국적 체류인원 비중이 증가하면 비선형관

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H2-2 : 체류여객 밀집도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역U자형 비선형

관계에 있어서 중국국적 체류인원 비중이 증가하면 비선형관

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H2-3 : 체류여객 밀집도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역U자형 비선형

관계에 있어서 일본국적 체류인원 비중이 증가하면 비선형관

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Yue Pan and Jennifer Christie(2011)와 Mehrabian and Russell(197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쇼핑객이 적을 때 보다 어느 정도 있을 때

매장방문의도나 쇼핑만족도 수준이 높아 질 것이다. 반면에 고가 매장

3) 본 조사는 2012년 7월19일부터 3일간 한중일 고객 각200명(총600명)을 대상

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시행하였음. 국적별 조사결과 이외에 구매성향을 성별

로 보면, 여성(42.8%)보다는 남성(48.2%)이 품목 구매에 충동적이었고, 충동구매

유발 요소로는 한중일 고객 모두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22 -

안에서는 쇼핑객들이 저가 매장보다 다른 사람들로 인한 혼잡성을 더 크게

지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밀집도가 낮을 때 쇼핑만족도나 쇼핑시간이 증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H3 : 공항내 체류여객 밀집도와 공항 면세점 매출의 관계에 있어서 거

래건당 구매수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1 : 거래건당 구매액이 높은 그룹의 경우, 체류여객 밀집도 올라

갈수록 체류인원당 평균지출액은 감소할 것이다.

H3-2 : 거래건당 구매액이 낮은 그룹의 경우, 체류여객 밀집도가 특

정수준까지는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은 증가하다가 그 이상

으로 올라가면 감소할 것이다.

매장의 효율적 배치는 운영비용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Troy.

2004). 편의점에서도 효율적 배치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다(Jenkins. 2000). 온라인에서조차 배치가 구매고객에게 영향을 끼

치는 등(Vrechopoulos et al.. 2004)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는 데 배치가

중요한 요소임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대표적인 소매형태인 백

화점의 경우도 매장의 배치상태에 따라 고객의 구매횟수나 단위가 달라

진다. 좋은 배치는 고객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충동구매를 유도하므로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남익현 외

(2005).

Paul Freathy and Frank O'Connell(2011)은 영국의 특정 국제공항 면

세구역(airside) 상업시설을 메인 터미널, 탑승피어 A와 B 등 3개 구역으

로 나누어 체류시간과 지출액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대부분의 매장은

터미널 중앙지역과 보안심사구역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있는데 이 곳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 국립과학원 교통연구위원회 보고서(2011)에 따르면 공항 상업시

설 개발시 편리성과 위치(Convenience and location), 여객흐름 경로

(passenger flows), 매장 집중화(Centralization), 시인성(Visibility),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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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Service)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보안검색 통과지역에 인접

(immediately post-security)한 핵심 상업시설을 배치할 경우 그 성과가

증대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시행한 매장별 면적당 매출액 및 객단가를 분석한

결과(2016년도 연간 상업시설 매출분석 보고서, 2017)에서도 보안 및 출

국심사대가 위치한 여객터미널 매장이 탑승동(위성 터미널) 매장들에 비

해 2배 이상 매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모든 출국객은 여객터미널을 거쳐 탑승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선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객터미널이 면세점 이용율과

노출도가 높은데 기인한다. 이러한 시설여건을 감안할 때 공항내 매장의

위치에 따라 체류여객 밀집도와 매출액과의 관계의 강도에도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

H4 : 공항 면세구역내 체류여객 밀집도와 공항 면세점 매출의 관계에

있어서 매장 위치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1 : 보안검색대와 출국심사대가 위치한 여객터미널 면세점은 밀

집도가 특정수준까지 올라갈수록 매출액은 증가하다가 그 이

상으로 올라가면 매출액은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이다.

H4-2 : 보안검색대와 출국심사대 지역을 벗어나 있는 탑승동 면세점

은 밀집도가 올라갈수록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기는 인천공항의 연중 최대 성수기인 2016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다. 이 기간은 항공 여객의 첨두

시간대(peak time)와 비첨두시간대(off-peak time)의 면세점 이용패턴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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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공항 및 면세점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

을 통제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2014년 9월 내국인 면세한도(4백불 >

6백불) 상향, 2015년 1월 담배세 인상에 따른 면세담배 수요급증 등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초반까지 면세점 산업에 큰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 관광산업 측면에서는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220여일동

안 메르스 사태로 인한 방한관광객 급감, 2016년 가을철이후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한국쇼핑관광 자제 정책 등이 국제공항에 영향을 주

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여객흐름관리시스템

(Passenger Flow Management System)과 면세점 매출관리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 자료를 수집했으며, 원시자료 형태는 <표 3-1>과 같다.

자료 수집 대상은 해당기간동안 공항내 면세구역에 체류한 출국여객

590,858명중 공항면세점의 정상영업시간(오전 6시30분∼오후 10시30분)

동안 공항내 면세구역에 체류하는 출국여객(562,502명)에 대한 자료와

동 기간중 면세점 구입내역(471,920건)이다. 공항 체류여객 밀집도를 분

석하기 위해 여객흐름관리시스템에서 개별 출국객의 국적, 항공편, 보안

검색 통과시각과 항공편출발시각 등을 활용하였고, 면세점 매출관리시스

템(POS)을 통해 면세품 판매품목, 순매출액, 거래발생시각 등을 수집하

였다.

<표 3-1> DATA 수집형태

여객흐름관리시스템 수집자료

1 2 3 4 5

국적 항공편명 출국장
통과시각

보안검색
통과시각

항공편
출발시각

매출관리시스템 수집자료

1 2 3 4 5 6 7

거래
발생
시각

매장
위치
코드

판매
품목
코드

판매
품목
명

순매출액
(부가세제외) 국적 항공

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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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있어서 인천공항 여객흐름관리시스템 출국여객 자료(국적,

검색대 통과시각, 항공편 출발시각 등)와 면세점매출관리시스템을 통해

얻은 거래시각, 매장별/국적별 매출액을 시간대(10분단위)별 패널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상기 가설검증을 위해 StataSE 11을 사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절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설명요인 : 체류여객 밀집도

본 연구에서 밀집도는 일정공간에 있는 사람의 수와 관련된 용어 개념

이므로 공간 크기와 사람의 인원수를 세거나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측정

이 가능하다. 체류여객 밀집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일 24시간을 10분단위

로 나누어 시간구간대(총 144구간)로 설정하고 시간구간대별 면세점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세구역(post-security area)내 체류 여객수로

측정하되,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시간구간은 면세점 정상영업시

간인 오전6시30분부터 오후10시30분까지 일일 96구간이며 총 672구간(96

구간×7일)이 된다. 여기서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시각과 항공사의 탑승마

감시각(항공편 출발예정시각 10분전 마감) 사이의 실제 면세구역내 체류

한 출발여객을 시간구간별로 자료를 묶어 집계하였다. 시간구간대의 설

정은 공항의 혼잡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객출

국자료가 실시간 집계되어 피크시점을 세밀히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감

안하여 10분단위로 자료를 측정4)하고자 하였다.

