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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회판광거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룹의 생가가 있던 곳이나 작

가 •용악가 화가 �과학자 �정치가 중에 저영인의 생가나 칩펼지 퉁으로 어느

정도 관광 명소화되어 있거나 사회적인 지명도가 높은 지역，연극이나 공연이

일어나든지， 아니연 특정계풍의 훨동이 집중되는 지역 둥지에 선정원다

화가 이중섭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봉，원산에서 부산올 거쳐 제주

로 피난 외서 서귀포에 1년 가까이 머물면서 그림을 그렸다 이곳에서 ‘서귀포의

흰상’을비롯해 ‘성성이보이는 풍경’，‘바닷가와아이들’둥융 그렸다 이중섭과

서해포의 인연은 서해포시 서귀동에 이중섭 미술관파 이중성 문화거리률 형성

되게 하였다

지난 2002년에 문을 연 서귀포시 이중섭 미술관은 2004년 1종 미숭판으로

숭격되었다 국내에서 단 한 곳뽕인 이중섭 미술관은 개관 이후 2010년 말 현재

* 제주대학쿄 관광개발학과 쿄수



266 ~짧쇼 {C 39호

관광객 수가 112，678명을 기록하고 있다1)

침체되어가고있는서귀포시구도심권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이중섭문화

거리가갖고 있는문화지원을활용히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따라서본 연구

에서는구도심권의활성화에필요한기초i자료로서이중섭문화거리에대한 방
문객의 이미지유형에관하여 연구하고자한다

주제어 문화관광거리，이중성미술관，구도심권을 활성화

I. 서론

도시의 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의 이미지를 갖게 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공공공간으로서 도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중요

한공간이다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이중섭 문화거리는 6.25사변을 맞아 서귀

포에서 피난생활을 하며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화가 이중섭을

기리기 위해 지정되었다 1995년 11월 18일 문화관광부는 이중섭 거주

지에 기념표석을 건립하였고，1996년 2월 28일 서귀포시 지영위원회는

남북 360미터(서귀포아케이트 맞은편 구시청)를이중섭거리로 명명하

면서 1997년 9월 6일 이중섭거리 선포식 및 거주지 복원 기념식을 가졌

다 서귀포시에서는 이중섭 문화거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서귀동

512-1번지일원인 7，776m ’를1997년부터 2008년까지 서귀포시의 문화 �

예술의 중심지로 조성하였다{현갑출，2006).
서귀포시내에 위치한 이중섭 문화거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

가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있는 예술의 거리로 침체된 구 상권을 회복시키

1) 자료는이중섭미술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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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 활성화 및 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며，문화예술의 안목올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성된 거리이다

이미지 (Image) 는 인간이 어떤 대생 objects) 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인상이며 인상은 대상에 대한 지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광옥척지의 이미지는 관광객이 관광목적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느낌올 말한다 이미지는 관광객이 지각대싱물과 함꺼l연상하는 감정적，

미학적 성질올 포함한디{이진회，1996)

관굉목적지이미지는 전략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도구로

써활용되어 왔으며，관광목적지 선택에 있어 관굉풍기 (Gartner ，1993;

Baloglu & McCleary，1앉웠)는이미지릎 유인하고 추진하는 영향요인으

로 파악되고(김덕경�최영준 �울종엽，2004) 있으며，관광이미지는 관광

객의 목적지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Fakeye &Crompton ，

1991; Um & Crompton ，1990，조영환 �최규환 �여호근，2002)

본 연구에서는 이중섭 문화거리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미

지유형에 따른 시장을 세분화한 후 관광행태，관광동기와의 상관관계를

규영하여 향후 서귀포시 구도성권 관광활성화륭 위한 방향설정에 기여

하고자한다

n. 이론적 고찰

l 문화거리

도시의 거리는 도시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고，거리를

통해 각종 정보나 인상올 갖게 되기 때문에 도시 이미지의 구성에 큰

역할올 한다.문화거리는 공연장이나 전시시설과 같은 혜쇄된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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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공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계충과 취향을

지닌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된다{문희정，1998)

