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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aimed at assessing tourism marketing as perceived by
tourist of the Wolyeong Bridge in Andong and at analyzing the destination image
factors by using revised IPA Applying the Kano’s model for users’ satisfactio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Sep. 26 to Oct. 11, 2015. Among a total of 350 cases
of questionaries, only 332 cases were used. To data were analyzed by PASW
statistics 21.0 and revised IPA applying Kano’s model. The paired t-test results
reveal that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the expectation level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across all the destination image factors. IPA shows that high
levels of both importance and performance are “beautiful scenery,” “open space,”
“entertainment facility,” “activity program,” and “convenience facility.” They can
be pull factors for tourists looking to do something local tourism. However,
adequate resources have to be allocated to improve the storytelling, event, as
well as the scenery of visiting Wolyeong Bridge, not only because they are the
major weaknesses but also because tourists regard them as prerequisites. In
conclusion, tourism destionation marketing, which were identified as environment,
attractiveness, activity, accessibility, symbolism, stability factors of destination
image, are essential opportunity factors for users and should accordingly be used
as strategic factors to increase satisfaction with a induce customer surprise.
Keywords : Local Tourism, Revised IPA, Destination Image, Overal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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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 본 연구는 Kano모델의 3요인 이론과 간접중요도의 회귀계수를 도출하는 수정
-IPA 기법에 관광지 이미지 변수를 결합하여 경북 안동시 월영교를 방문한 관광객의 만
족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관광객의 만족수준을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비교한
결과 만족수준의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관광지 이미지 요인 중
‘자연경관’, ‘탁 트인 공간’, ‘오락시설’, ‘체험프로그램’, ‘편의시설’ 항목은 IP Matrix의 Ⅰ사
분면(중요 실행요소)에 위치하여 유지가 필요한 반면, ‘스토리텔링’, ‘이벤트’ 항목은 Ⅱ사
분면(매력요소)에 위치하여 관광객의 기대치 않은 만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관광지 이미지 요인들(매력성, 환경성, 활동성, 상징성, 안정성, 접근성) 모두
전반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정-IPA의
기준변수로서 관광지 이미지 변수가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타 관광지에서도 이
변수를 활용한 실증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관광지 이미지 요인 외 관광객의 내재
적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는 기타 변수의 발굴을 통해 IPA 기법의 이론적 발전을 도모하
여야 할 것이다.
열쇠말 : 지역관광, 수정-IPA, 관광지 이미지, 만족도, 월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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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의 인위적인 개발을 통해 조성된 관광지는 관광객에 의해 소비된다. 관광객은 의
사결정과정을 거쳐 관광지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상품을 체험하며 관광공간
의 매력을 구매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객의 특징에 따라 공급자 측면에서는 관
광개발과정과 방식에서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달리 말해,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는지,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에게 어떠한 만족을 제공
할지, 또 관광지 고유의 자원은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고객만족에 대해 소비자 행동연구가들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이미지
에 의존하며, 이미지를 통해 상품의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하였다(Leisen, 2001; MacInnis
& Price, 1987). 이를 관광분야에 적용하면 관광객이 관광경험과 관광지의 모든 인적·물
적 자원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저마다 각기 다른 인상, 신념, 기
대와 같은 이미지를 품게 된다(김철민·김주연, 2011; 최승담·오훈성, 2008; Gunn, 1972).
이처럼 관광지 이미지를 통해 형성된 개인의 종합적 인상은 관광지 평가로 이어지고
관광만족의 선행변수로써 지역 이미지 개선과 관광 만족도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
어진다(김난영, 2012; 전영록·박상훈, 2013; Alegre & Garau, 2011; Castro, Armario &
Ruiz, 2007; Chi & Qu, 2008). 관광지 이미지는 크게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로
구분되는데 Gartner(1993)는 관광지의 외적 자극이 인지적 이미지에 의해 형성되며, 정
서적 이미지는 인지적 반응에 따라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인지적 이
미지와 전반적 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인지적 이미지가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명희·강인호, 2007; Chi & Qu, 2008).
관광만족을 측정하는 방식은 Martilla & James(1977)가 개발하여 경영 및 마케팅 전
략을 수립하기 위해 주로 쓰이는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기법이 대표
적이다. IPA기법은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여 비교·분석 한 후 전략적 시사점
을 도출하는데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중요도와 만족도의 선형적 관계에 대한 오류를 줄
이기 위해 중요도 측정방식을 다르게 한 수정된 IPA기법이 활용되고 있어, 대상에 대한
전략 도출이 더욱 세밀해지고 있다. 또한 수정-IPA기법을 활용한 고객만족 측정방식은
지역관광개발 측면에서 관광객의 만족수준을 파악하여 관광지 조성 전략을 도출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문화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는 경상북도 안동은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 도산서원과 같은 전통·유교문화 이미지를 활용한 전략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정보지식시스템(2016)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7