4) 美 국립과학원 교통연구위원회에서 발간한 P reparing Peak Period

and Operational P rofiles—Guidebook(2013)에는 공항특성에 따라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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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체류여객 밀집도는 각 해당 시간대까지 보안검색대를 통과

한 승객 수에서 항공편 출발시각이 10분 이내로 남은 승객 수를 차감해

서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06시 30분부터 06시 40분까지의 체류여객 수

는 06시 40분 직전까지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전체 인원 수에서 비행기

출발 시간이 06시 50분 이내인 승객 수를 차감하였다. 항공기 출발시간

10분전에 탑승 게이트를 마감하므로 06시 40분에 출발예정인 승객은 늦

어도 06시 30분에는 비행기를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06시 30분부터 06

시 40분 사이의 체류인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06시 50분에 출

발 예정인 승객은 10분 전인 06시 40분까지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기 때

문에 06시 30분부터 06시 40분의 시간대에는 체류인원에 포함시켜서 산

정하였다.

2. 조절요인

가. 국적에 따른 쇼핑 특성 차이

선행연구에서는 매장 혼잡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쇼핑객 특성으로 동조성(conformity)(김성환, 추미애 and 김삼원

2010)과 친숙성(familiality)(박수용 등 2008)으로 구분하였다. Bearden et

al.(1989), 김성환 등(2010)의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예 : ‘많은 사람들이

쇼핑하는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

정 장소를 이용하는 편이다’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면세점이라는 상업환경하에서 쇼핑객 특성은 시내

점포에서 보이는 것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

016년 연간 상업시설 매출분석 보고서(2017)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비중

이 한국인 매출(51%)이 중국(33%)이나 일본인(4%)보다 높게 나타났고,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인 여객이 거래건당 12만6천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중국인(11만8천원)과 한국인(8만8천원)이 그 뒤를 따

/12분/15분/30분/60분/일 단위 분석 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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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다. 이와 같은 국적별 특성은 앞서 설명한 문화관광체육부 시행 방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

류 여객을 국적별로 나누어 국적별 체류인원 비중이 체류여객 밀집도에

따른 지출액의 정도 차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나. 거래건당 지출수준별 차이

서성무와 정석진(2010)은 명동지역내 인접한 의류매장 2곳을 선정하여

고가매장(10만원대)과 저가매장(4천원∼3만원대)으로 점포유형을 구분하

여 쇼핑객 밀집도 수준과 쇼핑시간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거래건당 구매액 수준별로 밀집도 변화에 따른 구매액 차이(조절효

과)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간구간별(10분단위)로 거래량과 총 매출

액을 집계하여 거래건당 평균구매액(총 매출액/거래량)을 산출한 후 그

중앙값을 기준으로 고가 그룹 더미(1)과 저가 그룹 더미(0)로 변환 생성

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 매장위치에 따른 구매액 차이

상업시설의 배치에 대한 학술 연구는 거의 없지만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을 기획하는데는 매장의 위치별 배치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

며 매출증대 핵심적인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 면세구역을 여객동

선에 따라 구분하여 매장 위치별 구매액의 차이를 측정하고 한다. 여객

이 면세구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안검색장과 출국심사장을 통과해야

하는데 출국심사장은 총 6군데가 있고 여객터미널내에 배치되어 있다.

한편 외국국적 항공편을 이용하려면 여객터미널에서 무인열차(셔틀트레

인)를 탑승하여 탑승동(위성 터미널)로 이동한 후 공항 체류시간동안 쇼

핑이나 식사 등의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출국심

사장가 위치한 여객터미널 매장과 그 이외 탑승동(위성터미널) 매장으로

구분하여 밀집도와 구매액 관계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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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변수 : 면세점 매출

선행연구에서는 매장 혼잡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대해 Yue Pan,

Jennifer Christie Siemens(2011)은 매장방문(재)의도로 측정하였고,

Machleit, Eroglu & Mantel(2000)은 쇼핑만족으로 정의하였으며 서성무,

정석진(2000)은 쇼핑시간으로 정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리커트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관리시스템(POS)에 실시간

으로 기록된 쇼핑객의 면세품 실제 매출액을 체류여객 밀집도에 따른 소

비자 반응을 파악하는 측정 변수로 정하였다.

또한 면세점에서는 상품 구매시 원화 이외에 달러화, 위안화, 엔화, 유

로화로 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환은행에서 발표하는 전일 최종 매매

기준 환율을 일단위로 적용하여 조사기간 동안 원화로 환산하여 매출액

을 산출하였다.

일반 상거래에서 매출액은 입점객수, 구매전환율, 객단가(customer

transaction)에 의해 결정되고, 객단가는 구매객 1인당 평균매출액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네이버 지식백과), 이를 수식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아

래와 같다.

매출액 = 입점객수 × 구매전환율 × 객단가

면세점 등 소매업의 성과는 매출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매출액을 증

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구매객수를 늘리거나 구매객 1인당 매출액(객단

가)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김경배 외, 2011).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는 매장면적을 확대하거나 상품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구매활동을 촉진

하고 우수고객을 유치하는 각종 프로모션 활동이 필요하다.

공항면세점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입점객수는 면세구역 체류여객수이고

객단가는 면세구역 체류여객 1인당 평균매출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세점 매출을 총 매출액과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으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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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요인 : 체류시간

기존 연구(Torres E. et al, 2005; J. Duncan Herrington and Louis M.

Capella, 1995)에 따르면 쇼핑객의 체류시간(dwell time or Waiting

time)과 지출액간에는 양(+)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있다는 것을 검증

했다. 국제공항 맥락에서 보면 탑승수속, 출국심사, 보안검색 등 일련의

항공기 탑승절차는 여객에게 체류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시간적 압박이

큰 쇼핑환경이기 때문에 면세구역내 체류시간은 면세점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Yi-Hsin Lin and Ching-Fu Chen, 2013).

체류시간은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첫째, 해당 시간대에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은 비행기 출발시간에서 10분을 뺀 시간(기내

탑승마감시간)에서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시간을 차감하여 체류시간을 산

정하였다. 예를 들어 항공편 출발예정시각이 오전8시 정각인 여객이 06

시35분에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경우, 항공편 출발 시간에서 10분을 뺀

시각(07시 50분)에서 보안검색대 통과 시각(06시 35분)을 차감하여 체류

시간은 1시간 15분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06시30분∼06시40분 시간대

의 보안검색대 통과여객의 체류시간을 산정하였다.

두번째 유형으로, 해당 시간대 이전에 이미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승객

의 경우 항공편 출발시간에서 10분을 뺀 시간에서 해당 시간대의 시작

시점을 차감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앞에서 예로 들었던

06시 35분에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의 경우 06시 50분∼07시 사이에

도 체류인원에 해당하며 이 때 이 승객의 체류시간은 07시 50분에서 06

시 50분을 차감하여 1시간으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해당 시간대에 해당하는 체류인원의 체류시간을 산정하

여 평균을 구한 후 이를 평균체류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상기 변수 측정

에 대한 내용은 <표 3-2>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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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변수 측정

변수명 변수 측정 내용 비 고

독립

변수

체류여객

밀집도

시간구간별

면세구역내

체류여객수

일일 10분단위로 체류여객수

산출

여객흐름관리

시스템

데이터 분석

조절

변수

국적

시간구간별

국적별

체류인원

비중

일일 10분단위로 대한민국,

중국, 일본, 기타국적

체류인원 비중

여객흐름관리

시스템

데이터 분석

지출규모

시간구간별

거래건당

평균지출액

일일 10분단위로 거래건당

평균지출액을 산출, 중앙값을

기준으로 저가/고가 그룹

더미화

면세점

매출관리시스

템

(POS)

데이터분석

매장위치

시간구간별

매장위치별

매출액

일일 10분단위로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위성터미널) 각

매출액 산출

″

종속

변수

공항면세점

매출

시간구간별

면세품

총매출액

시간구간별

체류여객당

평균매출액

일일 10분단위 총/인당
구매액 ″

통제

변수
체류시간

시간구간별

면세구역

체류여객의

평균체류시간

일일 10분단위로 체류인원에
대한 평균체류시간 산출

여객흐름관리

시스템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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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데이터 분석

1. 체류여객 특성

2016년 7월27일(수)부터 2016년 8월2일(화)까지 7일동안 총 590,858명

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외로 출국하였고,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한국인(69%), 중국인(17%), 일본인(3%) 순으로 공항을 이용하였다.