1) 문화거리의 개념

거리를 의미하는 용어에는 도로(道路)와가로(街路)가있다 도로는

사람틀이 물품을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기 위해 목적지까지 조

성된 통행로를 의미하는데，이는 목적지로 향하는 이동을 암시함과 동시

에 사람과 불품을 인편이나，동물，차량으로 수송하는 루트를 의미한다

(서은숙，1997)

제이롭스 (Jane Jacobs)에 의하면 “도시를생각할 때 최초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가로라고 하였다 가료츠가재미있으면 도시도 재미있고

가로가 지루하면 도시도 지루하다”라고말한 것 같이 거리에는 거리만

의 생명력이 존재하고 생명력은 도시의 활력소로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

디{심준영•이시영，2(05) 따라서 가로는 도시의 작은 일부분이며 생활

공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의 복합체로 가로변 건축물과 시설물 및

보행자간의 상호 관계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거리의 개념이 문화와 만나면 문화의 거리로，예술과 만나변 예술의

거리로 명명될 수 있는 바;“문화예술의거리란 머뭇거렴，기웃거림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길로서 독자적 문화 패턴 (Pattern)과 주제

(Theme)를 지니고，폭 넓은 예술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리이다{김병

석，1999)‘”

문화관광거리는 공유된 의미체계로서의 문화의 개념이 부가된，거리

로서 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미적，경제적，역사적으로 공유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로서의 거리를 말한다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가로(街路)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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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리의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다(오경환.1997).
문화거리란 문화적인 요소가 매력적인 거리로서 방문객들에게 여가，

휴식，자아실현，문화공간，볼거리，먹거리 동의 요소들이 인식되어지고

경험할 수 었는 거리를 의미한디{강진희 �강용관.2001)
문화관광거리란 문화관광 행위가 집중적으로 자생하거나 관광수요를

촉발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관광 상

품화 한 도심관광코스의 한 구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숙진.2003:
28-29 쪽)
문화거리는 일차적으로 문화와 관련된 공연 �전시 •방문 �행사 •홍

행 �발표 둥과 같은 문화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보조하는 서비스와

보조활동이 연관되며，이틀을 지원하는 상업 및 서비스활동이 관련되는

것을 문화거리라고 한다(문화체육부.1996)
문화거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의 생가가 있던 곳이나 작

가 �음악가 �화가 �과학자 �정치가 중에 저명인의 생가나 집필지 등으

로 어느 정도 관광명소화되어 있거나 사회적인 지명도가 높은 지역，연

극이나 공연이 일어나든지，아니면 특정계충의 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을

의미한다〈이진희.2006).

2)문화거리의 구성요소

문화거리는 물리적으로 일관된 주제로 공간이 구성되며，이에 맞게

가로시설물 및 토지이용이 일어나며 주기적인 이벤트를 통해 가로를

활성화하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강진희•강용관.2001)
문화거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문화활동과 물적환경，사람이다 어떤 사

람들이 살고 축제에 참여하며，지주 드나드는지는 그 거리가 다른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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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디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거리의 문화화

를 위한 계획과 구%에서부터 실제 이를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개입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골격

요소이다(문화체육부，1996)

사람과 관련된 문화활동의 연계관계는 주활동과 보조 및 지원활동의

관계로 이해할 수 았다 즉 일차적으로 문화와 관련되는 공연，전시，방

문，행샤 홍행，발표 둥과 같은 주된 문화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보완 내지 보조하는 각종 서비스 즉，연출，안내，통제，감독，보주 소개，

사회，매표，판매 둥과 같은 보조 활동이 연관되고 있고，다옴으로 이들

을 지원하는 상엽 및 서비스 활동이 깊이 관련되게 된다

문화거리의 구성요소는 사람，물리적 장치인 거리，문회활통이 일어나

게 하는 연출요소이디{이진희，2006). 도시의 환경은 여러 가지의 다양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거리에 대한 주민이나 관광객의 인상과

