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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문제의 제기

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상품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때

존재 의미가 있게 된다. 지가 객으로 하여 선택받기 해서는 객

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경쟁력이 갖춰져야 한다. 상품과 같

이 체험이 심이 되는 경험재인 경우 마 믹스를 히 실행함으로써 구매

행동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데,효율 인 마 믹스 과정에서의 노력은 경 성과

로 연결되기 때문에1)2) 지의 지속성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지는 시설 인 것과 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만으로는 지

속 인 심과 재방문 구 에 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3)품질,가격,유

통, 진 등의 마 믹스 요소가 목 지 선택과정에 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4)5)6)7)8)더욱이 시장이 성숙기에 어들고 있어 새로운 수요를 창

출하기 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지의 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마

략 수립 이를 실행할 구체 방안이 필요해 진다.

지 마 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요한 수단이며,9)10)새로운

1)이재섭(2005).호텔의 마 믹스와 경 성과의 계 연구:4P'sMix와 BSC의 측정항목을 심으로,

호텔 학연구,14(3),pp.89-110.

2)안세길(2008).서비스마 믹스의 요도-성취도 분석(IPA)에 의한 호텔고객의 재구매의도에 한

연구,안양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3)장호성(2008). 지 방문 후 이미지와 태도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세종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4)Kotler,P.(1996).MarketingManagement.Analysis,PlanningandControl(9thed.),EnglewoodClifts.

MJ:Prentice-Hall,Inc.

5)부소 (1997). 이벤트의 마 믹스 상용에 한 연구:서귀포칠십리축제를 심으로,경기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6)윤복만(2002).문화 마 믹스 요인이 고객만족과 행동반응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경남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7)강승규(2006).도시(지역) 랜드 리모델 구축에 한 연구:서울 랜드 마 사례를 심으로,

서강 학교 상 학원 박사학 논문.

8)윤 (2009). 지 마 믹스와 이미지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경희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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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경제 이익을 창출하면서 지간의 과잉경쟁과 무분별한 개발에서

오는 문제 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따라서 차별화된 마 략수립이

어느 때보다 더욱 요해지고 있다.

지는 그 지역의 독특한 매력으로 객의 호기심과 지에 한 기

를 자극하고 그 장소만의 고유한 유인요소를 통해 객을 만족시켜야 한다.

지간의 차별화가 힘들어지고 있고 한 각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객 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객 유치를 해서 새로운 마 수단을 도입하고 있

다.11)하지만 아직까지 지마 에 한 이론 ․실증 연구는 상당히 미미

한 편이다.더욱이 새롭게 등장하는 상에 한 분석과 지의 지속 인

발 을 해서도 지의 마 도입은 시 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테마 지를 심으로 마 믹스가 재방문결정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객들의 욕구가 과거에 비해 다양화,개성화,고 화되

어 가는 추세에 맞춰 제주도에는 테마 지를 심으로 지속 으로 주제

(theme)를 모티 로 한 지들이 생겨나고 있다.12)하지만 유사한 지의 난

립으로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다.

재방문 의도는 기업 혹은 지 등의 순이익과 장기성,고객의 충성도에 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객유지나 재방문 의도는 마 에 있어 요한 개

념으로 다 지고 있다.13) 한 재방문의도의 이해와 측정은 객의 방문 후 행

동을 악하는데 매우 요한 단서가 되고 있으며,재방문이나 계지속행동,구

의사 등과 련하여 실제 행동에 한 안으로 다 지고 있다.14)하지만 지

까지 객행동에서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만족도15),

9)성기만(2005). 역지자체의 산업활성화를 한 지역마 략,호텔 연구,7(1),pp.89-102.

10)윤 (2009). 게논문.

11)정지원․ 주형(2001).문경세재 태조왕건 세트장 략에 한 연구:세트장을 심으로 한 문경

시 내 상품개발,여행학연구,13(1),pp.167-198.

12)심상화(2002).테마 자의 만족결정에 한 연구,강원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3)Heskett,J.L.Loveman,T.O.Sasser,G.W &Schlesinger,L.A.(1994).Heskett.J.L.&Jones.

T.O.& Loveman.G.W.& Sasser.W.E.& L.A,Schlesinger(1994).Puttingtheservice-profit

chaintowork.HarvardBusinessReview,72(2),pp.164-174.

14)최인석(2007).국내 골 동기, 지 속성평가,만족,불평행동,재방문의도 간의 계,연세 학

교 학원 박사학 논문.

15)박옥필(2007).문화 축제의 서비스품질이 만족과 재방문에 미치는 향 연구,경기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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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속성16)17)18)19),매력성20)21)22),동기23)24)25),체험 등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

어 왔으며,마 요인과의 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본 연구는

지 마 믹스가 재방문을 결정하는데 어떤 인과 계가 있는지,그 결과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악하여 향후 지의 경 성과를 제고시키고 마

터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 으로 하고 있다.

한 테마 지를 주제에 따라 자연형과 인공형으로 구분하여 지마 믹

스의 특성을 악하여 장에서 용가능한 실무 차원의 마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효과 인 마 믹스 략을 수립하고

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여 제주 의 질 성장을 도모하는데 이론 근거

를 제시하고자 한다.

2.연구의 목

본 연구의 주요목 은 테마박물 을 방문하는 객을 상으로 지 마

믹스요인이 재방문 결정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지는 시설

인 것과 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만으로는 지속 인 심과 재방

문 구 에 향을 미치지 못하므로26)품질,가격,유통, 진 등의 마 믹스

16) 원배․황 취(2004). 자의 지 요인 만족이 재방문에 미치는 향,Tourism Research,18,

pp.29-39.

17)고호석(2005).지역문화축제 객의 선택속성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향:경주 신라문화제를

심으로,문화 연구,17(1),pp.101-119.

18)최용훈(2008). 지선택속성이 자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 자유형과 자 국

별 비교,경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9)이덕범(2011).온천리조트 선택속성이 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 :아산지역을 심으로,순천

향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Goodrich,J.N.(1978).TheRelationshipBetweenPreferencesforandPerceptionsofVacation

Destinations:ApplicationofaChoiceModel.JournalofTravelResearch,17,pp.8-13.

21)고계성․ 홍 (2008). 목 지 자원 매력 평가 연구:제주를 심으로,호텔 연구,30,

pp.191-202.

22)김혜진(2010).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가 목 지 매력지각, 랜드 자산, 랜드 가치에 미치

는 향,동아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3)Cohen,E.(1981).Consumerbehavior,RandomHouseBusinessDivision,p.531.

24)McIntosh,R.W.(1990).Tourism:Principles,practices,philosophies.(5eded).JohnWiley&Sons.

25)이순옥(2010).지역축제 참여동기가 만족과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향:명랑 첩 축제를 심으로,

목포 학교 박사학 논문.

26)장호성(2008). 지 방문 후 이미지가 태도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세종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4-

요소가 목 지 선택과정에 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7)28)29)30)31)이에

본 연구는 테마 지를 방문하는 객들이 지각하는 마 믹스 요인들에

한 것으로,테마 지의 마 믹스와 방문만족 그리고 재방문의도 간의 향

계를 악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하 다.

첫째,기존의 문헌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테마 지의 마 믹스 요인을

악한다.둘째,테마 지의 마 믹스요인이 재방문결정에 어떤 향을 미치

는지 알아본다.재방문결정은 만족과 재방문의도로서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마 믹스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간의 향

계를 검정한다.셋째,세부 으로 테마 지를 자연․인공형으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다.넷째,이와 같은 세부목표를 달성

하여 테마 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 인 방안

을 모색한다.

3.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정량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 다.

첫째, 지 마 믹스,재방문 결정이론에 한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의

개념 모형을 도출하 다.둘째,테마 지에 한 마 믹스 요인을 해 2

번에 걸친 사 조사를 통해 련 요인들을 추출하 고,여러 선행연구에서 도출

된 마 믹스 요인과 재방문 결정과 련된 요인으로 만족과 재방문의도

등 설문을 이용하여 개념 연구모형의 검증을 한 실증조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시간 범 는 2014년 4월 26일에서 2014년 4월 30일 동안에 사

교육을 받은 면 원을 통하여 실증자료를 수집하 다.수집된 자료는 통계패기지

27)Kotler,P.(1996).opcit.

28)부소 (1997). 게논문.

29)윤복만(2002). 게논문.

30)강승규(2006). 게논문.

31)윤 ․임근욱(2009). 지 마 믹스와 지이미지가 재방문이도에 미치는 향,호텔경 학연

구,18(4),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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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SPSS.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신뢰성 분석,회귀분석,요인분석,t-test검

정,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ANOVA)등의 다양한 통계기법을 통해 연구가

설들을 검증하 다.

공간 범 로는 제주지역의 테마 지 에 테마박물 을 상으로 하 다.

한 테마박물 은 자연 주제와 인공 주제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하 다.

내용 범 는 체 5장으로 구성되어 졌다.제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문

제제기와 연구의 목 ,연구의 방법 범 로 이루어졌으며,제 2장은 연구의

이론 고찰로서 테마 지에 한 이론 고찰, 마 믹스,재방문결정요

인에 한 문헌 고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제 3장은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

기 한 연구모형의 설계 가설설정,연구 조사 설계와 분석방법으로 되어 있

다.제 4장은 3장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검증 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의 분석 설정한 가설검증을 한 다 회귀분석과 t-test검정,일원배치분

산분석(One-WayANOVA)등으로 수행되었다.제 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요약을 기술하 으며,아울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 연구의 한계

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체 인 흐름은 <그림 1-1>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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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연구의 흐름도

Ⅰ.서론

문제의 제기 연구의 목 연구의 범 와 방법

Ⅱ.이론 고찰

테마 지 지마 믹스 재방문 결정요인

Ⅲ.연구조사 설계

연구모형 가설설정 개념의 조작 정의 조사 설계 분석방법

Ⅳ.실증분석 결과

표본의 특성 신뢰성 타당성 검증 가설검증 분석결과 요약

Ⅴ.결론 제언

연구의 요약 시사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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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고찰

1. 테마 지

1)테마 지의 개념과 특성

테마 지는 어떤 특정한 주제 하에 이를 히 표 할 수 있는 소재를 이

용하여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주기 해 만들어진 인공 인 시설32)을 의미한다.

기존의 테마 크의 개념을 확장한 개념으로 특정 주제(theme)를 심으로 개발

된 지33)로 주제를 가장 큰 매력요소로 개발하고 객을 유인하는 장소이

다.34)

根本祐二(1990)는 테마 지는 특정한 주제에 기 하여 일상 인 공간 창조를

목 으로 시설운 이 배타 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지속 인 투자가 필요

한 종합서비스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5)다시 말해 특정한 주제를 설정하여

환경과 놀이와 이벤트 등 모든 시설과 분 기를 주제에 따라 계획 으로 만든

후 시설 종간 체를 통합 으로 운 리하는 공간의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Vogel(1985)은 방문객에게 경험을 달하는 곳으로 테마 지는 티켓이나 음

료를 매하는 사업이 아니라 즐거움과 흥미를 유발하며 경험을 매하는 사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6)McEniff(1993)은 매력물이 특정한 주제를 달하도록

만들어진 곳으로 다양한 놀이시설과 매력물이 계획된 특정 테마를 주제로 계획

되고 운 되는 이 유원지와의 차이라고 하 다.37)

32)한국토지공사(2005).지역발 진 수단으로써 테마 크의 개발동향 지역개발 효과 분석,

p.13.

33)정재선(1995).우리나라 주제공원의 개황 발 방향,한국 공사 정보 2월호.

34)서용건․ 홍 (2009).제주도 테마 지 유형에 따른 욕구 만족도 연구, 연구,21(1),

p.45-63.

35)根本祐二(1990)."テマ:ベ-ク時代到來",タイヤモソトネセ(東京),p.154.

36)안 희ㆍ김성 (1996).주제공원 방문객의 만족에 한 연구, 학연구,6,pp.93-116.