또한 동 기간은 2016년도 최대 여름휴가 시즌으로 7월30일(토) 한국인

출국객 비중(7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상기 기간중 면세점 영업시간(06시30분∼22시30분)

에 체류한 여객과 같은 기간동안 면세품 매출실적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표 4-1>와 같이 총 출국객중 95.2%인 562,502명이다. 여기서 출국장

통과승객 수와 항공편 탑승객 수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당일 밤 12

시를 넘어 익일 새벽에 출발하는 심야 항공편의 운항에 기인한다.

<그림 4-1> 일자별 출국객수 및 국적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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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일자별 분석대상 수

일 자
출국장

통과승객(a)

항공편

탑승객 수

분석대상

승객 수(b)
비고(b/a)　

7월 27일(수) 81,264 80,756 78,710 96.9%

7월 28일(목) 83,122 82,681 78,835 94.8%

7월 29일(금) 88,371 87,844 83,884 94.9%

7월 30일(토) 91,062 91,578 86,846 95.4%

7월 31일(일) 91,599 91,915 86,796 94.8%

8월 1일(월) 80,474 79,695 77,072 95.8%

8월 2일(화) 74,966 76,104 70,359 93.9%

계　 590,858 590,573 562,502 95.2%

시간대(10분단위)별 체류여객은 평균적으로 9,839명이 공항 면세구역

내 체류하였으며, 오전 8시30분∼8시40분 사이에 체류여객 밀집도(14,847

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 체류인원 추이는 <그림 4-2>로 파악

할 수 있는데 한국인이 체류인원 전체 변동추이를 이끌고 있는 반면, 중

국인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시간대에 체류인원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동 시간대에 중국국적(노선) 출발 항공편이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5)

<표 4-2> 시간대별 면세구역내 체류인원 및 체류시간에 대한 기초통계량

구분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체류인원수(명) 672 9,839 2,683 1,858 14,847

체류시간(분) 672 76.96176 12.39259 48.5 110

5) ‘16년 7월현재 중국국적 취항항공사는 총 10개사로 11시∼14시대(3시간)에

중국행 출발편 45%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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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시간대별 체류인원 분포

한편, <그림 4-3>는 10분단위 시간대별 면세구역내 체류시간을 나타

내고 있는데, 평균 체류시간은 77분이었으며, 오후 3시30분∼3시40분 사

이에 체류시간(110분)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체류인원 추

이 역시 한국인이 체류시간 전체 변동추이를 이끌고 있으며, 중국인의

경우 오후 5시50분부터 6시 시간대에 체류시간(119분)이 가장 높았다.

<그림 4-3> 시간대별 면세구역내 평균체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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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4-4>는 면세구역내 체류인원수과 평균 체류시간을 시간

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체류인원수(밀집도)가 많은 시간대(8시30분∼9시

30분, 12시∼13시, 17시30분∼18시30분)는 면세구역 평균체류시간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항 혼잡시간대 출국객이 면세구역 진입이

전 탑승수속,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과정에서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되었

기 때문에 동 시간대에 체류인원수가 많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체류시간

은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4> 시간대별 면세구역내 평균체류인원수와 평균체류시간

2. 면세점 매출분석

<표 4-3>을 보면, 조사기간(7.27∼8.2)동안 인천공항 면세점 총 매출

액은 499.6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본 연구대상이 되는 면세점 정상영업

시간(6시30분∼22시30분)중 발생한 매출액은 482억원이다. 두 금액 차이

는 24시간 지정 영업매장(5개 매장)의 정상영업시간 이외에 발생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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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한 것이다. 품목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 향수/화장품(37.9%), 패션

/악세사리(32.5%), 담배(12.9%), 주류(6.5) 품목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래

건수 기준으로는 향수/화장품(43.1%), 담배(24.0%), 포장식품(14.1%), 패

션/악세사리(11.0%) 품목 순으로 면세품 거래가 이루어졌다. 품목별로

매출비중과 거래비중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상품 판매가격대와 쇼

핑객의 상품 구매건수가 상이한 것에 비롯된 것인데, 예를 들어 담배 품

목의 경우 구매건수(113,095건)는 다른 품목에 비해 많으나 판매가격대

(한보루당 2만원∼3만원대)가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건당

평균지출액(평균 99,940원)보다 낮아 높은 구매건수에도 불구하고 면세

점 매출기여도(비중)가 구매비중대비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표 4-3> 면세점 품목별 매출실적

품목
전체 매출액

(백만원)
분석대상

매출액(백만원) 매출비중 거래건수 거래건수비중

향수/화장품 18,776 18,267 37.9% 203,613 43.1%

주류 3,325 3,124 6.5% 20,119 4.3%

담배 6,288 6,203 12.9% 113,095 24.0%

포장식품 3,769 3,675 7.6% 66,628 14.1%

패션/악세사리 16,384 15,646 32.5% 52,128 11.0%

전자제품 986 855 1.8% 5,998 1.3%

기념품 215 213 0.4% 6,610 1.4%

기타 220 217 0.5% 3,729 0.8%

49,963 48,200 100% 471,920 100%

주) 패션/악세사리 : 선글래스, 시계, 의류, 패션악세사리, 피혁, 귀금속/실버, 명품제품

기념품 : 기념품, 공예품

기타 : 문구류, 완구/유아용품, 편의용품, 크리스탈/차이나, 기획상품 등

<표 4-4> 거래건당 평균지출액 기초통계량

관측치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672개 97,698원 99,940원 18,749 53,015원 215,2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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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에 앞서 측정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정도와 강도 그리고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측

정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표 4-5>에 제시하였다.

시간구간대별로 한국국적 인원비중과 중국국적 인원비중 간에는 매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r=-0.840)를 보이고 있고,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

과 총 매출액간에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r=0.803)를 확인하였으

며 시간구간대별 체류인원과 매출액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r=0.775)를

관찰하였다. 체류시간과 한국국적 체류인원비중, 체류인원당 평균구매액

과 한국/중국 체류여객비중 간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체류

인원

(명)

체류
인원
비중
한국

체류
인원
비중
중국

체류
인원
비중
일본

체류
시간
(분)

매출
액
(천
원)

체류인원
당 평균
매출액

(원)

체 류 인 원
(명) 9,839 2,683 1 　 　 　 　 　 　

체류인원
비중 한국 67% .081 .425** 1 　 　 　 　 　

체류인원
비중 중국

19% .065 -.486** -.840** 1 　 　 　 　

체류인원
비중 일본 3% .018 .221** -.239** -.151** 1 　 　 　

체 류 시 간
(분)

76.96 12.39 .278** -.061 -.186** .374** 1 　 　

매출액(천
원) 71,726 26,525 .775** .242** -.297** .186** .394** 1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
(원)

7,142 1,939 .279** -.031 -.015 .104** .416** .803** 1

n=672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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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석결과 중 본 연구의 주요 측정변수인 시간대별 체류인원-매

출액(r=0.775), 체류인원-체류여객당 평균매출액(r=0.279) 및 한국국적-중

국국적 인원비중(r=-0.840)과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산점도와 그래프를

통해 도식화하여 좀 더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관측치(672개)가 많고 특정구간에 데이터 값이 집중될 수