관광연구논총 제28권 제2호(통권 47)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의 방문객은 그대로이거나 소폭 감소하고 있어 관광지 개선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이에 안동시는 그 중심을 구도심으로 옮겨 안동댐 인근에 자연경관과 어
우러진 인공 목책인도교인 월영교(月映橋)와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월영교는 이응태부부의 사랑이야기를 기념하고자 목조다리로 건설되었으며, 구도심과
접근성 향상, 안동문화관광단지와의 연계, 야간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안동의 새로운 관
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는 문화유산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안동의 관광패턴을 다변화
시키고 가장자리에 집중된 관광객을 구도심으로 끌어당겼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
전히 월영교 일대의 관광지 조성계획은 방문자의 관광형태를 파악하지 않은 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영교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들이 형성한 관광지 이
미지를 수정-IPA기법에 적용하여, 관광지 개선을 위한 전략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는 월영교를 방문한 관광객이 지각한 인지적 이미지 요소들의 명시적 중요도와
내재적 중요도 분석, 그리고 인지적 이미지가 전반적 관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인지적 이미지 항목을 발견하여 맞
춤형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수정-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이론
Martilla & James(1977)에 의해 제안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을 측정하기 위한 이론으로 발
전되어 왔다. 고객만족은 공급자가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기대한 바 이상으
로 충족시켰다고 고객이 인식하는 것으로 관광산업분야에서 관광목적지, 외식업, 항공서
비스품질 등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가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Azzopardi & Nash, 2013; Hollenhorst & Gardner, 1994).
초기 IPA 기법은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속성의 중요도(Importance)와 만족도
(Performance)를 동시에 비교·분석하여 집중과 개선영역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
수하게 평가되었다. 주요특징으로는 [그림 1]과 같이 2차원 도표의 X축(중요도)과 Y축
(만족도)에 각 속성별 값을 표시하여 사분면에 대한 각각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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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먼저, 1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가 있는 ‘유지(Keep up the good work)’ 영역이며, 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아 ‘집중개선(concentrate here)’이 필요한 영역이다. 3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
두 낮아 ‘저순위(low priority)’영역으로 분류되며, 마지막으로 4사분면은 중요도가 낮지
만 만족도가 높아 ‘과잉노력지양(possible overkill)’으로 여겨진다.

높음
2사분면
집중개선
(Concentrate here)

1사분면
유지
(Keep up to the good work)

3사분면
저순위
(low priority)

4사분면
과잉노력 지양
(Possible overkill)

중요도
(Importance)

낮음
낮음

만족도(Performance)

높음

[그림 1] Martilla & James(1977)의 전통적 IP Matrix
하지만 IPA 기법의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전통적 접근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
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중요도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 중요도 적용방식을 변경하여 중요도와 만족도 속성 간 비대칭적
(asymmetry)이고 비선형적(nonlinear)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철·서용석,
2010; 표성수, 2009; Deng, 2007; Oh, 2001; Sampson & Showalter, 1999). 그렇지 않
으면 중요도의 각 속성별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과 선형적 관계를 갖지 못하며, 개별속
성에 따라 전반적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비대칭적 문제가 발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의 이용을 통해 직접 중요도를 간접 중요도로
변환하여 속성별 값을 산출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Deng, 2007; Dolinsky & Caputo, 1991;
Matzler, Bailom, Hinterhuber, Renzl & Pichler, 2004; Matzler & Sauerwein, 2002). 왜
냐하면 설문을 통해 직접 수집한 직접 중요도에 비해 통계적 방법에 의해 도출된 간접 중
요도의 예측타당도가 높기 때문이며, 이에 간접 중요도의 활용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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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중요도를 활용한 또 다른 대안은 Kano, Seraku, Takahashi & Tsuji(1984)가
전반적 만족에 대한 상관관계를 근거로 제시한 3요인 이론(three factor theory)이다.
Kano의 3요인 이론은 기본요인(basic factor), 매력요인(excitement factor), 실행요인
(performance factor)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먼저, 기본요인은 총족되면 만족도를 높여주
지만 불충족 되었을 때에는 불만족을 유발하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는 요소이
다. 둘째로 매력요인은 불충족 되더라도 불만족을 유발하지 않지만 총족되었을 때에는
만족을 높이는 매력적인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실행요인은 총족 정도에 따라 만족이 높
아지는 요소이다(Kano et a.l, 1984).
Kano모델은 전통적 IPA 기법의 비대칭적 문제를 보완하였기 때문에, 학자들로 하여금
Kano모델과 IPA를 결합시키는 방식이 각광받았다. 특히 Vavra(1997)는 각 속성별 요인을
다중 회귀분석으로 도출하여 회귀계수를 활용한 내재적 중요도(implicit importance) 개념
과 소비자가 직접 기입한 명시적 중요도(explicit importance) 개념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방식을 통해 도출된 내재적 중요도는 명시적 중요도에 반해 실제로 소비자의 내재된 심리
를 잘 설명한다고 하였다(Matzler & Sauerwein, 2002; Busacca & Padula, 2005).
Vavra(1997)에 따르면 [그림 2]와 같이 1사분면과 3사분면은 실행요인으로서 충족수
준(명시적 중요도)이 실제 고객만족(내재적 중요도)과 비례하는 영역이다. 2사분면은 매
력요인으로서 불총족되어도 불만족스럽지 않지만 충족되었을 때 고객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역이다. 4사분면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인들로서 소비자들이 당연히 갖
추어야할 속성이라고 인식하는 영역이다(Matzler et al., 2004).
높음
2사분면
매력요인
(Excitement factor)