지식은 다면적이다 사람과 관련되는 문회활동의 관계는 주활동과 보조

활동 및 지원활동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일차적으로 문화와 관련

되는 공연 •전시 •방문 •행사 •흥행 •발표 퉁과 같은 주된 문화활동을

기본으로 하여，이를 보조하는 연출�안내 �통제�감독�보조�소개 •

판매 등과 같은 보조활동이 연관되고 있고，이틀을 지원하는 상업 및

서비스활동이 관련되게 된다 거리환경의 툴리적 요소는 가로를 구성하

는 직접적인 대상 자체와 이틀 요소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분위

기로구성된다

문화관광거리의 구성요소는 관광주체，가로공간，문화예술행위로 규

정한다.관광주체는 거리의 인적요소로서 거리의 문화관광수요자와 공

급자를 의미하며，가로공간은 물리적요소로서의 문화관광거리의 기반시

설이라 할 수 었다.문화예술행위는 거리의 특색에 따라 문화 및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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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들이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데，무분별하고 무질서 속에서 니름대

로 일정한 형식올 갖고 일정한 장소에서 ;<]주발생되는 거리의 볼거리를

의미한다{박숙진，2003).

3)문화거리의 유형

세계의 주요 도시에 산재한 갖가지 형태의 문화관광거리는 오랜 세

월올 거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도시들에 있는 이

릉난 음악당，미술관 또는 예술인틀의 집단 활동 지역과 갇은 문화적

지원이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치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적 영소

가되었다

문회판광거리는 거리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거리

의 형태에 따라서 광장형，단순유선형，광장연결형으로 거리의 성격과

활동기농에 따라 역사형，영소형，훨동형 거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

문화관광거리의 거리 형태로는 주로 단순유선형이다{빅숙진，2003)

〈요 1} 국내 외 문화거리의 유형

구운 톨징 국내 외 주요도씨

땅장융중싱으로시각척포인트 미국의유니언팡장，일본의오도리공원，프앙씌 용
팡장행 나 황동의 중성지로 상는 형태 아르트언덕1 이당리아산마르코팡장，네얻란드암스

태료당의꽃의 거리，생기용의 어라이언공원퉁

시각척포인트는가로언의장치 미국의 할리우드대로 39언부두，일본의 긴자거리，
단순유 용이나 욕이한 건용 아키하바라‘프랑스의 태트대팡스거리，캐나다온
션형 트리용의생-카트련너거리，에혈란드로테르담의라

인땐거리동

축제와 상엽의혼함형태로유럽 미국의펴셔맨즈 워프 뉴욕5번아，브로드혜이，프랑
팡장연 의 유영한 도시냐 문회얘술의 스외상생리재대로 영국 런댄의피카딜리，소련요
경앵 도시에서 주로 방견 스크바아르바트거리，오스트리아장츠부르크의용

악의거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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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사건 행사가 이루어 프랑스의 프랑 부르주아 이탈리아의 비아 텔 코르

역사형 져 사랑들에게 알려진 거리 소 소련 모스크바의 아르바트 체코 프라하의 구시

가광장，쩨루 리마의 산마E틴 광장 등

세계적얀 음악가 화가，작가 과 미국의 할리우드대로、일본의 간다거리，프랑스의 몽

영소형 학자，정치가 동의 생가나 흥적 마르트언닥 이탈리아의 우피치 미술가로 오스트리

을 느낄 수 있는 거리 아 잘츠부르크의 음악의 거리 동

거리에서 발생되는 문화 및 예 미국의 유니언광장， 일본의 오도리 공원，영국 런던

휠동형 숭 활통 중심의 이벤트형 거리 의 피카딜라 캐나다 몬트리올의 생 카트련너 동

자료 현갑출，文化觀光거리의 場所마케팅에 판한 연구"們州大쩡校 大쩔院 碩土웰位論

文， 2006，18쪽

이중섭 문화거리는 6 정사변을 맞아 이중섭화가가 서귀포에서 피난생

활을 하며，작품활동을 하던 곳으로 주변에는 정방폭포 서복전시관，서귀

포항 동의 관광자원이 위치하고，문화거리내에는 이중섭 생가，이중섭

미술관，01중섭 공원 동의 문화자원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명소형이다.

