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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행사의 e-서비스품질이 관계품질과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개별여행객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e-Service Quality of Online Travel Agency on 
Relationship Quality and Reuse Intention:
Focused on Chinese Individual Tourists

장신이*, 여영숙**

  Xin-Yi Zhang*, Young-Suk Yeo** 

요 약 본 연구는 온라인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개별여행객을 중심으로 e-서비스품질이 관계품질과 재이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방한 중국 여행객 중 온라인 여행사 이용 경험이 있는 개별여

행객으로 선정하였으며 중국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

집은 2019년 7월 15일부터 2019년 7월 21일까지 7일 동안 이루어졌다. 총 320부를 배포하여 최종 유효한 설문지 300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온라인 여행사의 e-서비스품질 요인이 관계품질(만족,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e-서비스품질의 편의성, 개별성, 정확성, 가격매력성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와 신뢰도

모두에 ‘정보의 정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온라인 여행사의 관계품질과 재이용의도의 영향관

계에서는 모든 하위요인인 만족과 신뢰 요인들이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온라인 여행

사를 이용한 중국 여행객에 대한 마케팅적 기초자료를 관계자와 실무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 개별여행

객들의 관광 행동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온라인 여행사와의 업무적 협력관계 방안과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온라인 여행사, e-서비스품질, 관계품질, 재이용의도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e-service quality of online travel agency and influence on relationship quality 
and Reuse. The individual Chinese tourists with experiences using online travel agencies were chosen for the 
study. The survey was carried out at Jeju International Airport, which is the most frequently used by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Data were collected for 7 days from July 15, 2019 to July 21, 2019. A total of 320 
tourists were attended in this research and finally 300 sampl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e-service quality of online travel agencies all factors(convenience, individuality, accuracy 
and price attractiveness) influences on relationship quality all factors(satisfaction, trust) and the factor ‘accuracy’ 
was analyzed as the biggest among them. Moreover satisfaction and trust factors of all sub-factors of 
relationship quality influences on reuse. In the future, we intend to provide basic marketing data for Chinese 
tourists using online travel agencies to officials and practitioner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tourism behaviors 
of individual Chinese tourists, we are going to propose effective business cooperation plans and strategic 
alternatives with online travel agencies.
Key words :  Online Travel Agency, e-Service Quality, Relationship Quality, R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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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개별여행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전 세계

여행산업의 구조가 재개편되고 있다. 특히 여행업의 경

우, 1990년대 후반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여행

사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의 여

행상품 판매가 온라인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개별여행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현상과 더불어 2010년

중반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온라

인 여행사를 이용하는 여행 소비자들은 더욱 증가하였

다.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도 온라인 여행이 강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시장이 이미 성숙기에 접

어들고 있어 2022년에는 전 세계 온라인여행 시장의 규

모가 1.091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

그중에서 지난 10여 년간 관광시장에서 가장 두드러

진 성장과 변화를 보인 국가는 중국이다. 1983년 중국

정부가 해외여행을 허용한 이후 중국인의 해외여행 및

지출은 꾸준히 성장하다가 2019년 기준 세계 1위를 차

지하고 있다[2]. 이와 함께 중국 온라인 여행 예약 시장

의 성장률도 전통적인 여행업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아시아 최대의 여행사로 평가받고 있는

씨트립 여행사는 미국의 익스피디아 여행그룹에 이어

세계 2위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로 성장하였다. 현재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항공권과 숙박의 약 40%를 차지

하고 있으며 3억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3]. 2003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글로

벌 여행사로 성장한 것이다.

한편 산업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글로벌 온

라인 여행사들은 기존의 전통적 여행사가 아닌 온라인

유통 업체들이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

다. 온라인 유통을 기반으로 여행업이라는 새로운 영역

으로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고 이러한 온라인 유통 업체

들을 중심으로 지금의 온라인 여행사 시스템이 정착된

것이다. 특히 오늘날 각 기업의 고유 사업 영역의 경계

가 모호해지고 상품의 유통 과정에 있어 인터넷 웹 사

이트를 활용한 판매 방식이 더욱 일반화되면서 그동안

전통적 여행사에서 통용되어 온 유통구조 및 마케팅 전

략이 최근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제는 패키지형 여행상품 판매를 중심으

로 하는 전통적인 여행사 중심에서 개별여행객들에게

항공, 숙박, 액티비티 등의 단품 중심 여행상품을 판매

하는 온라인 기반의 여행사들이 여행의 주요 시장을 이

끌고 있다. 또한 여행상품 유통구조 역시 온라인 여행

업이 검색엔진 기반 업체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비즈니

스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

화되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 여행사의 기

반이 PC중심에서 스마트 폰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온라인 여행사에 관한 연구들은 이