1사분면
실행요인
(Performance factor)

3사분면
실행요인(비중요)
(Performance factor)

4사분면
기본요인
(Basic factor)

내재적
중요도

낮음
낮음

명시적 중요도

[그림 2] Vavra(1997)의 수정-IP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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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활용한 연구로써 김지희·윤설민·김흥렬(2010)은 IPA와 수정-IPA를 활용하여 페
스티벌스케이프의 만족도 평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페스티벌스케이프 중 개선
이 필요한 요인들을 도출해냈으며, 전통적 IPA 기법과 수정-IPA 기법에 결과차이가 있
음을 규명하였다. 양정미·한상일(2013)은 Kano 이론을 활용하여 분류된 항공서비스 품
질요소들이 잠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고객만족 수준을 살펴보았으며, ‘개별적인 요구
배려’, ‘기내식음료 다양성’, ‘기내면세품 종류의 다양성’, ‘최신기종’, ‘다양한 할인운임’ 등
의 매력적 품질요소를 도출하였다.
이종주(2015)는 수정-IPA를 활용하여 중국인 관광객의 성형관광 선택속성을 도출하
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인바운드 관광객에게 적용됨에 따라 관광상품 구성방향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Deng(2007)도 마찬가지로 수정-IPA를 활용하여 타
이완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천관광지 만족속성을 도출하였으며, 수정-IPA가 관광지 구성
에 있어 경쟁우위를 선점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밝혀냈다.
이처럼 수정-IPA 기법이 전통적 IPA 기법과 비교하여 더욱 강조되는 까닭은 중요도
와 만족도의 측정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사분면의 중심점 설정 방식과 최종목표인 전략
제시방향이 틀어지며(Oh, 2001), 도출되는 시사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Deng(2007)은 전
통적 IPA 기법과 부분상관계수를 이용한 중요도를 비교하여 이들의 순위가 다름을 밝혀
내었으며, 전통적 IPA 기법의 시사점이 오류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내재적 중요도를 산출함에 있어 상관계수를 활용한 산출방식이
채택되고 있는데, 상관계수를 활용한 산출방식은 내재적 중요도의 각 속성별 상대적 비
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반적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회귀계수 산출방식은 각 만족도 속성 간 상대적 비율을 고려하여 전반적
만족도와의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회귀계수를 활용한 방식이 각 속성별 차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avra(1997)의 회귀계수를 활
용한 수정-IPA 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2. 관광지 이미지
이미지(image)란 어떠한 대상 또는 장소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총체적 인상이다. 이미
지는 경험과 정보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지각, 인지, 학습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
며, 그것을 형성한 요인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관계없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
또한 이미지는 대상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생성되는 감각적 부분으로써 직접적으로 개인
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닌 의식 중에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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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미지의 특성은 관광분야에 적용되어 관광목적지 이미지(Tourism Destination
Image, TDI) 또는 관광지 이미지(Destination Image, DI)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왔
다(Chon, 1991; Gartner, 1989; Govers, 2007). 관광지 이미지 개념은 마케팅적 측면을 포
함하고 있으며, 관광지에 형성된 각 개인의 신념과 사고, 생각까지를 하나의 총체적 이미
지로 표출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왔다(Baloglu & McCleary, 1999; Hunt, 1982). 특히, 관
광객이 방문 전·후 목적지에 대해 지니는 주관적인 인상으로써 관광지 선택에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한다(김철민·김주연, 2011; 조광익, 1997; 최승담·오훈성, 2008; Ahmed, 1991).
또한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객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관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O’Leary & Deegan, 2005).
초기 연구에서는 관광지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Gunn(1972)의 단계 이론(stage
theoty)에 빗대어 활용하였다. 이 이론은 삶을 통해 축적된 유기적 이미지(organic
image)와 여행을 결정하기 전 검색을 통해 형성된 유인적 이미지(induced image), 여행
지에서 얻게 되는 수정된 유인적 이미지(modified-induced image)로 구성되며, 이미지가
단계적으로 형성됨을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일부 학자들은 관광지 이미지 형성과정에는
개인의 경험과 학습,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물리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하였다(이태희, 1997; Baloglu & McCleary, 1999).
이렇듯 초기에는 관광지의 인지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인지적 요소
를 매개로 형성되는 정서적 요소와 이를 통합한 관광지의 전반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김난영, 2012). 인지적 이미지가 관광지의 매력, 자원, 속성 등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심리적 과정으로써, 외적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정서적
이미지는 관광객이 지니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신념, 느낌 등을 의미하며, 관광목적
지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Baloglu & Brinberg, 1997; Beerli &
Martin, 2004; 박석희·고동우, 2002; 오미자, 2011).
세부적으로 인지적 이미지는 관광지의 접근성, 이용성, 자연친화적, 전통문화적 등과
같이 관광지가 지니고 있는 특성에 해당되며, 주로 매력성, 활동성, 접근성, 가치성, 편의
시설 등과 같은 기능적인 속성이 하위요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정서적 이미지는
유쾌함, 즐거움, 흥미로움, 조용함 등과 같은 관광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
양한 감정표현으로 나타낸 것에 해당되며, 주로 단일차원으로 측정되지만 ‘유쾌함-불쾌
함’과 같이 다차원적 의미차이척도로 측정되기도 한다(최승담·오훈성, 2008; Baloglu &
McCleary, 1999).
이처럼 인지적·정서적·전반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었지
만, 관광목적지의 형태가 도시인지 농촌인지에 따라 각 하위요인이 달라지며, 목적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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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또한 인지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전반적 이
미지의 영향관계도 관광 목적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권유홍, 2005; 김난영, 2012; 이
려정, 2011; King, Chen & Funk, 2015; Tasci & Gartner, 2007). 다만, 도시 관광지에서
는 정서적 이미지 보다는 방문자가 느끼는 인지적 요소에 대한 이미지 요인이 더욱 중요
하게 나타나고 있다(최승담·오훈성, 2008).
국내에서는 관광지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관광지의 이미지
를 형성하는 요인을 측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관광지 이미지
에 따른 관광객의 만족도, 재방문의도, 충성도와 같은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관광객의 행
동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도
시, 농·어촌, 전통문화공간과 같은 다양한 관광목적지에 적용되었으며(박석희·고동우,
2002; 최승담·오훈성, 2008), 이는 관광지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통해 관광객의 유인을
높이기 위한 연구로 해석되어진다(성보현·조록환, 2014).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인지적 이미지는 관광지의 차원이나 매력물의 속성
에 의해 측정되는 관광객의 이성적 해석으로서, 인지적 이미지 요인 자체가 관광지 속성
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정서적 이미지는 목적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나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서, 관광목적지 가치적 측면의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지의 기능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지적
이미지 요인에 집중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관광지 이미지와 수정-IPA 기법
IPA기법은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지각되고, 평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
이다. 이 기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은 관광객 만족을 대변하는 기준
변수를 무엇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IPA 기법의 기준변수로서 서비스
품질, 선택속성, 상품평가, 만족속성 등과 같은 변수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선택속성 변수가 많이 활용되었다(권은정·권유홍·박종구, 2012; 김지희·윤설민·김흥렬,
2010; 양정미·한상일, 2013; 이종주, 2015; 정인준·김대관, 2012; 조성찬, 2010; 조인석·
김경호, 2012; Tontini & Picolo, 2014).
다양한 소비자 특성의 변화에 따라 관광지 평가도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IPA 기법의 발전만큼 기준변수의 적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기준변수