37)McEniff,J.(1993).LeisureIndustries.EIUTravel& TourismAnalyst,No.5,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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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 이연택(1985)은 테마 지를 방문객

에게 주제가 달되는 분 기에 심을 갖고 스릴,환상 그리고 깔끔함과 친 한

분 기라는 테마에 바탕을 둔 하루 종일의 건 한 가족여흥을 제공하는 곳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38)

정재선(1995)은 어느 특정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따른 환경과 락시설

이벤트를 설정하고 분 기를 연출하여 체를 일 성있게 구성 운 하는

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 다.즉 시간을 월한 거 한 폐쇄공간으

로 정의하고 있다.39)

이에 비해 엄서호․서천범(2001)은 쇼와 이벤트의 역할에 많은 비 을 두었다.

일정한 주제로 체 환경을 만들면서 쇼와 이벤트로 공간 체를 연출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40)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테마 지는 어떤 특정한 주제 하에 이

를 히 표 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주기 해 조

성된 지와 인공 인 주제로 조성된 지로 정의할 수 있다.

테마 지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지역 이미지 향상의 일환으로 생성된다.일상 인 공간과 차단된 가운데

일정 시간 동안에 상상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비일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둘째,지역경제에 직 으로 미치는 효과가 크다.

셋째,테마 지가 입지할 수 있는 지역 여건에 크게 장애를 받지 않는다.즉

스키장,마리나,골 장,수 장 등을 비롯하여 부분의 시설은 그 입지가

한정되어 있지만 상 으로 테마 지는 입지보다는 로그램의 구성에 따라

서 어떤 지역에서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41)

테마 지의 외형 인 특징이 와 같다고 한다면,내용면에서의 테마 지

는 본질 으로 테마성,통일성,비일상성,배타성,복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테마성은 테마 지가 하나의 심 테마 는 연속성을 가지는 몇 개의 테마

38)이연택(1985). 학 연구의 이해,일신사.

39)정재선(1995). 게서.

40)엄서호ㆍ서천범(2001). 산업론 2 ,학 사.

41)김은 ㆍ박승(1994).일본에 있어서 통 지역성을 주제로 한 테마 크에 한 연구, 한건축학

회논문집, 한건축학,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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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연합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테마성은 테마 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주된 람시설(attraction), 시․놀이시설들은 테마를 실 하도록

계획된다.통일성은 특정주제를 바탕으로 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연출․운 하

는 특징을 말한다.배타성은 주제마다 고유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 주제별로 차

별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테마 지는 특정의 주제설정에 의한 비일상 인

유희공간으로서 실과의 차단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가상,허구의 공간이다.따

라서 실과의 차단이 얼마나 효율 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성공의 건이 된다.

주제설정이 독특하면 할수록 다른 주제와 차별되는 폐쇄 인 완정한 독립공간으

로 만들 수 있다.복합성은 놀이에서 휴식,그리고 다양한 이벤트의 연출,여러

사업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복합 성격을 의미한다.복합성은 테마 지의 이

미지를 방문경험이 없는 이용객들이나 방문경험이 있는 이용객들에게 부여함으

로써 지속 인 방문동기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42)

2)테마 지의 유형

테마 지는 특정 주제에 의해 조성한 여가공원(leisureland)의 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테마 지라는 개념이 생성되기 이 부터 있어 왔던 공간으로 볼 수

있다.다만 테마 지라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한 개념과 분

류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것뿐이다.테마 지의 주제에 따른 분류체계는

culture& historicpark,animationpark,science& hi-techpark,studiopark,

garden& artpark,waterpark,복합형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표 2-1>테마 지의 공간분류

구 분 내 용

자연공간 ×테마형 동물,식물,물고기,정원

자연공간 ×활동형 리조트,바다,고원,온천

도시공간 ×테마형 산업,과학,풍속,구조물

도시공간 ×활동형 스포츠,어뮤즈먼트,건강, 술

자료: 홍 (2007).제주지역 테마 지 유형별 객의 욕구 만족에 한 연구,제주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p.23.

42)심상화(2002). 게논문,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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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까지 테마 지의 개념별 주제 내용에 한 뚜렷한 기 은 제

시되지 못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테마 지는 주제,소재,체험유형,입지에

따라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 다.

(1)주제에 따른 분류

본 연구에서는 테마 지를 주제 선정에 따라 분류하여 자세한 내용을 다

음의 <표 2-2>와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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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주제에 따른 테마 지 분류

분류방식 개발 컨셉 개발 방법 유형

역사 ․문

화 배경

민가,건축,

민속,공 ,

능,외국의

건축풍속 등

어느 시 ,어느 지역을

특정하는 민가나 건축물 는

분 기를 조성 는

역사내용과 인물에 을

두고 환경과 상황을 재 하여

민속,문화,시 상을 표

아 리카 원시인문화,

에스키모문화,

인디언문화 등 세계의

상 ,식당가,공연 등

독립, 쟁, 명 등

민속 ,

롯데월드

생물
동물,새,

고기,식물등

생물의 생식환경을 재 하여

정보,수집,실연 쇼 등을 구성
희귀한 동․식물원 동․식물원

산업

산유 ,

지역산업,

통공 ,

산업시설 등

지역산업시설이나 목장 등을

개방․ 시하고 체험시키는

형태를 취한 것으로 체제와

반복경험이 가능

,탄 체험,

박물 ,민속공 품,

건축양식,풍물시장 등

석탄박물

술

음악,미술,

조각, 화,

문학

화세트,미술작품의

야외갤러리,

정원․음악이벤트등의환경을

이용

술인 , 화박물 ,

미술․음악박물
소리섬박물

놀이
스포츠,

놀이기계 등

스포츠활동,건강 등의

놀이요소를도입하여시설구성
다양한 놀이,탑승시설

드림랜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환상

창조물

캐릭터,

동화,만화,

서커스,과학

등

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심으로 이야기의

일부를 비일상성의 주제를

심으로 구성

헬로키티아일

랜드

과학

하이테크

우주,로 ,

바이오,통신

우주,통신,교통,에니지,

바이오테크놀리지 등

과학기술의 정보와 모습을

시하거나 우주체험의

시뮬 이션을 도입해

우주․과학 체험의 장을 구성

교통공원
엑스포

과학 공원

자연자원

자연경 ,

온천,공원,

폭포,하천

단지, 크 이션단지 내

온천,스포츠 시설 등을

복합시켜 체재형 지로

구성

폭포,바 ,물 등

동․식물,해양생물 등

환경생태공원

경주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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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험유형에 따른 분류

테마 지를 체험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테마 지의 핵심 기능이 무엇

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구분한 방식이다.즉 학습형,산업형,어뮤즈먼트형

등 테마 지를 이용하는 방문객의 체험을 유형화하여 분류한 것으로,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먼 학습형에는 자연( ,자연 상,물고기,바다,조류,야생동물 등)과 역사

( ,유 ,역사,민가․거리,민화 등), 술( ,음악,회화․조각,문 , 통

능․연극 등)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형에는 1차산업( ,목장,과일,꽃 등),2차산업( , 산업,공 업,양조

업,과자업,완구업 등),3차산업( ,특산물의 시 매업, 통공 등)을 포

함한다.

마지막으로 어뮤즈먼트형에는 외국( ,특정 국가․거리,문화교류),연 ( ,

캐릭터, 능,과학 등),유원지 형 게임센터( ,유원지,게임 등)등을 포함

한다.

<표 2-3>체험유형에 따른 테마 지 분류

분 류 종 류

학습형

1.자연(NaturePark):자연 상,물고기,바다,조류,야생동물

2.역사(HistoryPark):유 ,역사,민가,거리,민화

3. 술(ArtPark):음악,회화․조각,문 , 통 능․연극

산업형

1.1차산업(FarmPark):목장,과일,꽃 등

2.2차산업(FactoryPark): 산업,공 업,양조업,과자업,완구업

3.3차산업(ShoppingPark):특산물의 시 매업, 통공

어뮤즈먼트형

1.외국(ForeignPark):특정 국가․거리,교류

2.원 (EntertainmentPark):캐릭터, 능,과학

3.유원지 형 게임센터(AmusementPark):유원지,게임 등

자료:임상오(1999).지역발 과 테마 크산업의 진흥,재정정책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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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테마 소재별 분류

테마 지의 소재별 분류는 테마설정에 있어서 소재가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

한 방식이다.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테마 지의 소재별 분류

테마설정 사례

인간사회의 민속 가옥,건축,민속,공 ,외국의 건축물과 풍속

역사 인 측면 신화, 설,고 유 ,역사 인 사건․인물

지구상의 진귀한 생물 동물,새,바다생물,식물

세계 인 건축 구조물 기념물,건물,고성,거 한 상,타워,미니어처

지역산업 산유 ,지역산업, 통공계,목장,산업시설

술․ 능 음악,미술,조각, 화,문학

놀이와 스포츠 ,게임,스포츠,자동차,놀이시설

환상 인 창조물 캐릭터,동화,만화,서커스,사이언스 픽션

과학과 하이테크 우주,로 ,통신,교통,컴퓨터

자연자원 자연경 ,온천,공원,폭포,하천

자료: 홍 (2007). 제논문,p.23.재인용.

(4)입지에 따른 분류

테마 지가 치한 형태에 따라 분류해보면 크게 도심지형,도심 근교형,도

심 외곽지형 등 구분할 수 있다.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2-5>에

정리하 다.

<표 2-5>입지유형에 따른 테마 지 분류

분 류 도심지형 도심 근교형 도심 외곽형

표 인 장소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자료:김문기(1999).테마 크의 이용자 행태분석,한양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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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테마 지 재방문요인

지 재방문의도는 지속성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지를 재방문

할 욕구를 보유하는 것으로 직 방문의도와 간 방문의도가 있다.43)직 방문

의도는 만족한 지 는 유사 지를 재방문하는 것이며,간 방문의도는

타인에게 추천하는 등의 구 의향을 보유한 정도를 의미한다.재방문은 만족한

자에게 발생되는 것으로 마 과 직 연계되어 잠재 객을 발생

시킨다.재방문의도는 구매 후 평가(postpurchaseevaluation)와 한 련성

을 갖는데,구매 후 평가란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구매 후 행동(post

purchasebehavior)의 한 단계로서 구매된 제품 는 서비스의 소비 후 만족․불

만족의 평가 과정으로 정의된다.서비스의 구매 후 평가는 서비스 상품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제품의 구매 후 평가와는 달리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

고,이것은 흔히 ‘진실의 순간 는 결정의 순간’(momentoftruth)으로 지칭되는

개념으로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이분 인 상호작용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44)아직까지 테마 크를 상으로 재방문요인에 해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호 (2010)은 테마 크의 재방문 의사결정의 향요인을 연구하 는데,테

마 크의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만족도와 매력도라고 하 다.그 에

서도 만족도가 재방문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

다.45)

일반 인 지를 상으로 재방문 결정요인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Moscardo(1986)는 지를 재방문하는 사람과 그 지 않는 사람의 심리 차이

를 연구한 결과 지의 특성에 련된 체험이 만족과 재방문에 향을 미

친다고 하 다.46)Mazurskey(1989)의 연구에서도 지에 한 기 ,과거 다른

경험,사회 규범 만족도의 정도가 재방문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47)

43)박명희(1999).문화 자원해설의 만족도 평가에 한 연구, 연구,11(2),pp.23-47.

44)조장 ․권종 (2004).유럽 지 매력속성의 기 수 과 만족수 평가 재방문/추천과의 계

연구, 연구,19(2),pp.19-34.