2，관광목적지 이미지와 관광동기

1) 관광목적지 이미지

이장주 (1997)는 이미지란 관광목적지를 방문하기 전에 획득한 여러

형태의 정보나 관광목적지에서 실제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관광목적지

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라고 하였다 관광목적지 이미지는 다차원적이

고，상정적 �유형적인 모습으로 구성되며，관광객마다 지각의 차이를 보

인다-(Echtner & Ritchie ，1993) 관광목적지 이미지는 인지적 •정서

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며，평가차원은 각각 지식 •동기 �경혐의 수

준과 관련된다 {Dann，1996)，Crompton(l979) 은 관광목적지의 이미지

에 대하여 대상，행동 및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감정，아이디어，

지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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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목적지의 이미지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해 갖는 전체적인 인상

(Gartner ，1989)을 말하는데，관광지와 관련된 여러 연상들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관광목적지 이미지의 중요성은 관광객들이 관광목적지 선택

시 중요한 결정요인이기 때문이다{이태희，1997).

이태희(1997)는 관광목적지 이미지를 무형적인 것으로 기대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할 때 일련의 자극내용을 차별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형

성되어 진다고 보았으며 통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지책 F는 이
미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관광목적지의 이미지를 형성에 관련한 연구에서 이태희(1997)는 이미

지를 형성하는 영향요인에는 홍분，탈출，휴식 퉁 사회 •심리적 요인과

기후，풍경，문화，시설 퉁 불리 •환경적 요인이 포항된다고 하였으며，

Baloglu & MeCle값y(1999)는 관광목적지 이미지가 자극요인과 개인

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Gartner(1993) 는 정보원，사회 •심리적 동기，인구통계학적 변수 퉁

이 관광목적지 이미지 형성의 중심이라 하였다 Gunn(1972)은 관광목

적지 이미지를 방문유무에 따라 유인적 이미지Cindueed image)와 유기

적 이미지(organie image) 로 구분함으로써 최초로 관광목적지 이미지

를 관광행동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는데 유인적 이미지는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정보원으로부터 축적된 이미지이고 유기

적 이미지란 직접 관광지를 방문한 후 형성된 이미지를 말한다

관광목적지에 대해 관광객이 지각동}는이미지가 목적지 선택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Fakeye & Crompton，1991; 이태희，1997) 관광목적지

선택의 경우 잠재관광객은 방문 경험이 없어 목적지 속성에 대한 지식에

한계가 었으묘로 목적지 선택과정에 있어서 목적지의 이미지를 중요하

게 여긴다{조병환�최규환 •여호근，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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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목적지의 이미지는 전략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도

구이며，목적지 선택에 있어 관광동기의 선행요소(Fakeye & Crompton，

1991; G따tner，1993; Baloglu & McCleary ，1999; 이태희，1997)이다

동기가 이미지를 유인하고 추진하는 영향요인으로 관광목적지 선택 및

이미지 형성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김덕경�최영준 •윤

종엽，2004)，관광목적이미지는 관광객의 목적지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Fakeye & Crompton ，1991; Um & Crompton ，

1990; 이태희，1997) 관광수요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디{조명환�최규

환 여호근，2002)

2) 관광동기와 관핑목적지 이미지

관광동기와 관광목적지 이미지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Baloglu

& McCleary(1999) ， Fakeye & Crompton(1991l ， 이태희(1997)，

Gartner(1993) 동의 연구에서 관평동기가 관광목적지 이미지의 선행요

소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기가 이미지를 유인하고，추진

히는 영향요소로 파악되고 있어 관광목적지 선택 및 이미지 형성모델

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태희(1997)는 동기란 이미지가 인식되는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므로 목적지 선택의 평가단계에 동기가 작용하므로 관

광목적지 이미지의 선행요소로써 동기의 역할을 밝혔다

Mayo & ]avis(1981l 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동기가 목적지의 사전 및

시후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관광동기에 따라 목적지 이미지에 의거한 평가가 이루어지고，목적지