의 요건이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과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
지를 총체적인 인상으로써 평가하기 때문에 IPA 기법의 기준변수로 활용되기에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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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 이미지는 실제 관광지에서 경험한 후 개별 속성에 대해 형
성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IPA기법의 특성과 더욱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는 채예병(2009)의 연구로서, 그는 인천의 월미도 공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자의 관광지 이미지를 중요도-만족도 분석으로 규명하였으며, 항
목 간 차이를 검증하고 개선할 항목으로는 인지적 이미지 요소인 소요시간, 식음료의 질,
야간 관광시설 및 환경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조성찬(2010)은 관광지 이미지 속성을
활용하여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광목
적지간 관광이미지의 중요도가 환경성, 통합서비스, 매력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을 밝혀냈다.
해외에서는 각 지역별 관광지 개발을 위한 개선요인으로 관광지 이미지 개념을 IPA
에 적용하였다. O’Leary & Deegan(2005)은 프랑스의 섬이 가지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관
광객의 방문 전과 후를 비교한 이미지 구성요인 비교연구를 진행하였으며, Pike(2002)는
뉴질랜드에서 단기간에 다녀올 여행 목적지 선택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IPA기법을 적용
하였으며, 그 결과 11개의 관광지 이미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관광지 이미지 변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IPA기법과 결합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IPA기법의 발전과 관광지 평가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기준변수의 활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 이미지 변
수를 수정-IPA기법에 결합하여 관광지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4. 관광지 이미지와 전반적 만족도
관광만족의 영역은 크게 관광경험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 관광목적지에 대한 만족으
로 구분되어 있다(Del Bosque & San Martin, 2008; Hosany & Gilbert, 2010; Prayag,
2009). 특히, 관광목적지에 대한 만족은 관광객이 관광목적지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관광
활동을 하면서 느낀 모든 감정을 의미하며, 방문전의 기대보다 방문후의 성과가 더 높을
때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관광만족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관광객들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선행변수가 무엇인지 또
는 만족도를 평가하게 만드는 구성요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관광만족의
선행변수로써 관광지 이미지, 관광활동, 관광객의 지출비용 가치 등에 대한 연구(Chi &
Qu 2008; Gartner, 1989, 1993; 박은숙·최해수, 2013)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관광지 이미지와 관광객 만족간의 관계는 두 가지 변수가 서로에게 선행
하는지 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연구가 전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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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인지적·정서적 이미지를 종합한 전반적 이미지와 관광만족과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 있으며, 관광지에 대한 관광지 이미지가 좋을수록 관광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Alegre & Garau, 2011; Castro, Armario &
Ruiz, 2007; Chi & Qu, 2008; 김난영, 2012; 이은미·강인호, 2007; 이준혁, 2008; 손해경,
2010).
하지만 Gartner(1993)는 관광지의 외적 자극이 인지적 이미지에 의해 형성되는 부분
이 크며, 정서적 이미지는 관광지 선택과 평가단계시에 나타난다고 하였다(채예병, 2009
재인용). 또한 김명희·강인호(2007)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지적
평가에 중점을 두어 매력물, 경험의 질, 청결, 가치 이미지로 분류하고 관광객의 만족도
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Chi & Qu(2008)는 알칸자스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
으로 연구한 결과, 관광목적지 이미지중 인지적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관광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소비자의 기대와 만족의 일치차원에서 인지적 이미지는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월영교(月映橋)’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월영교는 먼저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어 미투리를
만든 한 여인의 사랑이야기가 미라발굴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를 기리기 위해 인
위적으로 목책 인도교를 조성하게 되었다(안동관광정보센터, 2016). 이러한 이야기는 사
실을 기반으로 한 인문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적·역사적 관광가치를 지니며, 인공목조건조
물로써 주변환경의 분위기와 조화되는 유형문화유산의 자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전영
록, 2015).
월영교는 안동의 구도심과 기차역에서 5∼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
나며, ‘호반나들이길’이라는 탐방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도보를 이용한 방
문도 용이하다. 이는 안동의 대표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자리에 위치한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 등과 달리 접근성이 높은 장점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근에 안동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안동민속촌, 물박물관,
세계물포럼 기념전시관, 임청각 등 연계관광거리가 잘 갖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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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은 월영교가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갖춘 도심관광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
며, 이응태부부의 이야기를 반영한 전통문화적 특성, 안동댐과 주변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적 특성, ‘안동 달그락’ 야간 호반 투어의 특성이 결합된 혼합형 관광지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다양한 관광지의 특성은 자칫 관광지 특성을 모호하게 할 수 있으며, 당초 계
획과는 다르게 관광지 조성방향에도 혼선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월영교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경험하는 월영교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월영교가
관광객들에게 어떠한 곳으로 인식되어지는지를 파악하여, 집중해야될 요소와 개선해야
될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측정항목 도출
본 연구에서는 월영교를 방문한 관광객의 관광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전반적 만족도와
의 명시적 중요도와 내재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각각의 척도
를 <표 1>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관광지 이미지는 김난영(2012), 이려정
(2011), 이인재(2005), 최승담·오훈성(2008), Baloglu & McCleary(1999), Chi & Qu(2008),
Gallarza et al.(2002), Chen & Tsai(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인지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월영교 관광지에 맞는 18가지 항목을 추출하였다.
스토리텔링, 지역문화(풍습), 역사유적지, 이벤트와 같은 관광객의 여행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과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자연경관, 날씨(기후), 탁 트인 공간, 관광지에
서 즐길 수 있는 오락시설, 체험프로그램, 레저스포츠와 같은 활동적 요소들, 관광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캐릭터, 기념물과 상징적 요소들, 관광지 내 수용력을 가늠할 수 있
는 안전관리, 질서의식, 편의시설, 관광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물리적 거리, 교통 접근성
으로 변수를 구성하고, 이를 Likert 7점 척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 측정항목은 월영교의 관광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임과 동시에
관광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은숙·최해수(2013), 손해경
(2010), Prayag(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관광객의 전반적 만족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의 직접적인 느낌을 1문항으로 응답하도
록 구성하였고, 수정 IPA상에서 내재적 중요도와 비교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
한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방문횟수, 동반자, 여행정보,
여행계획, 최종학력, 월수입과 같은 항목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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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지 구성
구분