45)호 (2010).테마 크 재방문 의사결정의 향요인에 한 연구,경기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46)Moscardo,G.M.& Pearce.P.L(1986).HistoricThemeParks:AnAustralianExperiencein

Authenticity.AnnalsofTourismResearch.13(3),pp.46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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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훈(2008)은 지각된 지선택속성,즉 지각된 교통 서비스 성과,지각

된 숙박 식음료 성과,지각된 쇼핑 성과,기각된 매력 근성의 성과는 재

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48)

윤 (2009)의 지 마 믹스와 이미지가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을 검정한 연구에서 마 믹스 품질,비용,구 , 고 등의 요인

이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미지와 재방문

의도와의 향 계 검증에서는 인지 이미지 편의성, 자원성,매력

성 모두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정서 이미지 에서도

신비성,여유성,즐거움, 성 등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향 계가 나타났

다.49)

4)제주지역 테마 지 황

아직까지 테마 지에 한 명확한 정의는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테마 지의 정의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 공사,제주

회 등에서 분류하고 있는 체계와 홍 (2004)의 테마 지 유형을 참고하여 제

주지역의 테마 지 황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표 인 테마 지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6>과 같다.50)

먼 자연형 테마 지는 자연자원을 소재로 조성된 테마 지를 의미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이를 주제로 활용하여 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이에 비해 인공형 테마 지는 인공 인 자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테마 지이다.특히 객에게 교육과 신기성 등을 제공하기

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무기로 조성되는 곳이다.문화형 지는 문화 매력

물을 바탕으로 한 테마 지이지만 사실상 인공형 테마 지와 크게 구분되지

47)Mazursky,D.(1989).PastExperience and Future Tourism Decisions, Annals ofTourism

Research,16,1989,pp.333-344.

48)최용훈(2008). 지선택속성이 자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 자유형과 자국

별 비교,경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49)윤 (2008). 지 마 믹스와 이미지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경희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50) 홍 (2004). 게논문,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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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표 인 자연형 테마 지로는 생각하는정원,한림공원,제주허 동산,일출

랜드,분재원,오설록,에코랜드 등을 들 수 있다.인공형 테마 지에는 테디베

어뮤지엄,다빈치미술 ,소인국테마 크,러 랜드,트릭아트뮤지엄 등이 속하며,

문화형 테마 지에는 콜릿박물 ,추사유 지,제주국립박물 ,성읍민속 ,

제주민속 ,귤림성 등이 포함된다.

<표 2-6>제주지역 테마 지 유형

유 형 지

자연형
생각하는정원,여미지,한림공원,제주허 동산,일출랜드,분재원,오설록,

에코랜드 등

인공형 테디베어뮤지엄,다빈치미술 ,소인국테마 크,러 랜드,트릭아트뮤지엄 등

문화형 콜릿박물 ,추사유 지,국립제주박물 ,성읍민속 ,제주민속 ,귤림성 등

주: 홍 (2007)을 심으로 연구자 재정리.

2. 지 마 믹스

1)마 믹스

마 믹스(MarketingMix)란 기업이 표 시장에서 원하는 반응을 획득하기

하여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마 믹스 수단으로 마 에 고려

해야 할 여러 요소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51)1960년 제롬 매카시(Jerome

McCarthy)가 창안을 하고,필립 코틀러(PhilipKotler)에 의해 세상에 리 알려

졌다.

마 믹스는 제품(product), 진(promotion),가격(price),유통(place)등의 4P

로 구성되는데,이 요소들을 조합해서 마 목 을 달성하는 것이 마 믹스

의 핵심이다.즉 마 믹스를 통해 고객의 니즈(needs)와 욕구(wants)는 마

51)김창식(2006).경기 도자기 통합 물류 유통센터 입지의 마 믹스 최 화 연구,명지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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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주요 요소이다.

마 믹스는 고객가치를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는 술 도구이며,목표시

장내에서 강력한 포지셔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마 믹스의 요인,즉 상

품,가격,유통, 진 등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은 상품의 기획에서부터 소비자의 구매,사용 욕구충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포 인 개념이다.즉 소비자가 욕구를 충족하기 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모든 형태의 재화 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가격은 기업의 마 노력으로 생산된 상품과 소비자의 필요한 욕구를 응

시켜 교환을 실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의상 상품의 가격으로 볼 수 있다.

유통은 상품이 생산되어 소비되는 과정에 련되는 생산자,도매상,소매상

소비자까지 포함하는 조직 는 이들의 활동을 의미한다.즉 상품이 소비자에게

효율 으로 달되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진은 매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해 실

시되는 모든 마 활동을 의미한다. 진에는 선 , 고,홍보, 매 진,인

매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주:선행연구를 토 로 연구자 작성

<그림 2-1>마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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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테마 지에 해 기업목표 달성을 한 마 략도구로서

통 근방법인 4P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즉 상품,가격,유통, 진

등을 심으로 지에서 실행될 수 있는 마 략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2) 지마

마 믹스란 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통제 가능한 략 요소들을 최 으로

배합하여 기업의 목 달성이 가능하도록 마 활동을 실제 조정하는 수단 내지

도구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이는 제품(product),가격(price),유통(place),

진(promotion)등 이른바 4P's로 구성된다.마 믹스 요인에서 경쟁력 우

의 원천은 상품의 경쟁력과 가격,그리고 유통과 진에서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

되며,기업은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고객과 하는 구체 인 수단으로써 마

믹스 요인을 이용한다.52)

지마 에 한 연구는 주로 장소마 과 련되고 있다.장소마 은

지마 과 도시마 이 혼재된 개념으로 1980년 도시 련 연구에서 처

음 등장하 는데 지역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연구되

어 왔다.53)특히 장소마 은 쇠퇴해가는 지역의 부정 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재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안으로서 미국, 국 등을

심으로 등장하 다.54)

장소마 이 다른 도시와의 경쟁,외부 자본투자 유치,지역이미지 쇄신 등을

한 목 이라고 한다면 지마 은 국제 객의 시장 유율을 증가시키기

한 목 으로 지역이미지를 홍보한다는 이다. 한 지역사회 에서 개발계

획이 수립되며,지역의 공간 특성을 반 하여 목표시장설정,포지셔닝 략수

립 등의 체계 인 마 차가 강조되고 있다.55)

52)Kotler,P.(1996).opcit.

53)윤 ․임근욱(2009). 게논문,pp.261-285.

54)Wilkinson,S.(1992).Towardsanew city?:A casestudyofimage-improvementinitiativesin

newcastleuponTyne.Healy,P.etal(eds).RebuildingtheCity-property-ledUrbanRegeneration,

London:E&FNSpon.

55)Geoffrey,W & Health,E.(1992).Marketingtourism destinations:astrategicplanningapproach,

NY:JohnWiley&Sons,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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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 은 지가 주체가 되어 독특한 매력요소로 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에 한 기 를 갖게 하는 행 이며 장소만의 고유한 유인요소

를 가지고 객을 만족시키는 일련의 행 이다.최근 들어 지 간의 차별화

가 어려워지고 객의 공 이 단순히 객을 흡인하려는 수 에서 벗어나

객을 만족시키고 재방문으로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 마

이 두되었다.일종의 소비자로 하여 특정 지역 는 장소를 하나의 상품

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을 디자

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역자체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고객유치를 극

화하고자 하는 기업주의식 지역개발 략이다.56)

국내연구에서는 지마 을 자원의 특성이나 사업 주체의 특성과 소비자

욕구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지속 으로 목 지로 유지하기 한 마 으

로 정의되고 있다.57)이러한 개념의 근은 특정 장소에 한 차별화되고 소비자

심 인 개발에 필요한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다.58)

하지만 아직까지 지마 에 한 논의는 뚜렷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채 실천 의미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

시 에서 지에 한 마 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에 한 개념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과 에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지마 의

개념을 객,지역주민,투자자들의 욕구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원의 특성

을 고려하여 지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디자인하는 제반활동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59) 한 지마 믹스를 Kotler(1996)의 4P를 용하여

지마 제품(product),가격(price),유통(place), 진(promotion)으로 구분하여

이에 한 개념을 기술하고자 한다.60)

56)Kotler,P.(1993).MarketingPlace:AttractingInvestments,Industries,andTourism toCities,

States,andNations,NJ:Prentice-HallInc.

57)엄서호(2000). 명소 만들기:이론과 실제,백산출 사.

58)최자은(2002).op.cit.

59)최자은(2002).op.cit.

60)Kotle,P.r(1996).MarketingManagement.Analysis,PlanningandControl(9thed.),Englewood

Clifts.MJ:Prentice-Hall,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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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마 믹스 략

(1) 지마 상품 략

좋은 상품은 마 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가 지속 으로 성장하기 해

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상품들이 효과 으로 결합되어 끊임없는 수정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61)기업이 마 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표

시장을 구성하는 고객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며,이러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실 인 수단이 바로 상품이다.

상품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함께 기업의 목 을 달성시키는 실 수

단이자 고객과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필수 인 요소이며,62)마 목표를 달성하

기 해 수행되는 마 활동의 바탕인 마 믹스 가운데 가장 요한 요인

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63)

지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한다면 무엇보다도 지가 가지고 있는 매

력요인이 이에 속할 것이다. 객들에게 흥미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아울러 풍

부한 볼거리,경 등 다른 지와 차별화된 매력요인으로 지 고유의 콘텐

츠와 련성이 깊다.

(2) 마 가격 략

지의 가격은 객에게 경험에 한 화폐의 가치를 의미한다.하지만

지에서는 지 이용요 에 한 품질의 척도를 가격보다는 가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64) 상품과 같은 무형재는 유형재와 달이 상품에 한 구매정보

가 가격이외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원가개념이 희박하다는 측면과 상품원가 계

61)안연정(2000).외식산업 발 을 한 마 략에 한 연구: 진 략 수단을 심으로,경기 학교

서비스경 문 학원 석사학 논문.

62)김 (2000).시장기반 자산과 마 믹스 자산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홍익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63)최경 (2001). 로야구 에 한 마 믹스 략이 재구매의사 구 의도에 미치는 향,단국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64)김정호(2002). 호텔의 객실 가격 략에 한 연구,동아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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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명확하지 않아 원가와 실제 가격간의 유리 상이 발생한다는 것에서 그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한 지를 이용함으로써 지불한 가격보다 오히려 그 가

격을 투자함으로서 얻게 되는 만족에 고객은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따라

서 상품의 가격의 가격을 결정할 때는 목표시장을 자극하면서도 이윤을 극

화할 수 있는 가격 략을 수립해야 된다.65)즉 소비자가 객이 지불할 의사

를 가질 수 있고,기업 측면에서는 이윤이 확보되는 수 에서 가격은 결정되

어야 한다.66)

고객은 가격을 품질의 척도로 단하는 경향이 있다.67)가격은 소비자가 품질

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충분한 서비스 는 상품에 한 지식이 없다면 다

른 외 단서보다도 품질을 측하는데 상당히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왜냐하면 일반 으로 소비자는 낮은 가격의 서비스일수록 낮은 품질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구매한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단할 경우

에는 오히려 그 구매에 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68)

상품의 가격은 객에게 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객들은 가격변화

에 따라 상품의 구매력과 평가가 달라진다.69)그러므로 지 경 에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 하나는 가격통제이다.가격의 향력은 구매행동과정과 높

은 련성이 있기 때문이다.70)

지의 가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지는 객으로 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험하기

에 구체 인 정보나 단서가 없이 가격 자체가 갖는 의사결정 향력이 크다.

둘째,방문형태나 방문객 수에 따라 수요가 변화하면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가

격탄력성을 가지고 있다.셋째,역사 ․경 가치가 시간의 경과와 동시에 상

승하여 독 인 가격이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지의 가격결정

은 원가,수요,경쟁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집약할 수 있다. 재까지 지의

65)Kotler,P.(1996).opcit.

66)Harper,D.V.(1996).PricePolicyandProcedure,Brace:Jovanovich,Inc.

67)Zeithaml,V.A&Bitner,M.J.(1996).ServiceMarketing,NY:McGrawHill.

68)이유재․김주 ․김재민(1996).서비스산업 화에 한 실증연구,소비자학연구,7(2),pp.129-157.

69)최혜경(2006). 게논문,p.26.

70)Petrick,J.F.(2005).Segmentingcruisepassengerpricesensitivity,Tourismmanagement,26(5)

p.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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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으로 주로 기업의 제품수 에서 이루어져 왔

다.71)

지는 큰 틀에서 수요 심 경쟁 심 이다.이러한 특성에서 발 한 문

제는 차별가격이 당연시하게 존재하는 것이 지 가격이다.차별가격은 지리

조건․시간 조건․고객의 지 ․고객과의 역학 계․사회 형평성 등에 비추

어 통일 목표 하에 한 번 설정한 가격을 개별 으로 다시 설정한 가격이다.72)

(3) 마 유통 략

유통이란 기업이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상품은 으로 보는 지나 몸으로 체험하는 체험물

을 향하여 고객이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다.하지만 지는 이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의 근가능성,주변경 ,다양한 활동의 합성,분 기 등의 측면

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73)

지마 믹스에서 유통(place)의 개념은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그 하

나는 입지(place)의 개념이고,다른 하나는 유통(distribution)의 개념이다.74)이

입지는 지가 어디에 치해 있는지와 련된 사안으로 주로 근성,분

기,타 지와의 연계성 등으로 제시되어 왔다.