러한 산업적 관점에서의 여행사의 구조적 재편을 반영

하지 못한 채 온라인 여행사를 단순히 가상의 공간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유통구조에 초점을 두면서 ‘가상

의 공간’이라는 여행사의 물리적 환경만을 강조하였다

[4]. 그리고 온라인 여행사의 e-서비스품질 연구에 있어

서도 일부 연구들은 기존의 전통적 여행사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e-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요인을 그대로 적

용하거나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 일반 종합여행사와 온

라인 기반의 온라인 여행사 구분 없이 단순히 여행사

웹사이트 이용객 중심으로 e-서비스품질의 구성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는 여행사의 유형에 따른 여행상품의 특

징 및 일반 상품 구매자와 차별화되는 온라인 여행상품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하였다

[5-7].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온라인 여행사의 동향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

여행시장의 주요한 관광 송출국으로 자리 잡은 중국 여

행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행사의 e-서비스품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를 이용하는 대부

분의 여행객들이 개별여행객들임을 고려할 때, 그들이

인식한 온라인 여행사의 e-서비스품질이 관계품질(만

족, 신뢰)과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개

별여행객들의 관광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Ⅱ. 조사설계

1.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여행사를 이용하는 개별여

행객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온라인 여행사의 e-

서비스품질이 관계품질(만족, 신뢰)과 재이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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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가설 설정

김맹진·최민숙(2014)은 여행사 e-서비스품질의 개인

화, 보안 및 상호작용 요인은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개인화, 반응성 요인은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8]. 또한 김선영·오경수

(2011)은 저가항공사 웹사이트의 서비스품질의 개인화,

보안성이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나정미·여영숙(2018)은 스마트폰 관광성보 서비스

품질 중 정확성과 정보성은 만족과 신뢰에 만족과 신뢰

의 주요 영향 변수라고 주장하였다[9, 10].

Cronin & Taylor(1992)는 이용자 만족의 경우 구매

의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있음을 검증하였다[11]. 윤성준

(2002)은 웹사이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그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

감이 높아져 구매의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Chechen, L., Prashant, P., & Hong, N. L. (2006)의 연

구에서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을수록 해당 온라인 여행

사 재이용의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12, 13]. 또는 윤종찬·하동희(2017)는 모바일

배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계품질(만족과 신뢰)이

높을수록 지속적인 이용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제

시하였다[14].

따라서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온라인 여행사 e-서비스품질(편의성, 개별

성, 정확성, 가격매력성)은 관계품질(만족, 신뢰)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온라인 여행사 e-서비스품질(편의성, 개

별성, 정확성, 가격매력성)은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온라인 여행사 e-서비스품질(편의성, 개

별성, 정확성, 가격매력성)은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관계품질(만족, 신뢰)은 재이용의도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는 e-서비스품

질, 관계품질, 재이용의도로 구분하였으며, 측정변수에

대한 근거와 항목은 선행연구들(Taylor & Hunter,

2003; 권봉현·임현숙, 2015 등)[15, 16]을 토대로 선정하

였다. e-서비스품질 요인에 대한 항목은 19문항, 관계품

질에 관한 항목은 13문항, 재이용의도에 관한 항목은 4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된 변

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등간척도로서 Likert 5점 척

도로 설정하였다.

그 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성별, 결혼 여부, 연령, 거주 지역, 직업, 학력, 월평균 소

득 등 총 7문항으로 구성한 뒤 명목척도를 이용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여행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

는 중국인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설문

을 위해 중국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주

국제공항에서 실시되었다. 2019년 7월 15일부터 2019년

7월 21일까지 7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응답자가 설문 항목에 직접 답변하는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총 320부를 배

포하여 총 307부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에서 분석에 적

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0

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은 SPSS 23.0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 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여행사 e-서비스품질

과 관계품질간의 영향 관계와 관계품질과 재이용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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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2.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분석결과, 온라인 여행사의 e-서비스품질은 총 4개

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추출된 요인은 총 변량의

60.624%의 분산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각 요인의 분

산설명력은 ‘편의성’ 21.168%, ‘정확성’ 15.903%, ‘가격

매력성’ 13.265%,‘개별성’ 10.289%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온라인 여행사 e-서비스품질에 대한 신뢰도

에 보면 편의성 0.869, 정확성 0.666, 가격매력성 0.829,

개별성 0.734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요인 분석 e-서비스품질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Table 2. Factor analysis for e-Service quality

관계품질의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추출된 요인은 총 변량의 59.233%의 분산 설명력을 보

여주고 있다. 관계품질에 대한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만

족 0.874, 신뢰 0.865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수

치를 보이고 있어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요인 분석 관계품질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Table 3. Factor analysis for relationship quality