측정 요인

관광지
이미지

인지적 이미지
(관광지가 지니고 있는 기능적 측면의
매력, 자원, 속성 등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인상)

전반적
만족도

관광객 만족
(관광지 방문을 통해 형성되는
전반적 만족)

척도

항목

김난영(2012), 이려정(2011),
이인재(2005), 최승담·오훈성(2008),
리커트
Baloglu & McCleary(1999),
7점 척도
Chi & Qu(2008),
Gallarza et al.(2002),
Chen & Tsai(2007)
리커트
7점 척도

일반적 성별, 연령, 방문횟수, 동반자, 여행정보, 명목,
특성
여행계획, 최종학력, 월수입
비율척도

박은숙·최해수(2013),
손해경(2010),
Prayag(2009),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월영교를 방문한 관광객의 관광지 이미지를 요인화하고 이에 따른 월
영교에 대한 전반적 만족간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관광관
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부 문항의 표현을
수정하고 적절치 않은 문항은 제외하였다.
본 조사는 월영교 방문 후 되돌아가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월영교 입구에서 실시하
였는데, 설문조사 요원 3명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인 2015년 9월 26일∼27
일, 10월 3일∼4일, 10월 10일∼1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의 편의표본추출법을 활용하였으며, 자기기입식
(Self-administered questionaries) 설문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35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연구자가 확인한 결과 설문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하고
332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둘째, 관광지 이미지와 전반적 만족도 항목 간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였다. 셋째, 변수에 내재된 중요도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관광지 이미지의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관광지 이미지 요소와 전반적 만족도 간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광지 이미지 속성에 대해 수정-IPA를 실
시하여, 관광객이 평가한 각 속성의 3요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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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총 응답자 수는 332명
이지만 각 항목별 결측치가 발생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47.0%(156명), 여자가 52.7%(175
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20대의 비율이 35.8%(11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가 32.8%(109명), 40대가 20.8%(69명), 50대가 10.2%(34명),
60대 이상이 0.3%(1명)으로 나타났다. 월영교 방문횟수는 처음 방문한 사람이 32.5%(108
명)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 방문이 23.8%(79명)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5회 이상 방문한
사람이 23.5%(78명)로 재방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남자