지의 경우 별도의 유통경로 없이 고객이 근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할인권 발행,패키지 매 등을 여행사, 약 행회사,항공사,숙박업

체,외식업체 등을 통하여 고객의 근을 용이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75)

(4) 마 진 략

매 진은 소비자로부터 강력하고 빠른 반응을 얻기 한 매기법으로서 상

71)조정인(2013). 지 유형별 방문객의 지각된 가치와 가격공정성이 만족에 미치는 향,제주 학교

석사학 논문,p.22.

72)고계성(2002).제주 의 가격경쟁력 연구, 학연구,6,p.4.

73)고재용․문주 ․박태수․김정욱(2004). 마 , 학사.

74)민혜성(2007). 마 , 왕사.

75)오미숙(2003).서비스산업의 략 마 : 산업을 심으로,백산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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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한 소비자의 인지, 심,구매를 자극하도록 계획되는 활동이며 고,인

매, 매 진,홍보,구 등을 포함한다.76)한국마 학회에서는 매 진

을 기업이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를 늘리기 해 짧은 기간 동안 거래

처나 최종 소비자들을 상으로 하는 고,인 매,홍보 이외의 여러 가지 마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의 매 진은 객에게 제공하는 유인의 성질에 따라 가격인하, 매

진, 진으로 구분되어지며, 지 공 자는 객의 방문을 유도할 목

으로 해당상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에 하여 실제 잠재고객을 상으로 우

호 으로 설득 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는 마 노력의 일체를 말한다.77)

한 넓은 의미에서 지를 활성화하기 한 진활동은 지를 효과 으로

소개하고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이어 지기도 한다.78)

3.재방문 결정요인

1) 만족

일반 으로 경험 후에 객이 느끼는 만족도가 높을 경우 차후의

지 선택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며 재방문 할 확률도 높을 것이다. 한 만

족을 느낀 객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지의 장 만을 이야기

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좋은 홍보효과를 낼 수 있다.그러므로 객의

경험에서 만족․불만족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79)

만족은 소비자의 충족상태에 한 반응으로서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 는 소

비에 한 충족상태를 즐거움 수 에서 제공하거나 제공하 는가에 한 단이

라고 정의된다.80) 분야의 연구자들이 만족을 재방문의도의 선행변수로 가정

76)Kotler,P.(1996).opcit.,

77)김미자․정지원(1997).외식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마 략에 한 연구,한국조리학회지,3(1),

pp.57-81.

78)이선희․심상도․ 주형(1993). 이용 지 이용 진에 한 연구, 학연구,17,pp.287-305.

79)최용훈(2008). 게논문.

80)Oliver,R.L.(1997).Satisfaction:AbehavioralPerspectiveontheConsumer,NY:McGraw-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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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이는 다시 말해 소비자가 제품 는 서비스의 특성

는 소비에 한 충족이 되었다고 단되면 소비자는 다시 그 제품이나 서비스

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마 분야의 이론을 그 로 수용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81)

만족에 한 연구는 객을 상품의 소비자로 보고 상품소비자의

만족·불만족에 한 이론을 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만족과 련한 결정요인

에 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기 ·만족이론과 인지 부조화이론을 들 수 있다.

먼 ,기 ·만족이론은 객의 만족·불만족의 수 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

가 요한 비교의 기 으로 객은 여러 가지의 선택 가능한 행동 안 에서

객 자신이 가장 요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어지는 행동 략을 선택하

는데 이론 기 를 두고 있다.

두 번째는 인지 부조화이론이다. 객의 사 기 가 매우 높을 경우 실제

이 다소 불만족해서 기 에 어 났다 하더라도 후의 기 정도와 비슷하게

만족정도를 느낀다는 것으로서 기 와 실제평가,만족 사이에 부조화를 해결한다

는 것에 이론 기 를 두고 있다.82)

특히 고객만족은 재구매 재방문, 정 구 과 추천효과로 고객의 만족이

기업의 장래에 결정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83)

Campo-Mart́nezetal(2010)은 Oliver의 패러다임을 분야에 용하여 스페

인을 방문한 객을 상으로 여행구성원의 향차이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다.이들은 만족 그리고 인지된 이미지,과거의 경험과 재방문

의도의 향 계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다른 변수보다 만족이 재방문의도에

지 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이 연구 외에도 다양한 연구에서 만

족은 재방문의도에 요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되어왔다.84)

Kozak(2001)은 그의 연구에서 스페인과 터키를 방문한 국인을 상으로 만

81)김재원(2013). 재방문의도 결정요인에 한 메타분석,경기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82)Griffin,J.(1995).CustomerLoyalty:HowtoEarn,HowtoKeepit,NY:LexingtonBooks.

83)이의희(2012).해양 선택속성이 만족과 방문 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제주 학교 학원 석

사학 논문,p.34.

84)Campo-Martineza,Sara,Garau-Vadellb,JoanB.& MariaPilarMartinez-Ruizc(2010).Factors

influencing repeat visits to a destination: The influence of group composition.Tourism

Management,31(6),pp.86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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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의 방문경험과 행동의도와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그 결과,만

족은 과거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치는 강력한 선

행변수로 나타났으며,높은 수 의 만족을 인지할수록 방문했던 지뿐만 아니

라 방문국가의 다른 지까지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나타났다. 한 만족 이외

에 선행변수로 제시되었던 과거의 방문경험은 오히려 재방문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만족이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85)

최용훈(2008)은 지선택속성이 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지각된 지선택속성과 만족도,재방문의도간에는 유의한 향

계가 나타났으며, 객 유형과 객 국 에 따라서 객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 다.86)

윤 (2008)은 지마 믹스와 이미지가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연구결과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치는 마 믹스 요인은 품질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그 다음으로 구 , 고,비용 요인 등의 순인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추천의사에는 구 ,품질,자원 요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87)

2)재방문의도

분야에서 수행된 재방문과 련된 부분의 연구에서는 객이 목 지

방문에 해 만족을 하면 재방문하게 된다는 행동구조가 정설로 받아 들여 졌었

다.하지만 경험 으로도 매우 만족하더라도 다시 그 목 지에 가지 않는 객

과 그다지 만족하지 않더라도 다시 목 지를 방문하는 자의 사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이러한 차이는 객의 특성 소비과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단할 수 있으며,이러한 객유형의 다양성은 신기성을 추구하는 지속 인

환자에 한 연구만큼 지속 인 재방문자들에 한 폭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따라서 많은 객들이 어떤 이유로 이 에 방문했던 지

85)Kozak,M.(2001).Repeaters'BehaviorattwoDistnctDestinations.AnnalsofTourism Research,

28,pp.784-807.

86)최용훈(2008). 게논문.

87)윤 (2008). 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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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시 방문하는 지에 한 실증 인 연구가 여러 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

다.88)

분야에서의 재구매자들에 한 심은 경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서비스마 의 개념이 도입된 기에 업계에서는 새로운 소비자를 유

치하기 한 략에 그들의 자본을 투입하 으며 학계에서도 역시 새로운 소비

자를 유치하기 한 략 에서의 마 에 을 맞추었다.하지만 1980

년 들어 ‘계마 (relationshipmarketing)’의 개념이 두됨과 동시에 업계

와 학계에서도 새로운 소비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을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비용이 게 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고의 흐름으로

환되었다.89)

지마 과 서비스마 에서는 신규고객의 유치와 시장 유율확 등 공

격 인 마 략이 기존의 추세 으나 고객충성도의 재고와 기존고객의 유지

를 주요 골자로 하는 방어 인 마 략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충성도가 높

은 기존고객은 더 많은 양의 재화를 빈번하게 구매 할뿐만 아니라 경쟁기업의

가격유인에도 덜 민감하여 높은 가격일지라도 지속 인 재구매를 하게 된다.

한 정 인구 효과를 통하여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하여 기업이익 증 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90)

객의 재방문의도란 소비자가 서비스를 구매한 후의 태도를 의미

한다.미래에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이라 할 수 있

으며 동일한 종류의 랜드나 제품,지역,서비스 등을 반복하여 구입하려는 소

비자들의 경향을 평가함으로써 측정된다.91)여호근․박경태(2007)는 지각된 가치

와 만족이 재방문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하 다.92)최용훈(2008)은 지

의 재방문요인은 지선택속성 에 교통/서비스,숙박/식음료,쇼핑,매력/ 근

성 에 쇼핑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만족이라고 하 다.93)윤 (2008)은

88)Oppermann,M.(1998).DestinationThresholdPotentialandtheLaw ofRepeatVisitation.Journal

ofTravelResearch,37,pp.131-137.

89)Leonard,B.L.(2002).Relationship Marketing ofServices-Perspectivesfrom 1983 and 2000,

JournalofRelationshipMarketing,1(1),pp.59-78.

90)Reichheld,F.F.(2000).Loyalty-BasedManagement,HarvardBusinessReview,79,pp.64-73.

91)김 구․김 국(2004).고객 재방문의도 결정요인에 한 연구,인제논총,19(1),pp.335-360.

92)여호근․박경태(2007).녹차밭 방문객의 지각된 가치가 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한국조리

학회지,13(2),pp.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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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 믹스 에 자원 요인을 제외한 품질,비용,구 , 고,유통 등의

마 믹스 요인들이 재방문의도를 결정한다고 하 다.94)

93)최용훈(2008). 게논문.

94)윤 (2008). 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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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연구모형 가설 설정

1)연구모형

지마 은 지간의 과잉경쟁과 무분별한 지 개발에서 오는 어려

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수요와 경제 이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본 연

구는 테마 지를 상으로 지마 믹스요인이 재방문 결정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향후 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한 실제 인 방안을 수립하

는데 그 연구의 목 이 있다.이와 같은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

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3-1>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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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설의 설정

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심으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1) 지마 믹스 요인과 만족과의 계

지마 믹스 요인과 만족과의 향 계를 설정하기 해 먼 이론

근거를 악하 다.선행연구를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서비스마 믹스 요인 에 제품(product)은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철․ 재균(2001)은 패스트푸드 소비자들의 이용실

태와 만족도에 한 연구에서 상품으로서 음식의 맛이 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5)가격(price)믹스 요인에서는 Zeithaml& Bitner(2006)

의 연구가 가격과 련된 다양한 구성요인들이 만족과 재방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96)장소(place)믹스 요인에서는 지 구․홍성일(2005),최

승철․홍성연(2006)의 연구에서 근성과 입지 교통의 편리성과 같은 속

성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97)98) 진

(promotion)믹스 요인에서는 Stephenetal.(2005)은 진과 련된 속성들이 고

객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99)임경환(2005)은

호텔의 마 믹스 요인들은 호텔에 한 만족요인이라고 하 다.1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토 로 지마 믹

스 요인과 방문만족에 간의 향 계에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95)박철․ 재균(2001).패스트푸드 소비자들의 이용실태와 만족도에 한 연구:부산지역 주요업체를

심으로,외식 연구,4(2),pp.73-90.

96)Zeithaml,V.A&Bitner,M.J.(2006).ServiceMarketing,Boston:McGraw-HillCo.

97)지 구․홍성일(2005).비어 스토랑의 이용특성에 따른 선택속성의 차이분석, 연구,20(2),

pp.147-164.

98)최성철․홍성 (2006).외국 통음식 스토랑 시장세분 선택속성 분석,농업경 정책연구,33(1),

pp.37-57.

99)Stephen,W.L.Julia,E.B.& Laird,T.(2005).Tourists'useofrestaurantwebpage:isthe

internetacriticalmarketingtool?,JournalofVacationMarketing,April,11(2),pp.155-172.