있어 분포를 보다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매출액에 로그값을 취하여, 통

계프로그램(stata 11.0)에서 제공하는 해바라기 산포도(sunflower plot)6)

를 통해 확인할 결과, <그림 4-5>와 같이 체류인원과 매출액(로그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지만, 체류인원이 증가할수록 매출액의 증

가폭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4-5> 체류인원수-매출액(로그값) 산포도

6) 관측치의 수가 많은 경우(대략 300개 이상)에는 산포도를 통해 상관관계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경우 stata에서 제공하는 해바라기 산포도(sunflower plot)
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관측치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으면 점이나 동
그라미 대신 팔각형 모양의 bin으로 표시한다. 각 bin의 중심에서 나온 선하나
가 관측치 한 개 또는 2개이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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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체류인원과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은 양(+)과 음(-)의 관계를 약

하지만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를 <그림 4-6>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4-6> 체류인원수-체류인원 1인당 평균매출액 산포도

<그림 4-7>은 인천공항내 시간구간별 체류여객들의 평균 체류시간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산포도로 나타내 주고 있으며 체류시간과 매출액간

양(+)의 상관관계(0.394)를 보이고 있고 체류시간이 80분은 넘어선 구간

에서는 매출액 증가폭이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그림 4-8>는 시간구간별 면세구역내 체류인원 수와 그들의 평

균 체류시간과의 관계를 산포도로 확인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0.278)

를 보여 주고 있지만, 체류인원 수가 1.5만명 수준에서는 체류시간이 감

소한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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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체류시간-매출액(로그값) 산포도

<그림 4-8> 체류인원-체류시간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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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체류여객 밀집도와 매출액 간의 비선형적 관계와 이들

관계에 있어서 시간대별 국적, 거래금액(고가/저가) 및 매장위치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크게 2가지 분석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체류여객 인원수(밀집도)와 면세점 매출을 나타내는 시간구간별

총 매출액 로그값과 체류여객 1인당 평균매출액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통

제변수인 체류시간을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 체류여객 인원수

와 매출액(총 매출액, 체류여객 1인당 평균매출액)간의 선형관계를 가정

한 회귀식과 비선형적 관계를 가정한 회귀식의 설명력(R제곱)의 변화량

과 이에 대한 F검정 결과를 살펴보고 도출된 유의수준과 방향성을 토대

로 검증하였다.

둘째, 체류여객 인원수와 체류여객 1인당 평균매출액간의 관계에서 체

류여객 국적 및 거래건당 지출수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조절

요인(국적별 체류인원 비중, 거래건당 평균지출액 더미)의 체류여객 1인

당 평균매출액에 대한 직접 효과를 분석한 후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체류여객 인원수, 체류여객 인원수와 조절요인의 교항, 체류여객 인원수

제곱과 조절요인의 교항을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다만, 매장위치별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해 체류여객 인원수와 각 매장위치별(여객터미널, 탑승동)

총 매출액 로그값의 관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방정식은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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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식

가설 회귀방정식
1-1 면세점 총 매출액은 체류여객 밀집도가 특
정수준까지 올라가면 증가하다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이다.(역 U자형
비선형관계)

ln(총 매출액)=α+β0(체류인원

수)+β1(체류인원수2)+β2(체류시

간)+ ε1
1-2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은 체류여객 밀집도
가 특정수준까지 올라가면 증가하다가 그 이상
으로 올라가면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은 감소
할 것이다.(역 U자형 비선형관계)

체류여객당 평균매출액=α+β0(체류인원수)+β1(체류인원수2)+
β2(체류시간)+ ε1

2-1 체류여객수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역

U자형 비선형관계에 있어서 한국국적 체류인원
비중이 증가하면 비선형관계를 약화시킬 것이
다. 체류여객당 평균매출액=α+β0(체류인원수)+β1(체류인원수2)+

β2(국적별 비중)+β3(체류인원수*국적별 비중)+ β4(체류인원수2 *국적별 비중)+ β5(체류시간)+ε1
2-2 체류여객수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역
U자형 비선형관계에 있어서 중국국적 체류인원
비중이 증가하면 비선형관계를 강화시킬 것이
다.
2-3 체류여객수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역
U자형 비선형관계에 있어서 일본국적 체류인원

비중이 증가하면 비선형관계를 강화시킬 것이
다.
3-1 체류여객수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역
U자형 비선형관계에 있어서 거래건당 고가구매
그룹(더미 1)의 경우 비선형관계를 약화시킬 것
이다.(음(-)의 선형관계)

체류여객당 평균매출액=α+β0(체류인원수)+β1(체류인원수2)+
β2(건당 구매액 더미)+β3(체류

인원수*건당구매액 더미)+ β4(체류인원수2*건당구매액 더미)+ 
β5(체류시간)+ε1

3-2 체류여객수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역
U자형 비선형관계에 있어서 거래건당 저가구매
그룹(더미 0)의 경우 비선형관계를 강화시킬 것

이다.
4-1 여객터미널 면세점 총 매출액은 체류여객
수가 특정수준까지 올라가면 증가하다가 그 이
상으로 올라가면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이다.(역
U자형 비선형관계)

ln(여객터미널 매출액)=α+β0(체
류인원수)+β1(체류인원수2)+β2(체류시간)+ ε1

4-2 탑승동 면세점 총 매출액은 체류여객수가
올라갈수록 증가할 것이다.(양(+)의 선형관계)

ln(탑승동 매출액)=α+β0(체류인

원수)+β1(체류인원수2)+β2(체류

시간)+ 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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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체류인원과 총 매출액(로그값)/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

의 비선형관계 검증과 국적, 거래당 구매수준 및 매장위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

하였다. 특히 체류인원과 체류인원제곱의 두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강

한 상관관계(r=0.9793)로 거의 1에 가깝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10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척도 종속성, 다중

공선성, 해석상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송지준(2015), 민인식과 최

필선(2015) 등이 제시한 평균중심화법(centering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독립변수인 체류인원과 체류인원제곱항의 평균중심화값을 아래와 같이

생성하여 새로운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평균중심화값 = 원래값 - 평균값

각 회귀식 모형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체류인원 밀집도와 면세점 매출간의 비선형관계 검증

종속변수인 공항면세점 매출, 즉 총매출액 로그값(A)과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B)에 대한 비선형 회귀모형들을 검증한 결과는 <표 4-7>와

같다. 상기 회귀모형 Ⅰ-A과 Ⅰ-B를 통해 체류인원과 공항면세점 매출

간의 선형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밀집도의 척도인 체류인원수는 총

매출액과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에 모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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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체류인원과 공항면세점 매출간의 선형관계와 비선형관계

총매출액 로그값(A)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B)

모형Ⅰ 모형Ⅱ 모형Ⅰ 모형Ⅱ

체류시간(통제변수) .247*** .112*** .366*** .247***

체류인원수 .775*** .599*** .178*** .022

제곱항_체류인원수 -.389*** 　 -.345***

조정된 R 제곱 .767 .856 .199 .269

R 제곱 변화량 .768*** .089*** .202*** .070***

F 변화량 1106.064*** 414.406*** 84.598*** 64.224***

주) 1. * p<0.1, ** p<0.05, *** p<0.01

2. 체류인원, 체류인원제곱 변수에 대한 평균중심화법을 이용한 값임

또한 체류인원과 공항면세점 매출간의 비선형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체류인원수의 제곱항을 적용하여 모형Ⅰ와 모형Ⅱ를 비교하

였다.