156

47.0

여자

175

52.7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혼자
친구
가족(친지)
직장동료
기타

119
109
69
34
1
108
79
47
20
78
38
147
103
17
26

35.8
32.8
20.8
10.2
0.3
32.5
23.8
14.2
6.0
23.5
11.4
44.3
31.0
5.1
7.8

성별

연령

방문횟수

동반자

특성

구분

여행사
가족/친지
친구/동료
인터넷
여행정보
관광안내서적
과거방문경험
기타
당일
1박 2일
여행계획
2박 3일
3박 4일 이상
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이하
최종학력
대학교 졸업이하
대학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대
월수입
200만원 대
300만원 이상

빈도(명)

비율(%)

10
58
104
67
11
56
17
197
99
28
6
6
89
212
25
78
96
95
63

3.0
17.5
31.3
20.2
3.3
16.9
7.8
59.3
29.8
8.4
1.8
1.8
26.8
63.9
7.5
23.5
28.9
28.6
19.0

동반자 유형은 혼자가 11.4%(38명), 친구가 44.3%(147명), 가족/친지가 31.0%(103명),
직장동료가 5.1%(17명), 기타가 7.8%(26명)으로 친구와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방문정보 습득경로는 친구/동료가 31.3%(104명)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이 20.2%(67
명), 가족/친지가 17.5%(58명)로 그 뒤를 이었다. 월영교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계획
은 당일이 59.3%(197명)로 가장 많았고 1박 2일이 29.8%(99명), 2박 3일이 8.4%(28명)로
주변 숙박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이 일정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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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하가 63.9%(212명)로 가장 많았고, 월수입은 100만원대와
200만원대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2. 관광지 이미지 항목의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응답자의 관광지 이미지 개념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
구에서 선정한 18개 항목을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18개 항목 모두 요인 적재량이 0.4이상
이며, 중복 적재되지 않아 이를 최종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의
varimax 직각회전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고유치 기준 값이 1.0보다 큰 요인을 요인화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에 활용된 변수들 간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값
은 0.5이상일 때 적합하다고 간주하는데(Kaiser, 1974), 본 연구에서는 KMO값이 0.817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Battlet 구형성 검정은 유의수준 0.001이하 수준
에서 3063.392로 나타났으며, 총 분산설명력도 76.755%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요인별 신
뢰계수도 0.7이상으로 나타나 도출된 요인들의 통계적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관광지 이미지 요인은 총 6가지 차원으로 도출되었는데, 선행연구를 고려
하여 매력성, 환경성, 활동성, 상징성, 안정성, 접근성으로 요인들의 이름을 정하였다. 요
인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관광지 이미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매력성

환경성

활동성

상징성

안정성
접근성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스토리텔링
.845
지역문화
.802
역사유적지
.795
이벤트
.742
자연경관
.887
탁트인 공간
.882
날씨
.855
오락시설
.849
체험프로그램
.833
레저스포츠
.817
랜드마크
.828
캐릭터
.824
기념물
.730
질서의식
.821
편의시설
.795
안전관리
.745
물리적 거리
.905
교통 접근성
.901
Total Variance(%)
KMO = .817, Chi-square = 3063.392,

분산설명력(%) 신뢰계수

2.909

16.164

.864

2.529

14.051

.896

5.258

12.546

.830

2.181

12.117

.833

2.048

11.377

.755

1.890

10.500

.896

76.755
df = 153,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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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IPA 분석결과
1) 측정항목 간 대응표본 t-test 분석결과
수정-IPA Matrix 도출에 앞서 관광지 이미지의 중요도(사전 기대)-만족도(사후 만족)
항목 간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중요도 항목의 평균은 4.64이며, 만족도 항목의 평균은 5.08로 만족도의 평균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은 ‘탁 트인 공간’이었
으며, 2위가 자연경관, 3위가 날씨로 나타나 관광객들이 월영교에 자연공간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족도 항목의 순위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관광
이미지의 중요도-만족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표 4> 중요도-만족도의 대응표본 T-test 분석 결과
항목