100)임경환(2000).리조트호텔의 유형에 따른 서비스마 략개발에 한 연구, 연구,14,

pp.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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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지마 믹스 요인은 방문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제품요인은 방문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가격요인은 방문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유통요인은 방문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진요인은 방문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지마 믹스 요인과 재방문의도와의 계

지에 한 만족을 하게 될 경우 이는 재방문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

기 된다.즉 만족은 재방문의도의 리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

에 한 선행연구에 있어서 만족은 재방문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크로닌과 테일러는 만족과 재방문의도간의 상 계분석을 실시

하여 상당히 높은 계가 있음을 밝 내었고,많은 학자들이 두 변수의 상 계

를 증명하 다.101)

최경 (2001)은 로야구 에 한 마 믹스 략이 재구매의사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장소를 제외한 제품, 진,가격에서 재구

매의사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2)

윤 (2008)은 지마 믹스와 이미지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지마 믹스는 재방문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 로 지마

믹스 요인과 재방문의도에 간의 향 계에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103)

가설 2. 지 마 믹스 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제품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01)장명희(2006).장소마 믹스와 방문자만족 재방문간의 련성,동아 학교 학원 석사학 논

문.

102)최경 (2001). 로야구 에 한 마 믹스 략이 재구매의사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단국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p.63.

103)윤 (2008). 게논문,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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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가격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유통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진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방문만족과 재방문의도와의 계

Fridgen(1991)은 재방문은 방문에 만족한 객에게 발생되는 것으로 마

과 직 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잠재 방문객을 발생시킨다고 하 다.104)

심상화(2002)는 테마 자의 만족결정에 한 연구에서 객만족은 재방문 의

도에 높은 정(+)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105)장경수(2005)는 축제 방문자의 서

비스 품질과 만족,재방문의도에 한 연구를 통해 축제방문자 만족은 재방문의

도와 정 구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106)박 배(2007)는 공정성과 서비스 회복만족, 스토랑 만족,구 의도,구

매의도 등에 한 공분산 구조 분석을 통하여 만족은 재구매의도에 해서 유의

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107)최용훈(2008)은 지선택속성이 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객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108)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의 결과를 토 로 지의 방문만족과 재방문의도 간의 향 계에 해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104)Fridgen,J.D.(1991).DimensionsofTourism,EducationalInstituteoftheAmericanHotel&

ModelAssociation.

105)테마 자의 만족결정에 한 연구,p.169.

106)장경수(2005).축제의 서비스품질의 방문자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연구,

19(3),pp.131-146.

107)박 배(2007).서비스 실패에 따른 서비스 회복과 고객행동에 한 연구,한국조리학회지,13(1),

pp.152-165.

108)최용훈(2008). 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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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의 테마 지, 지 마 믹스,재방문결정요인 등의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테마 지

본 연구에서의 테마 지는 어떤 특정한 주제 하에 이를 히 표 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주기 해 만들어진 자연을 주제로

조성된 지와 인공 인 주제로 조성된 지로 정의한다. 한 테마 지의

주제에 따라 자연형 테마 지와 인공형 테마 지로 구분한다.

(2) 지마 믹스

지마 은 지가 주체가 되어 독특한 매력요소로 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에 한 기 를 갖게 하는 행 이며 장소만의 고유한 유인요소

를 가지고 객을 만족시키는 일련의 행 로서,Kotler(1996)게 제시한 4P‘s로

서 제품(product),가격(price),유통(place), 진(promotion)등으로 구성하 다.

이들 항목은 5 리커트척도로 측정되었다.

(3)재방문 결정요인

본 연구에서의 재방문 결정요인은 지를 방문한 후에 이에 한 만족을 통

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정도로 정의한다.따라서 재방문 결정요인

은 방문만족과 재방문의도로 구성되었으며,이들 요인들은 5 리커트척도로 측

정되었다.



-33-

3.조사설계

1)설문지의 구성

<표 3-1>설문지 구성내용

측정 요인 항목 수 출처 척도

지

마 믹스

제품 7

심상화(2001),

김주승(2001),

최용만(2003),장호성(2008),

윤 (2008)

5 리커트척도

진 3

가격 3

유통 3

재방문

결정요인

만족 5

재방문의도 5

인구통계학 특성 6
명목척도

행태 특성 6

총 문항 수 38

본 연구의 설문지의 구성은 객의 일반 특성에 한 6문항, 행태

특성에 한 7문항, 지 마 믹스에 한 문항,재방문 결정요인에 한 문

항 등 총 문항으로 구성하 다.이들 항목에 한 출처와 측정척도는 <표 3-1>

에 정리하 다.

2)조사 상 선정 조사방법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테마 지 에 테마박물 을 상으로 하 다.이들

테마박물 은 홍 (2009)의 테마 지의 유형에 근거하여 구분하 으며,본

연구에서는 주제의 성격에 따라 자연․인공 주제의 테마박물 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자연형 테마 지는 제주의 자연을 테마로 조성된 지로 본 연구에서는

‘생각하는 정원’,‘휴애리’,‘오설록’,‘한림공원’등을 상으로 하 다.

인공형 테마 지는 자연형 테마 지와 배타 인 장소가 아닌 상 으로

인공 요소요소가 많이 가미됨으로써 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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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본 연구에서의 인공형 테마 지는 ‘믿거나말거나박물 ’,‘다빈치뮤지’엄,

‘테디베어박물 ’,‘유리박물 ’등을 포함하 다.

설문조사는 한 번의 비조사를 거친 후 설문지에 한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본 조사에 착수하 다.4월 비조사를 거쳐 2014년 4월 26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평일과 주말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 다.

표본은 단체 객을 제외한 개별 객으로 한정함으로써 객의 주체 인

의사결정을 악하고자 하 다. 상은 지에서 람을 종료한 객을 상

으로 일 일 면 을 실시하 다.

면 은 연구의 목 과 취지에 한 사 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 3명이 수행하

다.편의표본추출방식에 의해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표시된 지시어를 바탕으로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기입법을 채택하 다.

4.분석방법

1)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은 제주지역 테마박물 을 방문하고 람을 종료한 객을

상으로 조사하 다.자연형 테마 지는 생각하는 정원(48부),휴애리(70부),

오설록(50부),한림공원(42부)등이며,인공형 테마 지는 믿거나말거나박물

(37부),다빈치뮤지엄(41부),테디베어박물 (20부),유리박물 (12부)등을 상으

로 하 다.설문지는 총 320부가 배포되었으며 이 불성실한 설문지 11부를 제

외한 309(97%)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 다.

2)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통계 로그램 SPSS(Ver.12.5)로 처리되었다.통계분석

방법은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행태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각 항목의 타당도 분석을 해 요인분석과 내 일 성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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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 마 믹스 요

인과 재방문결정요인,즉 마 믹스 요인과 방문만족,마 믹스 요인과 재방

문의도 그리고 방문만족과 재방문의도 사이의 향 계를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한 테마유형별 재방문결정 요인에 차이,인구통계학 특성, 행태 특

성에 따른 특성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독립표본 t-test와 One

Way-ANOVA를 실시하 다.



-36-

Ⅳ.실증분석

1.표본의 일반 특성

1)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표 4-1>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남성

144

165

46.6

53.4

결혼

여부

미혼

기혼

161

148

52.1

47.9

연령

20

30

40

50 이상

136

72

56

45

44.0

23.3

18.1

14.6

학력

고졸이하

졸

학원 이상

170

125

14

55.0

40.5

4.5

직업

문/ 리직

사무직/회사원

매/서비스직

자 업

농/임/어업

주부

학생

기타

44

86

32

30

11

24

74

8

14.2

27.8

10.4

9.7

3.6

7.8

23.9

2.6

소득

(월)

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미만

301-400만원 미만

401-500만원 미만

501만원 이상

123

95

63

15

13

39.8

30.7

20.4

4.9

4.2

<표 4-1>에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먼 응답자

의 성별은 남성(53.4%)이 여성(4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20 (44.0%)가 가장 높은 유율을 보 다.다음으로 30 (23.3%),40

(18.1%),50 이상(14.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사무직/회사원(27.8%)이 가장 높은 유율을 보 다.다음으로

학생(23.9%), 문/ 리직(14.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52.1%)이 기혼(47.9%)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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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하(55.0%)가 반 이상의 유율을 보 다.하지만 학생인 경우가 이 범

에 포함되기 높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그 다음으로 졸

(40.5%)이 차지하 다.월 소득은 200만원 이하(39.8%)가 가장 높았다.다음으로

201～300만원(30.7%),301～400만원(20.4%)이 상 으로 높은 유율을 보 다.

2)표본의 행태 특성

표본의 행태 특성에 해 살펴보았다.<표 4-2>를 심으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표본의 행태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여행목

휴양/ 람

회의 업무

친구/친지방문

기타

250

19

30

10

80.9

6.1

9.7

3.2

여행기간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38

150

96

25

12.3

48.5

31.1

8.1

교통수단

트카

버스

택시

기타

203

58

17

31

65.7

18.7

5.5

10.0

지

방문횟수

처음

2회

3회 이상

여러 번

165

78

37

29

53.4

25.2

12.0

9.4

동반자

혼자

친구

가족/친지

회사동료/모임

기타

22

145

88

48

6

7.1

47.9

28.5

15.5

1.9

정보원천

가이드북

팜 릿

기내잡지

여행사소개

친지소개

인터넷

기타

22

42

3

32

63

130

17

7.1

13.6

1.0

10.4

20.4

42.1

5.5

먼 여행목 은 휴양/ 람(80.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다음으로 친구

친지방문(9.7%),회의 업무(6.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기간은 2박 3일(48.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그 다음으로 3박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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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박 2일(12.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조사 상 지 방문횟수는 처

음(53.4%)이 반을 상회하고 있었다.다음으로 2회(25.2%),3회 이상(1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의 동반형태에서는 친구(47.9%)와 함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다음으

로 가족/친지(28.5%),회사동료/모임(15.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혼자인 경우

도 7.1% 정도로 나타났다.

여행의 정보원천은 인터넷(42.1%)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다음으로 친

지소개(20.4%),팜 릿(13.6%),여행사 소개(10.4%),가이드북(7.1%)등의 순으로

높은 비 을 보이고 있었다.

2.신뢰성 타당성 검정

본 연구의 목 인 지마 믹스와 만족 추천의도와의 향 계를 규명

하기에 앞서 구성 개념의 타당성 검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요인분석이며,회 방식은 Varimax방식을 이용하 다.본 연구의 문항

선택기 은 요인 재치 공통성이 .40이상을 기 으로 하 으며 내 일 성

을 악하기 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1) 지마 믹스의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테마 지마 믹스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4>에 제시되

어 있다.총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 으며,요인명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성격

을 감안하여,요인1은 상품,요인2는 진,요인3은 가격,요인4는 유통으로 명명

하 다.하 항목들이 요인 재치와 공통성의 수용기 인 .40이상을 충족시키고

있으며,신뢰성 검정에서도 수용 기 치인 .60이상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 요

인분석 용가능성 여부에 한 단 기 인 KMO와 BartlettTest에서도 각각

.826과 2394.928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합하 음을 나타냈다.총 분산설명력은

67.7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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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지마 믹스의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재량
공통성 고유치

분산

비율

알

계수

제품

․이곳은 주변경 과도 잘 어울린다

․이곳의 경 은 훌륭한 편이다

․이곳에는 풍부한 볼거리가 있다

․이곳은매력 이고 흥미로운 지이다

․이곳의 규모는 하다

․이곳은다른 지와는차별화된매력이

있다

․이곳의 시설은 이용이 편리하다

.811

.795

.787

.767

.760

.751

.677

.690

.644

.707

.625

.642

.582

.579

5.26 32.90 .89

진

․이곳의 고는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곳을 고하는 내용이 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이곳을 홍보하는 것을 본 이 있다

.870

.845

.759

.804

.789

.616

2.63 16.42 .83

가격

․이곳은 입장료/ 람료가 당하다

․이곳에서는입장료할인을 당하게실시

한다

․이곳은 식음료/기념품 가격이 당하다

.904

.840

.761

.820

.746

.625

1.72 10.79 .82

유통

․주요 도로 주변 지와의 근성이

좋다

․이곳은편리한 약시스템을갖추고있다

․이곳에 한 결재방법이 다양하다

.789

.751

.644

.653

.686

.629

1.22 7.63 .65

총분산설명력=67.73%, KMO=.826, Bartlett의 구형성검정 X
2
=2394.928, p=.000

2) 만족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만족은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 항목으로 추출하 다.각 하 항목들이 요인

재치가 수용기 인 .40이상을 충족시키고 있으며,신뢰성 검증에서도 수용 기

치인 .60이상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 요인분석 용가능성 여부에 한 단 기 인 KMO와 BartlettTest에

서도 각각 .862와 1183.087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합하 다고 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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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총 분산설명력은 77.33% 다.