를 선택한 후 관광행동을 하게 된다〈박동진�손광영，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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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r(1988) 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관광동기에 의해 관광에 참여하

므로 관광목적지 이미지 개발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파악하였다.관광목

적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신체적 동기，신분，

지위，사회적 접촉，문회적 동기，지적 동기，도피와 휴식 둥을 제시하였다

Mayo와 J따vis(19S1)는 관광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기와 관광

목적지 이미지 사이의 관계가 탐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인 동기의 경우 특정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관광

동기들이 방문객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나 동반형태，출신지역，국적

동에 따라 어떻게 차아가 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목적형 관광의

경우는 일반적언 여행의 동기뿐만 아니라 활동에 참여할 때만 독특하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동기에 초접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이

후석 •이승곤 •오민재 (2006))

m. 연구방법
1. 설문지의 구성

이미지 (Image) 는 인간이 어떤 대상 (objects) 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인상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중섭 문화거리를 방문히는 방문

객을 대상으로 이미지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기 위하여 강진희 •강용관

(2001)，문화체육부 (1996)，이진희 (2006)，박숙진 (2003) 풍의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자연경관，교육적 가치，야간의 볼거리，이중섭음미，보행공

간정비，미술관의 전시，전통향토음식점， 관광안내표지판， 거리홍보 축

제 및 이벤특 문화체험 프로그랩，숙박시설，휴식공간，편의시설，미술의

거리 등과 같이 157H의 문헝을 작성하였다.관광목적지의 이미지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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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위하여 리커트 타입의 응답형태를 사용하였고 얻어진 결괴를

합산척도법 (Likert summated scale)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各 척도의

구성은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로 1점에서 5점까지의 접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섭 문화거리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

동기에 관하여 이태희 (1997)，김덕경 •최영준 •윤중업 (2004)，박동진 •

손광영 (2004)，이후석 •이승곤 •오민재 (2006) 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가족과의 여가시간，자녀의 교육지원，학술활동，이중섭의 예술세계

탐방，문화유적의 관람，행사침여，자연과의 접촉，문화거리 탐방，기분전

환 및 스트레스해소 등과 같은 9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2，가성의 설정

G따tner<l993) 는 정보원，사회 섬리적 동기，인구통계학적 변수 등

이 관광목적지 이미지 형성의 중심이라 하였다 관광목적지에 대해 관광

객이 지각하는 이미지가 목적지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디1Fakeye &

Crompton ，1991; 이태희，1997).

관광목적지의 이미지는 전략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도

구이며，목적지 선택에 있어 관핑동기의 선행요소 (F하‘eye &Crompton，

1991; Gartner ，1993; Baloglu & McCleary ，1999; 이태희，1997)이다

동기가 이미지를 유인하고 추진하는 영향요인으로 관광목적지 선택 및

이미지 형성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김덕경•최영준 •윤

종엽，2004)，관광목적이미지는 관광객의 목적지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F와‘eye &Crompton ，1991; Um &Crompton ，

1990; 이태희，1997) 관광수요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디{조명환•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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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여호근，2002).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결괴를 토대로 이중섭 문화거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는 소비자 집단올 세분화하여，이미지유형별로 세

분된 시장과 관광행태，관굉동기 동을 규명하는데 연구가젤은 아래와

갇다

연구가절 I 관광객의관광행태에따라 이미지유형의군집별로유의한

차이가 었올 것이다

연구가성 n 관광객의관광동기에따라 이미지유형의군집별로유의한

차이가 있올 것이다

3. 조사 및 분석방법

실중적 연구는 관광객의 관광행태와 관광동기에 따라 이미지유형의

군집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중섭 문화거리의

관광객을 모집단으혹 하고 편의표본추출법올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

였다

조사는 이중섭 문화거리와 이중섭 미술관에서 2006년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36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가

운데 신뢰성이 떨어지는 1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348부를 연구의 유

효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통계

분석 프로그랩 SAS 9.1 window versio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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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는 이미지를 측정한 표본자효로가적합한지의 결괴를 검토한 후