중요도

만족도

평균차이

t값

유의확률

1.440

-.699

-9.825

.00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스토리텔링

4.36

1.237

5.06

지역문화

4.50

1.183

5.12

1.384

-.620

-9.089

.000

역사유적지

4.52

1.220

5.11

1.431

-.590

-8.239

.000

이벤트

4.11

1.198

4.89

1.517

-.774

-11.104

.000

자연경관

5.30

1.234

5.60

1.328

-.298

-3.337

.001

탁트인 공간

5.46

1.171

5.68

1.257

-.224

-2.630

.009

날씨

5.18

1.104

5.61

1.262

-.425

-5.077

.000

오락시설

4.95

1.376

5.42

1.278

-.476

-5.668

.000

체험프로그램

4.92

1.273

5.32

1.174

-.404

-5.331

.000

레저스포츠

4.80

1.353

5.20

1.209

-.410

-5.206

.000

랜드마크

4.30

1.361

4.55

1.448

-.250

-4.102

.000

캐릭터

3.95

1.415

4.30

1.533

-.349

-5.005

.000

기념물

4.28

1.334

4.58

1.506

-.291

-4.644

.000

질서의식

4.74

1.195

5.21

1.118

-.476

-6.128

.000

편의시설

4.68

1.320

5.10

1.227

-.425

-5.207

.000

안전관리

5.04

1.261

5.22

1.154

-.181

-2.149

.032

물리적 거리

4.31

1.292

4.75

1.461

-.443

-6.364

.000

교통 접근성

4.20

1.340

4.71

1.510

-.511

-7.00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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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IPA 분석결과
관광지 이미지 속성에 따른 수정-IPA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수정-IPA의 명시
적 중요도는 관광지 이미지 속성별 평균값으로 산출하였으며, 내재적 중요도는 관광지
이미지 각 속성별 만족과 전반적 만족에 대한 회귀계수를 산출하여 각각 적용하였으며,
<표 5>와 같다. 각 중요도 값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삼고 Kano모델의 3요인 이론에 따라
매력요소, 기본요소, 실행요소(중요/비중요)로 구분하여 사분면에 배치하였다.
관광지 이미지 요인 18개 항목 중에서 12개 항목이 관광객 충족 수준에 따라 만족 수
준도 달라지는 실행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전반적 만족과 대칭적이고 선형적인 관계
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원적 품질요소라 할 수 있다. 나머지 6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매력
요소, 4개 항목이 기본요소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전반적 만족과 비선형·비대칭적 관계를
갖는다.
세부적으로, 1사분면의 실행요소(중요)는 ‘자연경관’, ‘탁트인 공간’, ‘오락시설’, ‘체험프
로그램’, ‘편의시설’로 나타났으며, 관광객의 기대수준만큼 실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월영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월영교 주변 자연경관, 탁 트인 공간
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으며,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
으로 파악할 수 있다. 2사분면의 매력요소는 ‘스토리텔링’과 ‘이벤트’로 관광객에게 큰 감
동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월영교의 건축동기이기도 했던 이응태 부부 이야기와 소소한
이벤트의 확장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의도치 않은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집중
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3사분면의 실행요소(비중요)는 ‘지역문화’, ‘역사유적지’, ‘기념물’, ‘물리적 거리’, ‘교통
접근성’, ‘랜드마크’, ‘캐릭터’로써 관광객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요소로 나타났다. 즉,
월영교를 역사유적지로서 문화유산화하고 안동이 지니고 있는 지역 문화를 덧입히기 보
다는 월영교가 지니고 있는 자연경관의 장점과 이야기적 요소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4사분면의 기본요소는 ‘날씨’, ‘안전관리’, ‘레저스포츠’, ‘질서의식’으로 관광지
안전관리와 질서의식 확립은 월영교를 찾는 관광객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며,
수변자원을 활용한 레저스포츠는 당연히 갖추어야 할 속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Kano(1984)모델은 소비자의 기대에 따른 만족·불만족이라는 주관적 차원
과 물리적인 충족·불충족이라는 객관적 차원을 동시에 나타낸다. 2사분면의 매력요인과
4사분면의 기본요인은 내재적 중요도와 연관되어 있다. 즉 인지적 이미지가 관광객의 전
반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관광객이 월영교에 대해 사전에 가지고 있는 기대의 충족 여
부에 따라 관광객의 전반적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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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정-IPA 분석 결과
사분면
1사분면
실행요소
(중요)
2사분면
매력요소

3사분면
실행요소
(비중요)

4사분면
기본요소

번호

측정항목

명시적 중요도
Mean

내재적 중요도
β

7
9
6
5
1
12
10
13
11
16
15
14
17
18
8
3
4
2

자연경관
탁트인 공간
오락시설
체험프로그램
편의시설
스토리텔링
이벤트
지역문화
역사유적지
기념물
물리적 거리
교통접근성
랜드마크
캐릭터
날씨
안전관리
레저스포츠
질서의식

5.3
5.46
4.95
4.92
4.68
4.36
4.11
4.5
4.52
4.28
4.31
4.2
4.3
3.95
5.18
5.04
4.8
4.74

0.24
0.093
0.089
0.084
0.11
0.122
0.143
0.053
0.008
0.047
0.073
0.061
0.074
0.053
0.046
0.053
0.022
0.005

[그림 3] 관광지 이미지 속성의 수정-IPA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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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지 이미지 요인과 전반적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관광지 이미지 요인(매력성, 환경성, 활동성, 상징성, 안정성, 접근
성)과 전반적 만족 간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표 6>과 같다.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  )값은 0.554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
(F값)도 65.911(p<.000)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독립변수들의 허용오차도
0.1을 초과하고 있고 VIF값도 2이하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관광
지 이미지 요인 중 전반적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환경성(β=0.340, p<.001)
으로 나타났으며, 매력성(β=0.260, p<.001)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관광지 이미지 요인들
은 전반적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관광지 이미지 요인과 전반적 만족도 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전반적
만족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β

t

p

공차한계

VIF

(상수)