<표 4-4> 만족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재량
공통성 고유치

분산

비율

알

계수

만족

․이곳은 정말 유익한 곳이다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다

․이곳을 방문하기로 한 내 결정은 잘

한 일이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반 으로 만족

스럽다

.890

.879

.879

.878

.871

.793

.773

.772

.770

.758

3.87 77.33 .93

총분산설명력=77.33%, KMO=.862, Bartlett의 구형성검정 X
2
=1183.087, p=.000

3)재방문의도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표 4-5>재방문의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재량
공통성 고유치

분산

비율

알

계수

재방문의도

․이곳을 다시 방문하는 것은당연한일

이다

․이곳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

․이곳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곳을 방문하기 해 노력할 것이다

․이곳에 해 다른사람에게좋게말할

것이다

.861

.860

.856

.841

.836

.741

.740

.733

.707

.699

3.62 72.40 .90

총분산설명력=72.40%, KMO=.807, Bartlett의 구형성검정 X
2
=1139.393, p=.000

재방문의도에 한 요인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요인 재치와 공통성이 .40을

상회하고 있다.총분산설명력은 72.40%,KMO값은 .807,BartlettTest의 결과는

1139.393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합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신뢰도 계수도 .90

으로 상당히 높은 내 일 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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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설검정

1)가설 1의 검정

<표 4-6> 지마 믹스가 만족에 미치는 향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261 .211 1.238 .217

제품 .679 .046 .626 14.668 .000
**

.865 1.157

진 .145 .047 .139 3.088 .002
**

.778 1.285

가격 .091 .036 .106 2.544 .011
**

.904 1.106

유통 .038 .051 .033 .746 .456 .792 1.262

R=.722,R2=.522,수정된 R2=.515,F=82.908,Durbin-Watson=1.799

*p<.05,**p<.01

지마 믹스와 만족과의 향 계를 규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검정결과 지마 믹스 요인 에 제품은 t값이

14.668(p=.000)로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진의 t값은 3.088(p=.000)로

나타나 가설 1-4도 채택되었다.가격에서는 t값이 2.544(p=.000)로 나타나 가설

1-2는 채택되었다.하지만 유통은 t값이 .746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무의미함으

로써 가설 1-3은 기각되었다.즉 지마 믹스 요인 에 제품,가격, 진

등은 통계 유의수 하에서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82.908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회귀선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회귀식에 한 R
2
수치는 .722로 나타나 지마 믹

스는 만족을 72%를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Durbin-Watson은 잔차에 한 상 계(잔차의 독립성)를 악하기 한 것으

로 그 수치가 0 는 4에 가까울 경우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있음을 의미한

다.109)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통계량이 1.799로 나타나 잔차들 간에 상 계

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을 알 수 있다.

109)송지 (2009).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통계분석방법,경기:21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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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설 2의 검정

지마 믹스와 재방문의도와의 향 계를 검정한 결과를 살펴보면,먼

상품은 t값이 11.419(p=.000)로 나타나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진은 t값이

4.189(p=.000)의 수치를 보여 가설 2-2도 채택되었으며, 가격은 t값이

3.718(p=.000)로 나타나 가설 2-3도 채택되었다.반면 유통에서는 t값이 .033으로

나타나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표 4-7> 마 믹스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223 .228 .981 .327

제품 .570 .050 .522 11.419 .000
**

.865 1.157

진 .212 .051 .202 4.189 .000
**

.778 1.285

가격 .143 .038 .166 3.718 .000
**

.904 1.106

유통 .002 .055 .002 .033 .974 .792 1.262

R=.671,R2=.450,수정된 R2=.443,F=62.232,Durbin-Watson=1.714

*p<.05,**p<.01

3)가설 3의 검정

<표 4-8> 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578 .134 4.297 .000
**

재방문의도 .789 .036 .784 22.152 .000**

R=.784,R
2
=.615수정된 R

2
=.614,F=490.699,p=.000

*p<.05,**p<.01

만족과 재방문의도와의 향 계에 한 가설 3의 검정결과 t값은

22.152(p=.000)로 통계 유의수 에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3은 채택되었다.즉 만족이 높을수록 재방문의도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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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490.69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회귀식에 한

R
2
수치가 .784로 만족은 재방문의도를 78%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8참조).

4)추가분석

(1)테마유형별 지마 믹스 차이분석

테마 지를 자연형과 인공형으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 간에 지마 믹

스가 차이가 있는지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으며,

이에 한 결과가 다음의 <표 4-9>에 제시되어 있다.

<표 4-9>테마유형별 지마 믹스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p값자연형

(n=201)

인공형

(n=108)
자연형 인공형

제품 3.84 3.75 .61 .70 1.171 .224

진 3.13 3.18 .69 .63 -.647 .529

가격 3.14 2.81 .81 .79 3.405 .001**

유통 3.33 3.37 .63 .58 -.589 .556

*p<.05,**p<.01

제품은 t값이 1.171, 진은 t값이 -.647,유통은 t값이 -.589로 나타나 테마유형

에 따라 지마 믹스에는 통계 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하지만 가격

은 t값이 3.405의 수치를 보여 차이가 나타났다.자연형(M=3.14)의 평균치가 더

높게 나타나 인공형(M=2.81)보다 통계 유의수 하에서 가격믹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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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테마유형별 만족에 한 차이분석

테마유형별 만족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다.분석결과 두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따라서 지의 테마유형과 만족 간에는 아무런 향 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4-10>테마유형별 만족에 한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p값자연형

(n=201)

인공형

(n=108)
자연형 인공형

만족도 3.74 3.64 .66 .78 1.188 .236

*p<.05

(3)테마유형별 재방문의도에 한 차이분석

테마유형에 따른 재방문의도를 검정하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 자연형,인공형 두 집단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따라서 지의 테마유형과 재방문의도와는 어떤 향 계도 없다고 해석

된다.

<표 4-11>테마유형별 재방문의도에 한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p값자연형

(n=201)

인공형

(n=108)
자연형 인공형

재방문의도 3.54 3.43 .66 .77 1.243 .21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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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테마유형별 지마 믹스가 만족에 미치는 향

테마유형에 따라 지마 믹스가 만족에 미치는 향의 특성을 악

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검정결과 자연형 테마 지에서는 유통을 제외한 제품(t=10.261), 진

(t=2.984),가격(2.385)등이 통계 유의수 에서 정(+)의 향 계가 나타났다.

그 에서도 제품의 베타값이 .58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만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Durbin-Watson은 1.623으로 잔차들 간

에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공형 테마 지에서는 제품(t=9.952)만이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진,가격,유통 등의 요인에서는 통계 인 향 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Durbin-Watson은 2.036으로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2>테마유형별 마 믹스가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 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자연형

테마 지

상수 .250 2.126 .035*

제품 .061 .582 10.261 .000** .791

진 .055 .174 2.984 .003** .750

가격 .043 .126 2.385 .018** .907

유통 .059 -.005 -.094 .925 .793

R=.708,R
2
=.502수정된 R

2
=.492,F=49.354,p=.000,Durbin-Watson=1.623

인공형

테마 지

상수 .396 -.630 .530

제품 .075 .672 9.952 .000
**

.935

진 .901 .108 1.453 .149 .769

가격 .069 .068 .970 .334 .858

유통 .099 .109 1.467 .145 .776

R=.749,R2=.561수정된 R2=.544,F=49.354,p=.000,Durbin-Watson=2.036

*p<.05,**p<.01

(5)테마유형별 지마 믹스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

테마유형별로 지마 믹스와 재방문의도 간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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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를 다음의 <표 4-13>을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3>테마유형별 마 믹스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 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자연형

테마 지

상수 .266 1.198 .232

제품 .064 .507 8.519 .000
**

.791

진 .059 .135 2.207 .028
*

.750

가격 .045 .175 3.152 .002
**

.907

유통 .063 .073 1.227 .221 .793

R=.671,R2=.451수정된 R2=.440,F=40.209,p=.000,Durbin-Watson=1.695

인공형

테마 지

상수 .427 -.004 .997

제품 .081 .563 7.686 .000
**

.935

진 .098 .344 4.264 .000
**

.769

가격 .075 .126 1.654 .101 .858

유통 .108 -.128 -1.598 .113 .776

R=.695,R
2
=.483수정된 R

2
=.463,F=24.081,p=.000,Durbin-Watson=1.916

*p<.05,**p<.01

먼 자연형 테마 지에서는 제품(t=8.519), 진(t=2.207),가격(t=3.152)등의

요인이 재방문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유통에서

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요성을 나타내는 베타값을 살펴보면 자연형 테마 지에서는 제품

(.507),가격(.175), 진(.135)등의 순으로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Durbin-Watson은 1.695로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공형 테마 지에서는 제품(t=7.686), 진(t=4.264)등이 재방문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요도는 제품(.563), 진(.344)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Durbin-Watson은 1.916으로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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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테마유형별 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

테마유형별 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해서 자연형

과 인공형으로 테마 지를 구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분석한 결과

가 다음의 <표 4-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4>테마유형별 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자연형

테마 지

상수 .599 .172 3.488 .001

만족 .786 .045 .777 17.419 .000
**

R=.777,R2=.604,수정된 R2=.602,F=403.408,p=.000

인공형

테마 지

상수 .557 .221 2.526 .013

만족 .789 .059 .792 13.338 .000
**

R=.792,R
2
=.627,수정된 R

2
=.623,F=177.898,p=.000

*p<.05,**p<.01

먼 자연형 테마 지에서는 t값이 17.419(p=.000)로 통계 유의수 에서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자연형 테마 지에서 만족이 높

을수록 재방문의도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403.408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회귀식에 한

R
2
=.604로 나타나 자연형 테마 지마 믹스는 만족을 60%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인공형 테마 지에서는 t값이 13.338(p=.000)로 통계 유의수 에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인공형 테마 지의 만족을 높게 지각

할수록 재방문의도를 상승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77.898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 회귀식에

한 R
2
=.627로 6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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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인 특성에 따른 테마 지마 믹스 차이

개인 특성에 따라 테마 지마 믹스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해 차

이 분석을 실시하 다.인구통계학 특성에서는 성별,연령,소득 등의 하 차원

을 상으로 하 고, 행태 특성에서는 여행목 ,해당 지 방문횟수,정

보원천 등을 상으로 하 다.