총 매출액 로그값(A)의 경우 회귀모형Ⅰ(선형)와 회귀모형Ⅱ(비선형)

을 보면 조정된 R제곱이 0.089로 증가하였으며, F검정 결과 1%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공항 면세구역내 체류여객 밀집도

가 특정수준까지 올라가면 면세품 매출액은 증가하다가 그 이상으로 올

라가면 매출액은 정체되거나 감소한다는 역U자형 관계를 가정한 가설

1-1을 지지한다. 이는 회귀모형에 체류인원 제곱항의 추정계수가 음수값

(-0.389)이면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형관계 회귀모형보다는

비선형 역U자관계를 가정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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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과에 대해 체류인원의 증가에 따른 총매출액의 비선형(역U자

형) 관계를 보다 명확히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 증가율이 0인 변

곡점(inflection point)이 되는 체류인원수를 산출하였는 바, 통제변수인

체류시간을 평균 체류시간값(76.96분)으로 고정한 후 민인식과 최필선

(2015)가 제시한 2차 회귀방정식의 변곡점(=-β0/(2*β1)을 구하면 19,562

명이 도출되었다. 한편, 체류인원수의 변화에 따른 매출액 실제 변화추이

는 <그림 4-9>와 같이 도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면세점 총매출액은 체

류인원의 증가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조사시간중

10분단위당 최대 체류인원수(밀집도)는 14,847명(7월30일 오전8시30분∼8

시40분)임을 고려할 경우 총매출액이 감소하는 구간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4-9> 체류인원과 총매출액의 비선형관계

(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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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인원과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B)의 검증 결과도 총 매출액과 같

은 방법으로 모형 Ⅰ와 모형 Ⅱ를 분석한 결과, R제곱은 0.07 증가하였

고 R제곱 변화량에 대한 F검정의 결과 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선

형관계보다는 체류인원 제곱항의 추정계수가 음수값(-.345)을 갖는 역U

자형 비선형적인 관계를 볼 수 있어 체류인원이 일정 수준이상 증가하면

오히려 체류인원 1인당 매출액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1-2를 지지한다.

체류여객당 평균매출액이 최대치에 이르는 체류여객 수준(변곡점)은

9,974.6명(-β0/(2*β1)으로 산출되는데, 앞서 채택된 가설 1의 체류여객수

와 총매출액의 변곡점이 19,562명인 점과 비교하여 상당히 앞선 것은 체

류여객수가 약 1만명수준을 넘어서면서 쇼핑객들의 구매율이나 구매단가

가 먼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0>는 면세구역내 체류인원과

체류인원당 매출액 간의 역U자형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0> 체류인원과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비선형관계
(단위 :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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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여객 밀집도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간 관계에서

국적별 차이 검증

체류여객 밀집도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비선형 관계에 있어서 체

류여객 국적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

단되는 체류시간을 통제하면서 독립변수인 체류인원을 투입하였고, 2단

계에서는 체류인원 제곱항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 국적별 체류인원 비

중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는 체류인원과 국적별 체류인원 비

중의 상호작용항, 체류인원 제곱항과 국적별 체류인원 비중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류인원수와 체류인원수제곱항 변수를 척도의 전체평균으로 중심화하였

다. 우선 독립변수인 체류인원과 종속변수인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간의

관계는 앞서 가설 1의 검증(1단계, 2단계)을 통해 주효과인 역U자형 비

선형관계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

인인 국적별로 체류인원 비중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3단계)하고 체류

인원 제곱과 한국인 체류인원 비중과의 상호작용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4단계)하였다. 국적별 조절효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인 체류인원 비중(이하 한국비중)의 변화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표 4-8>에 제시하였다. <표 4-8>에서 보듯이 3단계에 조

절변수인 한국인 비중을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의 설명력(R제곱 변화

량=0.006, p<0.05)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한국인 체류인원 비중이 체류

인원당 평균매출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관계(β2=-.085,
p<0.05)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지막 4단계에서는 체류인원과 한국비

중, 체류인원 제곱과 한국비중 상호교항변수를 투입하여 한국비중의 조

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4단계 모형의 설명력(R제곱 변화량=0.014,

p<0.01)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한국인 체류인원 비중이 올라갈수록 체

류인원과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과의 역U자형 관계(β1= -.415, p<0.01)

를 약화(β4=0.154, p<0.05)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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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한국인 체류인원 비중 변화가 체류인원과 인당 평균매출액에 미치는영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체류시간 .366*** .247*** .233*** .245***

체류인원수(β0) .178*** .022 .066 -.037
제곱항_체류인원수(β1) 　 -.345*** -.337*** -.415***

한국비중(β2) 　 　 -.085** -.093**

교항_체류인원수*한국비중(β3) 　 　 　 .192***

교항_체류인원수제곱항*한국비중(β4) 　 　 　 .154**

조정된 R 제곱 .199 .269 .273 .285
R 제곱 변화량 .202*** .070*** .006** .014***

F 변화량 84.598*** 64.224*** 5.217*** 6.364***

주) 1. * p<0.1, ** p<0.05, *** p<0.01
2. 체류인원, 체류인원제곱 변수에 대한 평균중심화법을 이용한 값임

둘째, 중국인 체류인원 비중(이하 중국인 비중)의 변화에 따른 조절효

과 분석결과는 <표 4-9>로 제시하였다. 3단계에는 조절변수인 중국인

비중을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의 설명력(R제곱 변화량=0.014, p<0.01)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중국인 비중이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β2=0.137, p<0.01)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4단계에서는 체류인원과 중국인 비중, 체류인원 제곱과 중국인

비중 상호교항변수를 투입하여 중국인 비중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4

단계에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인

비중이 올라 갈수록 체류인원과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과의 역U자형 관계

(β1=-0.320, p<0.01)를 강화(β4=-0.134, p<0.05)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중국인 체류인원 비중 변화가 체류인원과 인당 평균매출액에 미치는영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체류시간 .366*** .247*** .263*** .263***

체류인원(β0) .178*** .022 .098** .041
제곱항_체류인원수(β1) 　 -.345*** -.319*** -.320***

중국비중(β2) 　 　 .137*** .180***

교항_체류인원*중국비중(β3) 　 　 -.059
교항_체류인원제곱항*중국비중(β4) 　 　 -.134**

조정된 R 제곱 .199 .269 .281 .284
R 제곱 변화량 .202*** .070*** .014*** .005
F 변화량 84.598*** 64.224*** 12.957*** 2.180***

주) 1. * p<0.1, ** p<0.05, *** p<0.01
2. 체류인원, 체류인원제곱 변수에 대한 평균중심화법을 이용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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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본인 체류인원 비중(이하 일본인 비중)의 변화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표 4-10>로 제시하였는데, 3단계에는 조절변수인

일본인 비중을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의 설명력(R 제곱 변화량=0.005,

p<0.05)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일본인 비중이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관계(β2=-0.08, p<0.05)에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고, 4단계에서는 체류인원과 일본인 비중, 체류인원 제곱과

일본인 비중 상호교항변수를 투입하여 일본인 비중의 조절효과를 확인하

였다. 4단계에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R제곱 변화량=0.014, p<0.01)은 유

의하게 증가하였지만, 일본인 비중 변화가 평균매출액과의 역U자형 관계

(β1=-.298, p<0.01)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4-10> 일본인 체류인원 비중 변화가 체류인원과 인당 평균매출액에 미치는영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체류시간 .366*** .247*** .275*** .279***

체류인원(β0) .178*** .022 .033 -.008
제곱항_체류인원수(β1) 　 -.345*** -.343*** -.298***

일본비중(β2) 　 　 -.080** -.062
교항_체류인원*일본비중(β3) 　 　 -.136***

교항_체류인원제곱항*일본비중(β4) 　 　 .010
조정된 R 제곱 .199 .269 .273 .285
R 제곱 변화량 .202*** .070*** .005** .014***