.158

.233

-

.675

.500

매력성

.229

.041

.260

5.579

.000

.646

1.549

환경성

.284

.035

.340

8.076

.000

.789

1.268

활동성

.104

.032

.136

3.236

.001

.789

1.268

상징성

.114

.035

.152

3.217

.001

.625

1.601

안정성

.116

.036

.136

3.177

.002

.769

1.300

접근성

.095

.031

.134

3.096

.002

.751

1.332





 =.554, Adjusted  =.545, F=65.911, p=.000, Durbin-Watson=1.747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상북도 안동의 새로운 관광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월영교의 고객만족
을 평가하여 관광지 개선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진행되었으며, 관광지 이
미지 변수를 바탕으로 관광객의 중요도와 전반적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Kano의 3요인 이론과 Vavra(1997)의 회귀계수를 활용한 수정-IPA 기법을 적용하였으
며, IPA 기법으로 발생되는 중요도-만족도 항목 간 유사성 문제와 비선형 오류를 줄이
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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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월영교를 방문한 관광객이 형성한 인지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흔히 관
광지 이미지는 장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지만 본
연구를 통해 월영교의 인지적 이미지가 매력성(스토리텔링, 지역문화, 역사유적지, 이벤
트), 환경성(자연경관, 탁 트인 공간, 날씨), 활동성(오락시설, 체험프로그램, 레저스포츠),
상징성(랜드마크, 캐릭터, 기념물), 안정성(질서의식, 안전관리, 편의시설), 접근성(물리적
거리, 교통 접근성)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됨을 규명하였다.
둘째, 관광지 이미지 속성의 중요도-만족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항목의 중
요도 평균이 만족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월영교를 방문하는 관광
객들이 방문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보다 실제 방문 후 느낀 만족요소가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탁 트인 경관, 자연경관, 날씨와 같은 항목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는데, 월영교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유적지화하는 전략과는 다르게 자연관광지로서
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수정-IPA 기법을 통해 3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1사분면의 실행요소는 자연
경관, 탁 트인 공간, 오락시설, 체험 프로그램, 편의시설 요소가 선정되어 관광객이 자연
을 즐기며, 여러 가지 체험을 병행하는 구조가 밝혀졌다. 2사분면의 매력요소는 월영교
건축의 동기라고도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이벤트 요소가 배치되었는데 이응태 부부
이야기와 같은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객의 감동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3사분면은 실행요소이지만 비중요 항목으로 지역문화, 역사유적지, 기념물, 물리적
거리, 교통접근성, 랜드마크, 캐릭터가 도출되었는데 월영교의 상징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월영교라는 상징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4사분면은 기본요소로서 날씨, 안전관리, 레저스포츠, 질서의식이 위치하였는
데, 관광객이 집중되는 휴가철, 주말, 저녁시간에는 관광객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
해 더욱 애써야 할 것이다. 또한 안동댐 수변자원을 활용하여 레저스포츠를 더욱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광지 이미지 요인 6개 항목 모두 전반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환경성(자연경관, 탁 트인 공간, 날씨) 요인의 표준화 계수값이
0.3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매력성(스토리텔링, 지역문화, 역사유적
지, 이벤트) 요인의 계수값이 0.260으로 높게 나타나 2가지 요인이 월영교를 구성하는 인
지적 이미지의 핵심적인 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수정 IPA기법과 관광지의 인지적 이미지 변수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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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개선을 위한 기능적 측면의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인지적 이미지는 관광
지 속성 및 매력물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로서 관광지 개선 전략 도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인지적 이미지 변수와 전반적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기존 연구에
서는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를 결합한 전반적 이미지에 집중하였다면, 관광지
개선 전략과 관련해서는 인지적 이미지 변수 그 자체로도 전반적 만족도 평가를 도모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는 인지적 이미지 변수가 지니고 있는 변수의 특성과 전반적
만족도와의 회귀분석을 통한 내재적 중요도 도출로서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었다.
셋째, 기존 안동시를 배경으로 한 관광관련 연구가 하회마을, 도산서원과 같은 문화유
산 및 축제 중심이었다면, 관광객의 시선을 따라 연구의 대상을 도심으로 이동시킴으로
써 안동시 관광발전을 위한 연구의 확장을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관광개발에
있어 관광객의 만족도 파악에 따른 관광지 개선 전략과 더불어 고객만족 평가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최근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지만 관광객이 느끼는 월영교
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관광정책이 수립되고 있어, 월영교를 방문한 관광객
의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안동시는 월영교를 ‘이응태 부부의 사랑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하였지만,
현재는 자연관광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월영교 및 주변 관광지의 컨셉을 어떻
게 확장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월영교 주변 숙박시설의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
에 관광객이 월영교에서 다양한 매력을 느끼고 체류할 수 있도록 이벤트, 체험프로그램
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절성이 높은 월영교의 특성상 설문조사 시기에 따라 연구결과에 차이가 발
생할 것이며, 주간과 야간에 따라서도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단순히 자연경관을 즐기려는 지역주민과 관광지로 인식하고 방문하는 외부인 간에도 이
미지 형성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세밀한 관광만족도
평가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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