이미지를 유형별로 세분화한 후 성별，연령별，직업별，가족월평균 소득

수준별，거주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따라 이미

지유형의 군집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후，관광객의 관광동기에

따라 이미지유형의 군집별로 차이에 관하여 검정하였다

1. 이미지 속성에 대한 요인분석

이미지를 세분변수로 하여 시장을 세분화하였는데，방법으로는 이미

지를 요인분석하여 요인점수를 개인별로 계산하여 각각의 요인을 명명

하고，계산된 요인점수를 군집분석하여 군집수를 결정하였다

이미지 속성이 적합한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안정성

(Stability) 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이계수 (Coefficients of Variation) 를

구하였는데 이는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로서 측정치의 변수에 대한

측도를 의미한다{성래경，1994) 일반적으로 비율이 100% 이하이면 좋

은 측정치라 할 수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의 변이계수가 모두

100% 이하의 항목만 선정하였다

이미지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가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얘 신뢰도계수 (Cronbach Coefficient Alpha)를 구하였는

데 심리묘사적 측정을 할 때 집단수준의 경우 신뢰도계수가 O‘6 이상이

되어야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한대여운송， 2006) 본 연구의 단

일항목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모두 0.57 이상 되는 항목만 선정하였다

Kaiser 의 MSA(measurement sample adequacy) 값을 이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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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속성올.측정하기위한 변수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는데(김기영•전

명식，1991) MSA값은 일반상관계수와 편상관계수와의 차이에 관한 상

대적인 비례값올 계산한 것으로 0.8 이상이연 아주 좋은 통계량이고 0.6

- 0.8 일 경우 좋은 통계량이며，'0.5 이하일 때는 부적절하다.본 연구에

서는 MSA 값이 0.6 이상 되는 변수만 선정하였다

이미지 평가항목에 관한 신뢰도，변이계수，MSA값이 모두 적합한 변

수을 선정한 결과‘총15개 항목 모두플 채택하여도 우리가 없으으로 모

든 항목올 채택하였고 결과는 〈표2> 와 같다.

- 〈표 2) 측정항목의 적합성 검중

언이
신회이미지일 항옥 엉균 껴수
져수

MSA
IC.v1

Cl 자연깅판이 아홈담다 3.57 23.89 0.69 O없

C2 교육적 가치가 있다 3.78 20.15 0.50 0.69

c3 야<.!~용꺼리가 었다 2.65 40.22 OSl 0.88。l 화가 이중성용 느켈 수 있다 3.62 2387 0.70 0，79

C5 보행용간이 깐 정비 "1어 었다 321 'Zl.:η 0.74 O윈

c6 미숱판의 전시가 장 되어있다 3.66 22，04 0，77 0.87

C7 혹색 있는 전흉향토용식껑이 있다 2.59 32.75 O얽 0，93

CB 깐%변내 표지판 l 장 되어었다 2.99 30.42 0.71 0.85

C9 거괴의 홍보가 싼 되어있다 2.92 31.&1 0.70 O없

ClO 다양한 축제 및 이앤트가 있다 2.43 ;쩌'.JI 0.85 0.85

Cll 운화예헝 프로그행이 있다 2.49 37.01 0，85 0.85

CI2 주연에 다양한 숙박시성이 갖춰져 있다 2，75 32.09 0.86 O없

C13 휴식공간이 장 갖쩌져 있다 2.96 32.42 0.86 0.92

C14 연의시연이 잔되어있다 2.'.JI 32.00 0，71 0.89

C15， 미융의 거리로 장 육성되어었다 2，42 44.64 0.85 O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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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이미지 속성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시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설병할 수 있는 구조

를 찾。}내기위하여 주성분요인분석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을 시행하였고，되도록 많은 변수들이 각 인자에 최대한으로

적재 (Loading) 되도록 하되 한 인자에 적재된 변수가 다른 인자에 낮게

적재되도록 하기 위한 직각회전방법중의 하나인 Varimax 로 지정하였다

요인분석결과 〈표 3>과 같이 Eigenvalue 가 l이상이고 신뢰계수가

가장 높은 것이 요언을 3개로 묶는 것이어서 세 그룹을 선정하였다 이

미지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가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하여 신뢰도계수 (Cronbach Coefficient Alpha) 를 구하였는데

본 연구의 단엘항목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커뮤넬리티 (Communality) 는 각 요인에 의해서 이미지의 속성척도항목

의 분산이 어느 정도 설명되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0.39 이상으로 나타났다.