F 변화량 84.598*** 64.224*** 4.935*** 6.777***

주) 1. * p<0.1, ** p<0.05, *** p<0.01
2. 체류인원, 체류인원제곱 변수에 대한 평균중심화법을 이용한 값임

요약컨대, 한국인 체류인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체류여객 밀집도와 체

류인원당 평균매출액간의 역U자형 관계를 약화시키는 반면, 중국인 체류

인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체류여객 밀집도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간의

역U자형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인 체류인원 비중 변

화는 체류여객 밀집도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 간에 비선형 관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가설 2-1 및 2-2는 채택되었고,

2-3은 지지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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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류여객 밀집도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간 관계에서

거래건당 구매액 수준별 차이 검증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거래건당 구매액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2개

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즉, 거래건당 구매액 중앙값(97,698원)보다 낮은

저가 구매그룹 더미(0)과 높은 고가 구매그룹 더미(1)로 나누어 분석하

였고, 그 결과를 <표 4-11>에 제시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체류여객 밀집도가 유의한 수준

(p<0.01)에서 종속변수인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 체류인원 제곱항을 투입했을 때, 체류인원수

제곱항이 유의수준(p<0.01)에서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1단

계에서 보여준 체류여객 밀집도와 체류인당 평균매출액의 선형관계가 2

단계에서는 역U자형 비선형관계(2차함수)를 확인할 수 있다.

거래건당 구매액 수준별 차이(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구매그

룹별 더미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종속변수인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에 유의한 수준(p<0.01)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단계). 마지막으로 체류여객 밀집도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

의 관계에 거래건당 구매액 그룹별 더미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역U

자형 비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체류인원수 제곱항(2차항) 계수 절대값이

낮아지면서 체류인원수 제곱항과 구매액 그룹별 더미변수의 교항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체류인

원수(1차항)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0.01)에서 부(-)의 조절효

과를 나타냈다.

즉, 저가구매그룹에 비해 고가구매그룹에서는 역U자형 비선형관계가

약화되는 반면, 부(-)의 선형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건당

구매액 수준(고가, 저가)별로 체류여객 밀집도의 변화가 체류인원당 평균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3을 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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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거래건당 구매액 수준이 체류인원과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에 미치는영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체류시간 .366*** .247*** .151*** .125***

체류인원수(β0) .178*** .022 -.050 .121**

제곱항_체류인원수(β1) 　 -.345*** -.293*** -.174***

건당 구매액 그룹별 더미(β2) 　 　 .460*** .529***

교항_체류인원*건당 구매액 그룹

별 더미(β3) 　 　 -.195***

교항_체류인원제곱항*건당 구매액

그룹별 더미(β4) 　 　 -.041

조정된 R 제곱 .199 .269 .450 .470

R 제곱 변화량 .202*** .070*** .182*** .021***

F 변화량 84.598*** 64.224*** 221.861*** 13.077***

주) 1. * p<0.1, ** p<0.05, *** p<0.01
2. 체류인원, 체류인원제곱 변수에 대한 평균중심화법을 이용한 값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설 3-1과 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하여 거래건당

구매액 중앙값(97,698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그룹별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를 <표 4-12>에 제시하였다.

거래건당 고가구매 그룹에 대해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체류인원수가

유의한 수준(β0=-0.242, p<0.01)에서 종속변수인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에

부(-)의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체류인원수 제곱

항을 투입했을 때, 체류인원수 제곱항 계수의 유의수준(β1=-0.128,

p<0.05)은 낮아졌고 설명력도 미약하게 증가(1.3%)하였다. 즉, 1단계에서

보여준 체류인원과 체류인당 평균매출액의 부(-)의 선형관계가 역U자형

비선형관계(2단계)보다 더 유의하게 나타나, 거래건당 고가구매 그룹의

경우 체류여객 밀집도가 올라갈수록 체류인당 평균매출액이 감소한다는

가설 3-1은 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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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건당 저가구매 그룹의 경우, 1단계 검증에서 체류인원수가 유의한

수준(β0=0.459, p<0.01)에서 체류인당 평균매출액과 정(+)의 선형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2단계로 체류인원수 제곱항을 투입했을 때 모형의 R

제곱은 유의한 수준(p<0.01)에서 6.1% 증가하였고, 체류인원수 제곱항의

계수도 유의성((β1=-0.371, p<0.01)을 갖추어 역U자형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4-12>거래건당 구매액 수준별 체류인원수과 인당 평균매출액 관계 검증

거래건당 고가구매 그룹

(A)

거래건당 저가구매 그룹

(B)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체류시간 .147*** .129** .271*** .178***

체류인원수(β0) -.242*** -.186*** .459*** .237***

제곱항_체류인원수(β1) -.128** 　 -.371***

조정된 R 제곱 .093 .103 .394 .454

R 제곱 변화량 .098*** .013** .397*** .061***

F 변화량 18.116*** 4.669*** 109.819*** 37.686***

주) 1. * p<0.1, ** p<0.05, *** p<0.01
2. 체류인원, 체류인원제곱 변수에 대한 평균중심화법을 이용한 값임

상기 분석결과 정리하면, 거래건당 고가(97,698원이상) 구매그룹은 공

항 면세구역내 체류여객수(밀집도)가 증가하면 인당 매출액이 감소하는

음(-)의 선형관계를 보이는 반면, 거래건당 저가(97,698원미만) 구매그룹

에서는 체류여객수가 특정수준(11,314명)까지 올라 갈수록 인당 매출액

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역U자형 관계임을 확인하였고, 각 모형의

관계는 <그림 4-11>와 <그림 4-12>로 도식화 하였다. 가설 3-1과 3-2

는 모두 지지되었다.7)

7) 인당 평균매출액이 최대치에 이르는 변곡점에서의 체류인원수는 평균중심화

값이 아닌 체류인원과 체류인원 제곱값을 그대로 산식(-1차항 계수/(2*2차항 계

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고, 통제변수인 체류시간을 평균값(73.18분)으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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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거래건당 고가 구매그룹의 체류인원과 인당 평균매출액 관계

<그림 4-12> 거래건당 저가 구매그룹의 체류인원과 인당 평균매출액 관계

후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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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류여객 밀집도와 매출액간 관계에서 매장위치별 차이 검증

마지막으로 가설 4-1과 가설 4-2를 검증하기 위하여 여객터미널 면세

점 매출액 로그값(A)과 탑승동 면세점 매출액 로그값(B)을 종속변수로

하여 비선형 회귀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13>에 제시하였다.