구분 빈도(%)

성별
남자 116(38.7)
여자 184(61.3)

결혼여
부

미혼 162(54.0)
기혼 129(43.0)
기타 9(3.0)

연령

20대 이하 25(8.3)
20대 168(56.0)
30대 55(18.3)
40대 35(11.7)
50대 15(5.0)

60대 이상 2(0.7)

거주
지역

화동지역 155(51.7)

화남지역(홍콩마카오포함) 33(11.0)
화중지역 22(7.3)
화북지역 27(9.0)
동북지역 28(9.3)
서남지역 22(7.3)
서북지역 3(1.0)
해외(장기) 10(3.3)

직업

개인/자유직업자 70(23.3)
제조업/세일즈/서비스업 23(7.7)

전문직 16(5.3)
기업/회사직원 75(25.0)
기업/회사경영자 14(4.7)
공무원(사업단위) 14(4.7)
공무원(당정기관) 2(0.7)

학생 59(19.7)
퇴직 27(9.0)

학력

고졸 85(28.4)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36(12.0)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 148(49.3)
대학원(석사 이상) 재학 또는

졸업
31(10.3)

월평균
소득

1500위안 이하 23(7.7)
1501~3000 위안 34(11.3)
3001~5000 위안 80(26.7)
5001~8000 위안 85(28.3)
8001~12000 위안 51(17.0)
12001 위안 이상 27(9.0)

합계 300(100)

요인
요인
적재
량

공통
값

고유
값

분산
설
명력(
%)

C ron

bach’

s α

편의성

요인 5 .730 .519

4.022 21.168 .869

요인 1 .670 .593
요인 3 .664 .569
요인 2 .645 .607
요인 9 .644 .612
요인 6 .629 .592
요인 8 .582 .652

요인 4 .573 .504

개별성
요인 7 .716 .702

1.955 10.289 .734요인 10 .672 .650
요인 11 .657 .579

정확성

요인 12 .763 .572

3.022 15.903 .666
요인 13 .715 .661
요인 14 .653 .634
요인 15 .597 .695

가격
매력성

요인 17 .776 .677
2.520 13.265 .829요인 18 .699 .576

요인 19 .589 .632
Total explained variance=60.624, KMO=.932

Bartlett’s test Sphericity=2474.262, d.f=171, sig=.000

요인
요인
적재
량

공통
값

고유
값

분산
설
명력(
%)

C r on

bach’

s α

만족

요인 7 .543 .537

3.732 28.711 .874

요인 2 .709 .617
요인 5 .774 .627
요인 4 .603 .536
요인 6 .639 .564

요인 1 .672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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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의도의 4개 문항은 1개의 단일요인으로 추출

되었고 추출된 요인은 총 분산설명력 64.777%로 나타

났다. 재이용의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는 0.819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확

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4. 요인 분석재이용의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Table 4. Factor analysis for reuse intention

3. 분석결과

1) 가설 1-1: 온라인 여행사 e-서비스품질(편의성,

개별성, 정확성, 가격매력성)은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라인 여행사의 e-서비스품질이 만족에 미치는 영

향 관계를 설명하는 정도는 63.1%(Adj R²=0.626),

Durbin-Watson은 2.043로 나타났으다. 회귀 모형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125.997,

p<0.01). 따라서 온라인 여행사의 e-서비스품질은 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여행사 e-서비스품질의 각 하위요인들

에 대한 회귀계수를 검정한 결과를 보면 e-서비스품질

의 4개 요인이 유의수준 p<0.01에서 모두 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또한 e-서

비스품질 중에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 본 결과 정확성이 0.472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다중회귀분석 e-서비스품질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e-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주)*** p<.001

가설 1-2: 온라인 여행사 e-서비스품질(편의성, 개별

성, 정확성, 가격매력성)은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온라인 여행사의 e-서비스품질이 신뢰에 미치는 영

향관계를 설명하는 정도는 61.6%(Adj R²=0.610),

Durbin-Watson은 2.194로 나타났다. 회귀 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118.080, p<0.01).