먼 성별에 따른 지마 믹스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다.믹스 요인 에 진(t=-2.335)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

타났다.여성(M=3.2477)이 남성(M=3.0687)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여성이

진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5>성별에 따른 지마 믹스 차이

요인 성별 N 평균 표 편차 t-값 p값

제품
남성 165 3.7758 .61288

-1.024 .307
여성 144 3.8522 .68863

진
남성 165 3.0687 .65900

-2.335 .020
*

여성 144 3.2477 .68364

가격
남성 165 3.1071 .83940

1.713 .089
여성 144 2.9468 .80370

유통
남성 165 3.3697 .59812

.648 .517
여성 144 3.3241 .63312

*p<.05

연령에 따른 지마 믹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ANOVA)을 실시하 다.분석결과 제품, 진,유통 등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하지만 가격에서 유의확률이 .007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격에서 30 40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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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연령에 따른 지마 믹스 차이

요인 연령 N 평균 표 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제품

20 (a) 136 3.8803 .64646

.958/.413 -
30 (b) 72 3.7520 .61597

40 (c) 56 3.7398 .68599

50 이상(d) 45 3.7873 .66423

진

20 (a) 136 3.1103 .63122

1.938/.123 -
30 (b) 72 3.0602 .67443

40 (c) 56 3.3214 .70486

50 이상(d) 45 3.2148 .74588

가격

20 (a) 136 2.9485 .77287

4.078/.007
**

b<d
30 (b) 72 3.2593 .88142

40 (d) 56 3.1429 .72155

50 이상 45 2.7852 .92156

유통

20 (a) 136 3.2770 .62796

1.241/.295 -
30 (b) 72 3.4398 .53318

40 (c) 56 3.3869 .59891

50 이상(d) 45 3.3704 .70073

*p<.05,**p<.01

소득에 따른 지마 믹스의 차이 검정결과 제품, 진,가격 등에서 차이

가 나타났다.하지만 유통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품에서 200만원 이하,201~300만원,401~500만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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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소득에 따른 지마 믹스 차이

요인 소득 N 평균 표 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제품

200만원이하(a) 123 3.9245 .60119

4.402/.002
**

a>b,d
201~300만원(b) 95 3.8045 .68956

301~400만원(c) 63 3.4385 .65548

401만원이상(d) 28 3.2286 .51208

진

200만원이하(a) 123 3.0949 .66874

2.937/.021
*

-
201~300만원(b) 95 3.2386 .64808

301~400만원(c) 63 3.2804 .67257

401만원이상(d) 28 2.8231 .71403

가격

200만원이하(a) 123 2.9593 .74485

2.783/.027
*

-
201~300만원(b) 95 3.1298 .86335

301~400만원(c) 63 3.0952 .76769

401만원이상(d) 28 2.9111 1.03460

유통

200만원이하(a) 123 3.2764 .63261

1.255/.288 -
201~300만원(b) 95 3.3789 .61041

301~400만원(c) 63 3.4021 .59616

401만원이상(d) 28 3.4522 .56895

*p<.05,**p<.01

여행목 에 따른 지마 믹스의 차이 검정결과 제품에서 유의확률 .010의

수치를 보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진,가격,유통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품에서 휴양/ 과 회의/업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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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여행목 에 따른 지마 믹스 차이

요인 여행목 N 평균 표 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제품

휴양/ (a) 250 3.8657 .64894

3.830/.010** a>b
회의/업무(b) 19 3.4135 .59265

친구/친지방문(c) 30 3.6381 .59168

기타(d) 10 3.7286 .65101

진

휴양/ (a) 250 3.1853 .69025

2.258/.082 -
회의/업무(b) 19 2.7719 .64838

친구/친지방문(c) 30 3.1222 .52874

기타(d) 10 3.1333 .59213

가격

휴양/ (a) 250 3.0187 .83840

.267/.849 -
회의/업무(b) 19 3.1930 .81131

친구/친지방문(c) 30 3.0333 .79438

기타(d) 10 3.0667 .68132

유통

휴양/ (a) 250 3.3773 .61610

1.599/.190 -
회의/업무(b) 19 3.1930 .58072

친구/친지방문(c) 30 3.1667 .64178

기타(d) 10 3.4667 .44997

*p<.05,**p<.01

방문횟수에 따른 지마 믹스의 차이 검정결과 제품에서 유의확률 .031의

수치를 보여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진,가격,유통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품에서 2회와 3회 이상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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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방문횟수에 따른 지마 믹스 차이

요인 방문횟수 N 평균 표 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제품

처음(a) 165 3.8433 .68443

3.002/.031* b<c
2회(b) 78 3.6484 .62236

3회 이상(c) 37 4.0116 .56079

여러 번(d) 29 3.8128 .54009

진

처음(a) 165 3.0788 .62458

2.254/.082 -
2회(b) 78 3.1880 .71792

3회 이상(c) 37 3.3874 .70059

여러 번(d) 29 3.1724 .75918

가격

처음(a) 165 2.9980 .75842

.310/.818 -
2회(b) 78 3.1026 .94328

3회 이상(c) 37 3.0090 .83698

여러 번(d) 29 3.0690 .87005

유통

처음(a) 165 3.2949 .57193

1.800/.147 -
2회(b) 78 3.3504 .58083

3회 이상(c) 37 3.5495 .72952

여러 번(d) 29 3.3908 .74038

*p<.05

정보원천에 따른 지마 믹스의 차이 검정결과 제품에서 유의확률 .019의

수치를 보여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진,가격,유통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집단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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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정보원천에 따른 지마 믹스 차이

요인 정보원천 N 평균 표 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제품

가이드북(a) 22 3.9091 .66357

2.569/.019* -

팜 릿/ 로셔(b) 42 3.5408 .57102

기내잡지(c) 3 3.9048 .95119

여행사소개(d) 32 3.7277 .67919

친구/친지소개(e) 63 3.8050 .65831

인터넷(f) 130 3.9330 .63744

기타(g) 17 3.5882 .58876

진

가이드북(a) 22 3.3788 .72954

1.907/.079 -

팜 릿/ 로셔(b) 42 2.9365 .49517

기내잡지(c) 3 3.7778 1.07152

여행사소개(d) 32 3.1667 .65583

친구/친지소개(e) 63 3.1429 .79810

인터넷(f) 130 3.1949 .66509

기타(g) 17 2.9608 .35123

가격

가이드북(a) 22 3.2121 .80043

.937/.469 -

팜 릿/ 로셔(b) 42 3.1270 .73971

기내잡지(c) 3 2.4444 1.3.4715

여행사소개(d) 32 2.9375 .85692

친구/친지소개(e) 63 3.0476 .82709

인터넷(f) 130 3.0385 .85023

기타(g) 17 2.7451 .71229

유통

가이드북(a) 22 3.5152 .53182

2.049/.059 -

팜 릿/ 로셔(b) 42 3.2778 .50427

기내잡지(c) 3 3.8889 1.01835

여행사소개(d) 32 3.3854 .60529

친구/친지소개(e) 63 3.2011 .72225

인터넷(f) 130 3.4205 .59795

기타(g) 17 3.1373 .45733

*p<.05,**p<.01

4.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가 <표 4-21>에 제시되어 있다.

먼 가설 1은 ‘ 지마 믹스는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

는 가설로 검정결과 제품,가격, 진 등의 요인에서 정(+)의 향 계가 나타났

다.따라서 가설 1-1,가설 1-2,가설 1-4등은 채택되었다.반면 유통에서는 무

의미한 향 계로 나타나 가설 1-3은 기각되었다.즉 테마 지의 제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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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등의 마 믹스에 해 높게 지각할수록 만족이 상승된다는 것을 의

미하고 있다. 한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기여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베타

값에서는 제품이 가장 높게 나타나 만족에서 제품 략이 가장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다음으로 진,가격 순이었다.하지만 유통은 만족에

어떤 향도 주지 못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1>연구 가설의 검증결과

구 분 가 설 분석결과

가설

1

가설1-1 제품요인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2 가격요인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3 유통요인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1-4 진요인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가설2-1 제품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2 가격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3 유통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4 진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는 ‘ 지마 믹스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다.분석결과 제품,가격, 진 등의 요인에서 정(+)의 향 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가설 2-2,가설 2-4등은 채택되었다.반면 유통에서는 통계

으로 무의미한 향 계를 보여 가설 2-3은 기각되었다.테마 지의 제품,가

격, 진 등의 마 믹스에 해 높게 지각할수록 재방문의도를 상승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 에서도 제품은 재방문의도에 가장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진,가격 등의 순이었다.하지만 유통은 재방문

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은 ‘ 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다.

분석결과 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

은 채택되었다. 만족은 지를 재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상승시키는 선행

변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이외에 추가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테마유형별 마 믹스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테마를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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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인공형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지마 믹스 요인에 해 차이분석

을 실시하 다.분석결과 제품, 진,유통 등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다만 가격에서 집단간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

데,자연형이 인공형보다 더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자연형 테마 지를 방문

하는 객이 인공형 테마 지를 방문하는 객보다 가격믹스를 더 지각한

다고 해석된다.

테마유형별 만족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분석결과에서 자연형

테마 지와 인공형 테마 지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테마유형별 재방문의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분석결과 두 집단간

에는 무의미한 향 계가 나타났다.테마유형에 계없이 제품,가격,유통,

진 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만족과 재방문의도가 상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마유형에 따라 지마 믹스와 만족과의 향 계를 살펴보았다.분

석결과 자연형 테마 지에서는 제품,가격, 진 등에서 정(+)의 향 계가 나

타났다.하지만 유통에서는 통계 으로 무의미하 다.즉 자연형 테마 지를

방문하는 객들은 제품,가격, 진 등의 마 믹스 요인들을 높게 지각할수

록 만족이 상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반면 인공형 테마 지에서는 제품

을 제외한 가격,유통, 진 등에서는 통계 으로 무의미하 다.인공형 테마

지에서는 제품,즉 콘텐츠가 지로서 핵심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이를 높게

지각한다면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테마유형에 따라 만족과 재방문의도의 향 계를 검정한 결과에서는 자

연형 테마 지와 인공형 테마 지 모두 만족이 재방문의도에 정(+)의

향 계를 보 다.결과 으로 테마 지 유형에 계없이 만족을 지각할수

록 재방문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객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지마 믹스에 한 차이검정 결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에서는 지마 믹스 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여성(M=3.2477)이 남성(M=3.0687)보다 평균치가 높아 여성이 홍보

는 고와 같은 진활동에 더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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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지마 믹스의 차이검정에서는 제품, 진,유통 등의 믹스

요인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격에서만이 차이가 나

타났다.연령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30 (M=3.2593),40 (M=3.1429)의 순으로 차

이를 보이고 있었으며,평균치가 가장 낮은 집단은 50 (M=2.7852)로 나타났다.

비교 은 층에서 가격에 해 민감도가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

진다고 해석된다.

소득에 따른 지마 믹스의 차이검정 결과에서는 제품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201~300만원,301~400만원,401~500만원 간에 차이를 보 다.평균값은

201~300(M=3.804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났으며, 다음으로 301~400만원

(M=3.7732)의 순이었으며,401~500만원(M=3.2286)에서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

다.비교 소득이 낮은 경우에 제품 략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여행목 에 따라 지마 믹스에 한 차이검정에서는 제품에서만이 차이

를 보 다.휴양/ (M=3.8657)인 경우에 가장 평균치가 높았고,회의/업무

(M=3.4135)에서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 다.즉 휴양/ 의 목 인 객이

지의 핵심 속성으로서 콘텐츠 는 편의성과 같은 제품 략을 가장 높게 지

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반면 회의/업무가 목 인 객의 경우 제품 략에

한 민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지 방문횟수에 따라 지마 믹스에 한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상품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3회 이상(M=4.0116)인 경우에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 으

며,다음으로 처음(M=3.8433)인 경우이며,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인 집단은 2회

(M=3.64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에 한 방문횟수가 높다는 것은 과거 방

문경험이 만족스러웠을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의 핵심 속성으로서

제품에 한 만족도가 높아 해당 지에 한 충성도가 형성된 것으로 단된

다.하지만 처음인 경우 제품으로서 지에 한 평가가 충성도로 이어지지 않

은 상태로서 아직은 유보 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

석된다.

정보원천에 따른 지마 믹스에 한 차이검정에서는 제품에서만이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인터넷(M=3.9330)에서 평균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이드북(M=3.9091),팸 릿/ 로셔(M=3.5408)의 순이었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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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인터넷에서 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이는 부분의 객이 지

마 믹스 에 제품에 민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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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시사

1.연구결과의 요약

지간에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고 시장이 성숙기에 어듬에 따라

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한 마 활동도 더 요하게 된다.특히 제주는

박물 의 천국이라 할 만큼 유사한 테마 지가 난립하고 있어 지 자체의

수지악화는 물론 목 지로서의 이미지와 상에도 좋지 않은 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로서 지속성을 하기 해서는 객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이는

재방문으로 이어져야 한다.선행연구에서 객들의 재방문을 결정하는 요인은

주로 만족,선택속성,매력속성,동기, 체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하지

만 지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효과 인 마 략을 펼침으로써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한 마 믹스를 다룬 이론 ․실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마 믹스는 마 경 자가 일정한 환경 조건을 제로 하여 일정한 시

에서 략 의사결정으로 선정한 마 수단들이 하게 결합 내지 조화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일정한 시 을 제로 하여서 작성된 마 계획으

로 마 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제수단이며 제품,가격, 진,유통 등을 합

리 으로 구성하여 마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따라서 지 경 에서도

수요와 공 이라는 단선 시각을 탈피하여 통합된 의 마 믹스를 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테마 지가 통제할 수 있는 략 요

소를 최 으로 배합하여 지속성있는 지로서의 목표를 실 할 수 있는 마

활동을 실행하는데 이론 근거를 마련하기 하여 지마 믹스가 재방

문 결정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본 연구의 표본집단은 제주의 표 인 테마박물 으로 선정하 다.특히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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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 방문을 결정한 개별 객으로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다.표

본추출방식에 의해 획득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 로그램 SPSS(Ver.12.0)을 이용

하여 분석되었다.