여객터미널 면세점 매출에 대해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체류인원수

가 유의한 수준(β0=0.785, p<0.01)에서 종속변수인 여객터미널 총 매출액

에 양(+)의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체류인원 제곱

항을 투입했을 때, 설명력은 8.6% 증가하였고 체류인원 제곱항 계수도

유의한 수준(β1=-0.383, p<0.01)에서 역U자형 비선형관계를 보였다. 즉,

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면세점의 경우 밀집도(체류여객수)가 특정수준까지

올라갈수록 매출액은 증가하다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출액 증가가

둔화되거나 감소한다는 가설 4-1은 지지할 수 있으며, 이때 여객터미널

면세점 매출액(로그값)이 최대치에 이르는 체류여객 수준(변곡점)은

13,260명(-β0/(2*β1)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탑승동 면세점 매출에 대한 분석결과, 1단계 검증에서 체류인원

수가 유의한 수준(β0=0.329, p<0.01)에서 매출액 로그값과 정(+)의 선형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2단계로 체류인원 제곱항을 투입했을 때 모

형의 R 제곱은 유의한 수준(p<0.01)에서 9.4% 증가하였고, 체류인원 제

곱항의 계수도 유의성((β1=-0.400, p<0.01)을 갖추어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탑승동 면세점 매출액이 최대치가 되는 체

류여객수는 10,633명으로 앞서 채택된 가설 4-1의 체류여객수와 여객터

미널 총매출액(로그값)의 변곡점이 13,260명인 점과 비교하여 상당히 앞

선 수치다. 결론적으로 탑승동에 위치한 면세점은 밀집도와 매출액의 정

(+)의 선형관계라는 가설 4-2은 채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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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매장위치별 체류인원수과 매출액(로그값) 관계 검증

여객터미널(A) 탑승동(B)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체류시간 .238*** .106** .224*** .085***

체류인원수(β0) .785*** .612*** .329*** .148***

제곱항_체류인원수(β1) -.383*** 　 -.400***

조정된 R 제곱 .776 .862 .197 .290

R 제곱 변화량 .776*** .086*** .199*** .094***

F 변화량 1161.088*** 419.487*** 83.231*** 89.164***

주) 1. * p<0.1, ** p<0.05, *** p<0.01
2. 체류인원, 체류인원제곱 변수에 대한 평균중심화법을 이용한 값임

상기 가설 검증결과와는 별도로,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의 체류인원수와

각 해당시설 면세매장별 매출액(로그값)의 역U자형 비선형관계에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 4-13>와 같이 두 집단의 회귀계수의

방향과 크기 검증과 함께 R제곱의 크기를 비교하는 Fisher의 Z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정삼권, 2014). 검증결과,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시설별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Z=19,07, p<.001)에서 비선형관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객터미널내 체류여객 밀집도와 면세점 매출

액간 역U자형 관계가 탑승동보다 통계적으로 더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초 가설 4-2과 달리, 밀집도(체류여객수)에 따라 탑승동 면세점 매

출액(로그값)이 양(+)의 선형관계보다 역U자형 비선형관계로 설명되는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인천공항공사에서 발간한 항공통계 분석보고서(2017)에 따르면 2016년

도 기준 인천공항 국제선 출국객은 총 28,567,682명이며, 이중 여객터미

널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한 여객은 16,207,737명, 탑승동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한 여객은 12,359,945명으로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출국객

비율이 각각 56.7%, 43.3%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자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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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점 매출분석보고서(2017)에 따르면 2016년도 면세점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2조 2,939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여객터미널내 면세

점 매출액은 1조 9,403억원, 탑승동내 면세점 매출액은 3,536억원으로 여

객터미널과 탑승동 면세점 매출비율이 총매출 대비 84.6%, 15.4%를 차

지하였다.8) 이는 출국객의 이동동선상 탑승동 출발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이라 하더라도 여객터미널을 거쳐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우선 구매가 이뤄지고 탑승동 면세점은 부차적인 쇼핑장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여객터미널내 면세점의 경우 롯데, 신

라, 신세계 등 7개 사업자가 다양한 면세품목을 구비하여 판매하는데 반

해, 탑승동 면세점은 단독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면세품소비자의 매장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탑승동 면세점 매출증대의 제약요

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절요인인 이용객 국적의 관점에서

보면, 동 조사기간 동안 출국한 한국인(총 406,018명)의 탑승동 이용율은

41.3%인 반면, 중국인(총 98,232명)의 탑승동 이용율이 55.3%로 상대적

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쇼핑을 위한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부

족한 탑승동 영업환경 속에서 중국인의 충동구매와 2차구매 의지가 약화

된 것으로 볼수 있다.9)

요컨대, 여객터미널내 면세품 구매 선호경향, 탑승동 출발항공편 이용

객의 체류시간 부족으로 인한 중국인 출국객의 구매율 하락으로 인해 당

초 가설 4-2와는 달리 체류여객수(밀집도)에 변화에 따른 탑승동내 면세

점 매출은 여객터미널보다 민감한 역U자형 비선형관계를 나타낸다고 판

단해 볼 수 있다.

8) 본 연구 대상기간(7.27∼8.2)동안 면세점 총매출액은 482억원이며, 이중 여객

터미널 매출은 411억원(85.3%), 탑승동 매출은 71억원(14.7%)을 기록함

9) 인천공항 출국소요시간 모니터링 결과, 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탑승동행

무인열차 승강장까지 약 2∼4분 소요, 무인열차 이동시간 평균 2분∼4분 소요

탑승동 면세구역 도착까지 약 1∼2분 소요, 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탑승동까

지 총 이동소요시간이 5분∼10분으로 측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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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국제공항이라는 환경적 맥락하에서 면세구역내 체류여객수(

밀집도)가 공항면세점 매출에 미치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우선 확인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체류여객 국적별(한/중/일), 거래건당 구매액수준별

및 면세점 매장위치별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류여객 밀집도가 증가할수록 공항면세점 매출에 역U자형 비

선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간구간별 면세점

총 매출액은 체류여객수가 증가할 수록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한편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경우 체류여객수 9,974.6명(약 1만

명)을 기점으로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면세구역내 체류여객수가 특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인당 구매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매출액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혼잡상황이 더욱 심화

될 경우 총 매출액도 하락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혼잡성

이 소비자 행동과 심리 등에 미치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Yue

Pan and Jennifer Christie 2011; Pan and Siemens 2011; Mehrabian

and Russell 1974)에 대해 체류여객수와 면세점 매출액/1인당 평균매출

액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타로 실증분석하여 입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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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체류여객 밀집도와 매출액과의 비선형관계는 면세점 이용객의

국적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체류인원 비중이 높아질

수록 체류인원과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간의 역U자형 관계를 약화되면

서 정(+)의 선형관계를 강화시키는 반면, 중국인 체류인원 비중이 높아

질수록 체류인원과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간의 역U자형 관계를 강화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인 체류인원 비중 변화는 체류인원과 체류인

원당 평균매출액 간에 비선형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선행 국적별 특성조사(인천공항공사, 2012; 문화체육관광부, 2016)

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계획구매성향과 중국인의 충동구매 및 2차구매 성

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체류여객 밀집도와 매출액과의 비선형관계에서 거래건당 구매액

그룹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래건당 구매액이 10만원수준

미만인 저가 그룹은 체류인원수와 인당 평균매출액과의 역U자형 비선형

관계를 강화시키는 한편, 거래건당 구매액이 10만원수준 이상인 고가그

룹은 비선형관계보다는 부(-)의 선형관계(p<0.01)롤 보였다.

마지막으로, 체류여객 밀집도와 매출액의 관계에 있어서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위성터미널) 면세점 매장 모두 역U자형 비선형관계를 보였으나

여객터미널내 체류인원수와 매출액간 비선형 관계가 설명력이 더 컸고,

탑승동 면세매장이 여객터미널 면세매장보다 밀집도에 따라 더 민감한

비선형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Yi-Hsin Lin and

Ching-Fu Chen, 20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탑승동 체류여객의 체류시

간 부족, 이에 따른 시간압박이 중국인의 구매율을 하락시킴으로써 탑승

동내 면세매장의 매출 제약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아래 <표 5-1>와 같이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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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가설검증 결과

구 분 가설 채택여부

주효과

검증

1-1 면세점 총 매출액은 체류여객수(밀집도)가 특정수준까

지 올라가면 증가하다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이다.(역 U자형 비선형관계)

채택

1-2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은 체류여객수가 특정수준까지

올라가면 증가하다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체류인원당 평

균매출액은 감소할 것이다.(역 U자형 비선형관계)

채택

조절효과

검증

2-1 체류여객수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역 U자형 비선

형관계에 있어서 한국국적 체류인원 비중이 증가하면 비선

형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채택

2-2 체류여객수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역 U자형 비선

형관계에 있어서 중국국적 체류인원 비중이 증가하면 비선

형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채택

2-3 체류여객수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역 U자형 비선

형관계에 있어서 일본국적 체류인원 비중이 증가하면 비선

형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기각

3-1 체류여객수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역 U자형 비선

형관계에 있어서 거래건당 고가구매그룹의 경우 비선형관계

를 약화시킬 것이다.(음(-)의 선형관계)

채택

3-2 체류여객수와 체류인원당 평균매출액의 역 U자형 비선

형관계에 있어서 거래건당 저가구매그룹의 경우 비선형관계

를 강화시킬 것이다.