따라서 온라인 여행사의 e-서비스품질은 신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여행사의 e-서비스품질의 각 하위 요인

들에 대한 회귀계수를 검정한 결과를 보면 e-서비스품

질의 4개 요인이 유의수준 p<0.01에서 모두 신뢰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또한 e-

서비스품질 중에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 본 결과 정확성이 0.524로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다중회귀분석 e-서비스품질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e-service quality and
trust

요인 3 .720 .623

신뢰

요인 4 .675 .586

3.968 30.522 .865

요인 5 .672 .617
요인 2 .765 .618

요인 1 .790 .711

요인 3 .653 .619
요인 6 .523 .490

Total explained variance=59.233, KMO=0.938
Bartlett’s test Sphericity=2006.772, d.f=78, sig=.000

요인
요인
적재
량

공통
값

교유
값

분산
설명
력(%)

C r o

nbac

h ’ s

α

재이용
의도

요인 4 .823 .674

2.591 64.777 .819
요인 1 .821 .652
요인 2 .808 .588
요인 3 .767 .677

Total explained variance=64.777, KMO=.806
Bartlett’s test Sphericity=395.197, d.f=6, sig=.000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화계
수 t p

공선성

B 표준
오차 Beta 공차

한계 VIF

만족

(상
수) .391 .147 　 .000 1.00

0 - -

편의
성 .419 .053 0.419 11.8

41
.000
*** .487 2.05

5

개별
성 .308 .039 0.308 8.71

1
.000
*** .632 1.58

2
정확
성 .472 .049 0.472 13.3

31
.000
*** .459 2.17

9
가격
매력
성

.371 .042 0.371 10.4
97

.000
*** .565 1.76

8

R=0.794, R²=0.631, 수정된 R²=0.626
F=125.997, p=0.000, Durbin-Watson=2.043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
수

표준
화계
수 t p

공선성

B 표준
오차 Beta 공차

한계 VIF

신뢰

(상
수) .361 .154 　 0.00

0 1.000 - -

편의
성 .387 .055 .387 10.7

18
0.000
*** .487 2.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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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01

가설 2: 관계품질(만족, 신뢰)은 재이용의도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계품질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설명하

는 정도는 60.9%(Adj R²=0.607)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은 1.926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여 0 또

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231.729, p<0.01). 따라서

관계품질의 하위요인(만족과 신뢰)은 재이용의도에 모

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7. 다중회귀분석 관계품질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relationship quality and
reuse intention

주)*** p<.001

Ⅳ. 결 론

본 연구는 중국인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

식하는 온라인 여행사의 e-서비스품질과 관계품질(만

족, 신뢰)의 영향 관계, 관계품질과 재이용의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방한 중국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중국 개별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표본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온라

인 여행사 이용에 있어 여성 이용 빈도가 높았고 20대

와 30대의 이용 빈도가 높았다. 따라서 우리는 온라인

여행사들은 여행 관련 앱 개발 혹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중 이용자 20대와 30대의 소비 특성에 맞춘 마케

팅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여행사 이용 목적은 주로 관광이며 대체적으로 스마트

폰 사용에 능숙한 20∼30대 중심의 회사원 혹은 학생

직업군, 지역적으로는 중 중국 경제 수준이 높은 상해

를 포함한 화동지역 출신임을 주목해 볼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여행사의 e-서비스품질의 모든 요인(편

의성, 개별성, 정확성, 가격매력성)이 만족과 신뢰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정보의 정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는

온라인 여행사의 대표적 기능인 예약 및 비용 결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온라인 여행사는 단순히 여행 관련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약 설명, 거래

절차의 신뢰, 정확한 예약번호 전달 등이 고객의 만족

과 신뢰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여행사 관계품질과 재이용의도의 영향

관계에서는 관계품질의 모든 하위요인인 만족과 신뢰

요인들이 재이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증명되었다. 세부적으로 관계품질 요인이 재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분석에서는 만족이 신뢰보

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는 온라인 여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

는 시장에서 지속적인경영활동을영위하기위해서는고

객과의관계수립을통해장기적인관계를유지및발전시

킬 수 있는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통해 만족과 신뢰를 구축할 때, 온라인

여행사 재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온라인 여행사 e-서비스품질을 구

성하는 하위요인을 구성함에 있어 정보통신기술 환경

의 변화에 따른 IT 기반 기술적 구성요인들도 포함하

여 연구의 방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온라인 여행사를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하여 심층 면접의 정성적인 분석 기법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개별
성 .266 .041 .266 7.35

9
0.000
*** .632 1.58

2
정확
성 .524 .051 .524 14.5

07
0.000
*** .459 2.17

9
가격
매력
성

.348 .044 .348 9.63
5

0.000
*** .565 1.76

8

R=0.785, R²=0.616, 수종된 R²=0.610,
F=118.080(p=0.000), Durbin-Watson=2.194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
화계
수 t p

공선성

B 표준오
차 Beta 공차

한계 VIF

(상
수) .705 .036 　 0.000 1.000 - -

만족 .607 .063 .607 10.008 0.000*
** .357 2.80

1

신뢰 .205 .060 .205 3.372 0.000*
** .357 2.80

1
R=0.781,R²=0.609,AdjR²=0.607,

F=231.729(p=0.000),Durbin-Watson=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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