가설검정에 앞서 지마 믹스, 만족,재방문의도에 한 타당성검정

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 으며,타당성 검정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요

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의 요인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방향성을 감안하여

제품,가격,유통, 진 등으로 명명하 다.이들 요인들이 만족과 재방문의

도에 어떤 향 계가 있는지에 해 검정하 으며,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지마 믹스와 만족과의 향 계를 검정한 결과 지마

믹스 에 제품,가격, 진 등은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특히 제품요인은 만족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요인으로 밝 졌

다.반면 지마 믹스 에 유통요인은 만족에 무의미하 다.이와 같

은 결과는 지 소비가 일반 재화는 달리 장에서 체험과 구매가 동시에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통에 한 민감도가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지마 믹스와 재방문의도간의 향 계에 한 검정결과에서

는 지마 믹스 에 제품,가격, 진 등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도 순서는 제품, 진,가격 등으로 나타났다.하지

만 유통은 통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이와 같은 결과는 최경 (2001),윤

(2009)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특히 제품요인은 재방문의도에 가

장 기여도가 높은 요인으로 나타나 테마 지의 재방문율을 제고하기 해서는

제품 략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만족과 재방문의도간의 향 계에서는 두 집단 간에 높은 향 계가 나

타났다. 만족은 재방문의도의 리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따라서 테마 지 마 터는 지로서 지속성을 해서는 객의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테마박물 을 주제에 따라 자연형과 인공형으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 간의 특

성에 따른 특성을 악하 다.검정결과 자연형과 인공형 모두 제품, 진,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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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다만 가격에서 자연형 테마박물 이 인공형

테마박물 보다 더 높게 나타나 자연형 지를 방문하는 객이 가격의 민

감도가 더 높다고 해석된다.

테마유형에 따라 지마 믹스와 만족간의 향 계를 검정한 결과

자연형 테마 지에서는 제품,가격, 진 등의 요인이,인공형 테마 지에서

는 제품만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연형 테마 지는 제주

의 자연자원의 강 을 살려 조성한 경우가 많아 하나의 제품으로서 경쟁력을 갖

추고 있지만 상 으로 인공형 테마 지는 반 으로 장소 가치를 제 로

달하지 못하고 있는 수 에 그치고 있고 지의 콘텐츠 정도가 객에게

소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인공형 테마 지는 지의 소 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테마유형에 다른 만족과 재방문의도 간의 향 계에서는 자연형 테마

지와 인공형 테마 지 모두 만족이 재방문의도를 증가시키고 있었다.테

마 지에서 만족이 재방문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임을 보여 다.

이밖에 객의 일반 특성,즉 인구통계학 특성 행태 특성에 따

른 지마 믹스의 차이와 향 계를 악하 다.

객의 인구통계학 특성 먼 성별에서는 여성에서는 진요인,연령에

서는 30 에서 가격요인,소득에서는 201만원~300만원 집단에서 제품요인 등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지 마 터는 이와 같은 결과에 부합하는 표 고

객을 선정하여 효율 인 마 믹스 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객의 행태 특성에서는 여행목 이 휴양/ ,방문횟수에서는 3회

이상,정보원천에서는 인터넷 등의 집단에서 모두 제품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

다.이와 같은 결과는 재 제주를 방문하는 객의 일반 특성110)을 보여주

고 있는데,제주의 테마 지가 제주방문 객의 보편 인 상품으로 인식

되고 있다는 뜻이다.결국 제주의 테마 지는 발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

는 의미가 되며 따라서 제주 의 질 성장을 해서는 테마 지의 질을 제

고하고 양 인 측면에서는 한 통제를 통해 콘텐츠를 리할 필요가 있다.

110)제주특별자치도 회(2014).2013제주방문 객 설문조사.http://www.hijej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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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사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 을 정리해 보면 첫째,테마 지에 마

믹스를 용하 다는 이다.아직까지 지를 상으로 마 믹스를

용한 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마 믹스에 한

후속연구가 생될 수 있는 이론 근거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테마 지를 재방문하는데 결정요인으로서 마 믹스가 유효함을 규명하

다. 만족과 재방문의도의 선행요인으로서 지마 믹스는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만족과 제방문의도간에는 매우 높은 향 계가 나타남으로

써 만족은 재방문의도의 리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단된다.향후

지마 믹스를 설명변수로 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 변수에 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지마 믹스에서 가장 요한 요인은 제품이라는 것이다. 지의 경쟁

력은 좋은 콘텐츠와 이를 뒷받침해 수 있는 제반여건이 제 로 조화를 이룰

때 강화될 것이다.이를 해 콘텐츠 발굴을 한 창의성 있는 인력이 양성

되어야 하며 지 시설에 한 리감독에 한 행정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의 테마 지는 재까지는 자연형 테마 지가 상 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제주자원 환경의 태생 으로 가지고 있는 장 과 련

이 깊다고 단된다.향후 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테마 발굴

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해서는 제주방문 객에 한 표 시장을 선정하고

이에 한 뚜렷한 마 목표를 세우는 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테마 지를 방문하는 객들은 제주방문 객들의 일반

특성을 반 하고 있어 상품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단된다.자연 람

주의 정책은 재방문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력을 보

여 수 있는 지 개발은 지의 지속가능성과도 련된다.제주의 고유성

은 물론 세계 인 보편 가치를 담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기업은

물론 행정 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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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이와 같은 연구 성과와 함께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본 연구의 표본집단에서

국 객이 제외되었다는 이다.향후 연구에서는 제주 의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인과 외국인의 객을 포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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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effectofMarketingMixtoSatisfaction

andRevisitintentioninthemeTouristSites

Jae-Chul,Lee

DeterminantofTourism Management

TheGraduateSchoolof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Yong-GunSuh)

Theobjectivesofthisstudyareasfollows:

First,throughtheoreticalreviewsrelatedtorevisitdeterminantsoftheme

touristsarea,previousliteratureisexaminedandorganizedinallitsaspects.

Second,thisstudytriestoexaminewhethertherearestructuralrelations

amongmarketingmixfactor,tourism satisfactionandrevisitintention.

Third,thisstudytriestoexaminewhethertherearedifferencesin

marketingmixaccordingtothetypeofthemetouristareas.

Toaccomplishtheobjectivesofthisstudy,thetheoreticalreviewsand

empiricalanalysiswerecarriedouttogether.320questionnaireswerecollected

outoftotal350questionnairesandfinallyused309questionnairesfor

empiricalanalysisexcludedfrom 11questionnaires.

Asperquestions,thestudyselected13itemsaboutamarketingmix

inthemetouristarea,5itemsaboutatouristsatisfaction,5itemsabou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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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tintention,6itemsaboutdemographiccharacteristics,and6itemsabout

thetourism behaviourcharacteristicsbyanalyzingandreviewingtheitems

forthemeasurementofamarketingmixfactorinthemetouristarea,tourism

satisfaction,andrevisitintentionwithdrawnfrom existingresearch.

Intheanalysismethods,frequencyanalysis,factoranalysis,ANOVA,

multi-regressionanalysis,t-test,single-regressionwereusedforthe

statisticalanalysis.

Asaresultofafactoranalysis,amarketingmixforthemetouristareawere

withdrawncontaining4factors,includingproduct,price,place,promotion,and

bothtourism satisfaction,revisitintentionwerewithdrawncontainingsingle

factoreach.

Asaresultofaregressionanalysis,amarketingmixfactorsinthemetourist

areapartlyaffectedbothtourism satisfactionandtherevisitintention.Tourist

areamarketingmixfactorsnamelyproduct,price,promotionfactorsaffected

touristsatisfactionandrevisitintention.Butplacefactornotaffectedtourist

satisfactionandrevisitintention.Whiletouristsatisfactionaffectdeeplyrevisit

intention.

Alsotheresultsofthestudyindicatedthat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

inmarketingmixfactoroftouristaccordingtothetypeofthemetourist

areas.Especiallytouristswhovisitednaturalthemetouristareaweremore

perceiveonpricefactorthanartificialthemetouristarea.

Basedontheaboveresults,marketingmixusefulfortourism satisfactionand

revisitintentionpromotionstrategyonthemetouristarea.Theseresults

supportthemarketingmixstrategyontourist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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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 지 재방문 결정요인에 한 설문조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테마 지의 재방문결정요인에 한 조사입니다.질문을 읽으신 후 귀하의

의견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처리에 의한

연구목 으로만 사용할것을약속드립니다.다시한번 본조사에 조해주신데 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4.

책임연구자:제주 학교 경 학원 경 학과 이 재 철 (010.4568.9191)

지도교수:제주 학교 경 학과 서용건

▣  다음은 귀하의 제주도 여행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바랍니다.

1.귀하의 이번 여행의 목 은 무엇입니까?

① 휴양/ ② 회의 업무 ③ 친구/친지방문 ④ 기타( )

2.이번 제주도에서의 여행기간은?

① 1박 2일 ② 2박 3일 ③ 3박 4일 ④ 4박 5일 이상

3.이번 여행에 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① 혼자 ② 친구 ③ 가족/친지 ④ 회사동료/모임 ⑤ 기타 ( )

4.본 지에 이번 방문을 포함하여 지 까지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① 처음 ② 2회 ③ 3회 이상 ④ 여러 번

5.귀하께서는 제주 여행 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까?

① 트카 ② 버스 ③ 택시 ④ 여행사 버스 ⑤ 도보 ⑥ 기타 ( )

6.귀하는 제주의 지에 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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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이드북 ② 팜 릿․ 로셔 ③ 기내잡지 ④ 여행사 소개

⑤ 친구 친지의 소개 ⑥ 인터넷 ⑦ 기타 ( )

▣ 본 지에 한 귀하의 의견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번호에표시(√)바랍

니다.

항 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이곳은 매력 이고 흥미로운 지이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에는 풍부한 볼거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은 다른 지와는 차별화된 매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의 경 은 훌륭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은 주변 경 과도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의 규모는 하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의 시설은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에서는 입장료 할인을 당하게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은 입장료/ 람료가 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은 식음료/기념품 가격이 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주요도로 주변 지와의 근성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은 편리한 약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을 홍보하는 것을 본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을 고하는 내용이 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의 고는 기억에 오래 남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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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가 느끼시는 지에 한  만족도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번호에 표시(√)바랍니다.

항 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은 정말 유익한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을 방문하기로 한 내 결정은 잘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에서의 경험은 반 으로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가 느끼시는 지에 한 재방문의도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바랍니다.

항 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이곳을 다시 방문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을 방문하기 해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에 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이곳을 다시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일반 인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바랍니다.

1.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귀하의 연령은? ① 20 ② 30 ③ 40 ④ 50 이상

3.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4.귀하의 학력은? ① 졸 ② 고졸 ③ 졸 ④ 학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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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귀하의 직업은?

① 문/ 리직 ② 사무직/회사원 ③ 매/서비스직 ④ 자 업

⑤ 농/임/어업 ⑥ 업주부 ⑦ 학생 ⑧ 기타( )

6.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200만원 이하 ② 201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③ 301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④ 401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⑤ 501만원 이상

7.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 경기 ② 부산직할시 ③ 역시 ④ 구 역시 ⑤ 주 역시

⑥ 충청도 ⑦ 경상도 ⑧ 라도 ⑨ 강원도

※ 본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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