채택

4-1 여객터미널 면세점 총 매출액은 체류여객수가 특정수준

까지 올라가면 증가하다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정체되거

나 감소할 것이다.(역 U자형 비선형관계)

채택

4-2 탑승동 면세점 총 매출액은 체류여객수가 올라갈수록

증가할 것이다.(양(+)의 선형관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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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쇼핑객들의 시간∙공간적인 제약이 덜한 일반적

인 쇼핑환경하에서 설문조사, 관찰조사 방식으로 매장내 밀집도나 혼잡

도가 쇼핑만족, 구매나 방문의사 등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는데 반해, 본 연구는 국제공항이라는 시설환경적 맥락하에서 정해진 시

간에 국외로 떠나야하는 면세구역(제한구역)내 체류여객의 밀집도와 국

제선 출발 항공편을 이용해야 쇼핑할 수 있는 특수한 공간이자 면세혜택

(Tax & Duty Free)을 볼 수 있는 공항면세점의 영업성과인 매출액간

계량적 분석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구역내 체류여객 밀집도가 적정수준까지는 면세점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출발 항공편이 집중되는 오전 peak에서는 매

출액 증가세 둔화와 객당 구매단가가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나 항공사

의 운항스케쥴을 시급히 분산시켜 여객터미널내 혼잡도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천공항 운항편이 절대적으로 많은 대형

국적항공사 2개사를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건설중)로 분산 배

치10)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인천공항의 강점을 살려 혼잡완화를 위

해 심야운항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11).

둘째, 본 연구에서는 출국객 국적별로 혼잡상황에 처했을 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내 관광산업에서

통 큰 소비를 하면서 면세점업계의 핵심고객인 중국인의 경우 공항 혼잡

상황에서 구매를 줄인 점을 확인하였는 바, 중국인이 선호하는 상품12)

판매매장 규모를 확대하거나 중국인 전용매장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중

국인 여행객을 위한 쇼핑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10) 2016년도 기준 대형 국적항공사(2개사)의 여객수송 점유율은 50.2%차지
11) 정부발표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16.3)에 따라 심야운항 활성화를 위해

심야항공편에 대하 착륙료 100% 감면 등을 추진중
12) 인천공항공사 2016년 매출실적 분석결과, 중국인의 경우 설화수, 롤렉스,

MCM, 까르띠에, 루이비통 등 국내외 명품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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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고가 구매그룹과 저가 구매그룹별로 체류여객수 변화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도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이다. 공항 상업환경 개선측면

에서 보았을 때, 고가 명품 매장은 복수의 매장 배치 등을 통해 쇼핑객

을 분산하거나 매장내 혼잡도를 줄이고, 중저가 매장의 경우 적정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장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면세구역내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요인으로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여객터

미널과 탑승동 면세점 모두 체류여객 밀집도와 매출과의 비선형적 관계

를 보인 것은 체류시간의 부족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면세구역 진입전

항공사 체크인,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수록 면세점 쇼핑을 위한

체류시간은 짧아지기 때문에 해당시설의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

소화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 국제선이 운항하는 9개 공항13)중 체류여객수와 면세점

매출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인천공항만을 한정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14).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공항공

사에서 운영하는 국제선 취항 공항을 포함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

다. 둘째, 공항 상업시설에 대한 선행연구(E. Torres 외, 2005)에 따르면

13) 한국공항공사에서 발간한 2016년 항공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선 운항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포항 등 9개임
14) 2016년 연간 우리나라 전체 국제선 여객수는 73,495,106명이며,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은 57,152,206명으로 전체 국제선 여객의 77.8%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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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목적이 업무출장(business)인지 휴가(vacations)인지에 따라 지출액

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본 연구 대상기간(‘16.7.27

∼’16.8.2)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름철 휴가시즌으로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국적별 연구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는 표본의 수(전체 대상여객의 3%수준)가 상대적으

로 적어 별도의 분석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항면세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행형태(단체여행, 개별여행 등), 성별

나이, 구매성향(충동구매, 계획구매), 시내/인터넷면세점 이용여부 등이

있으나, 면세구역내 체류시간만을 통제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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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the density of passengers
staying at the airport on the sales of
airport duty free shops
-Focused on the case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il-Joo Jeo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nsity of passengers and the sales of airport duty free

shops (total sales, average sales per passenger) is linear or nonlinear,

as well as moderating effects of the nationality of the passengers,

sales per bill and shop location is to confirm.

In order to analyze this in an empirical way, the number of

passengers(562,502) who stayed in duty-free area during the normal

business hours of the airport duty free shop during the peak season

of Incheon int'l airport (July 27 - August 2). Duty - free sales (total

48.2 billion won) data were collected by time interval (unit of 10

minut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nonlinear relationship and moderating effect.

In addition, mean centering method was used to minimize the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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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inearity problem between variabl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n inverted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density of passengers staying in airport duty free zones and

duty-free sales (total sales, average sales per passenger). Especially,

7:30 am to 8:30 am, 11:30 am to 12:00 pm and 5:30 pm to 6:30 pm

(15 time segments), in which flight operations and passengers are

concentrated, turned out to be a decline rather than a slowdown in

average sales per pax growth.

Second, it is confirmed that the inverted U - 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is weakened or strengthened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the nationality of the number of passengers staying by time

seg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nsity of the passengers

staying and the average sales per passenger.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Korean nationality among the number

of passenger staying in duty-free area, the weaker the non-linear

relationship,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Chinese nationality, the

more the non-linear relationship is strengthened.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n the nonlinear relationship of the share of

Japanese nationality was not confirmed.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the purchase level

(high / low price) per transaction in the inverted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density of the passengers staying and the

average sales per passenger, the high value group shows that the

negative linear relationship. And low cost groups showed a non -

linear relationship.

Lastly, it was found that there is an inverted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gap between the sales by shop location(main terminal,

concourse) and density of passenger staying in duty-fre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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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ication of this paper is that airport duty-free shops,

which have time constraints to board aircraft at fixed times, may

lead to a decrease in non-aviation profits in a congestion situation

different from the downtown shopping environment, Policy

implementation is urgently needed.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disperse large national airline with

absolutely large number of flights to Incheon airport and actively

promote late night flight activation policy. It should be noted that

Chinese consumers, who are key customers in the domestic tourism

industry and the duty free shop industry, confirmed that purchasing

was reduced in the congestion situation in the airport,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hopping environment for Chinese travelers.

Finally, various policies will be needed to increase the dwell time in

duty free zones. The longer the time required for airline check-in and

security check before entering the duty free area, the shorter the

dwell time for duty-free shopping. Therefore, the capacity of the

facility should be expanded and the procedure simplified.

Key words: Density of passengers staying in duty-free area,

Airport duty free shop, Inverse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School Number: 2016-2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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