요인 I은 문화체험 프로그댐이 있고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가 있으

며，미술의 거리로 잘 육성되어 었으며，야~에 볼거리가 있으며，주변에

다양한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으며，휴식공간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거리로 명영하였다 요인 n는 관광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있고1

거리의 홍보가 잘 되어있으며，미술관의 전시가 잘 되어있으며，보행공

간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편의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쾌적한 거리

환경으로 명명하였다.요인 m는 교육적 가치가 있고，자연경관이 이름

디우며，화가 이중섭을 느낄 수 있으므로 미술교육환경으로 병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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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Varimax 올 이용한 회전 후 Factor 아，alysis 걸괴표

요인 티∞F 신퇴계수 양목 요인적찌량 camu 빼W
(faclori 얀*이e (。α@잉l-~ 머 (11"，미 lFaclα lαó 매)

cll 0.86 0.62

clO O없 0.75

cl5 0.71 0.51
Factor 1

5.88 0.88 c3 0.70 0.57
(문회얘술거리)

cl2 0.69 0.47

c13 0.62 0.44

c7 0.57 0.39

c8 0.71 O않

Factor [] c9 0.69 0.59

(얘척한 1.78 oπ c6 0.66 0.73
거리한경) c5 0.61 0.75

cl4 0.58 0.57

c2 0.85 0.62
Factor m

1.20 oη cl 0.79 0.64
(미숭교육환경)

c4 0.72 0.63

요인꽁산생영력 59.1%. KMO 값 0.873

2. 이미지 속성에 대한 군집분석

이미지 유형별 방문객의 관광행태와 관광동기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

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미지 속성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3개의 요인

으로 군집분석올 실시하여 3개의 군칩으로 결정하였다，3개 그룹의 군집

으로 결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검중하기 위하여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l 을 실시하였는데 아래 〈표4>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가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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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문집의 유의성 검증-Wilks’닝mbda

PiI1ai's T rnce

Vah.e-0.1832
1.1361

F

152.79

150매

prdl > F

oα101

oα101

군집분석은 PROC FASTCLUS 흘 이용하였다{김충련， 1997)
FASTCLUS 프로시져는 많은 양의 관찰치를 갖는 SAS 데이터셋에 대

한 비연결군집 (Dj히oint Cluster) 올 찾。}내는데，자료에 대한 두 세번의

처리를 통하여 해석이 쉬운 군집올 찾아내는 이점이 있다.

군집 I은 쾌적하지 않은 거리환경올 추구하는 유형으로 “무질서한환

경 추구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n는 문화예술거리를 추구하는

유형으로 “문화예술거리추구형 집단”으로병명하였다 군집m은 쾌적

한 거리환경을 추구하며，문화예술거리에는 관심이 없는 유형으로 “쾌

적한 거리환경 추구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5) 군집별 연수에 대한 군집영균 {Cluster Means)

구문 딛nα l Rnα!’ 단‘~or川
(운회에슬거리) {혜쩍한거리한경 l (미i 교욕힌경)

군집 l 애4919 애7382 0.1289

문집n O없02 oμ49 0.2607

군집m 애9976 1.3065 -0.3733

3. 인구통계적 특성에 여흔 이미지 유형의 군접 분석

용답지는 군집 I(무질서한 환경 추구형 집단)이154명，군집 1I(문화
예술거리 추구형 집단)가149명，군집111(쾌적한 환경 추구형 집단)이54
명이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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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는 군집 1. 군집 11，군집m 모두 여자의 비융이 높게 나타녔다.

연령별로는 군집 I 은 30대-40 대，군집 n는 20대이하와 40대，군집m은
20대 이하의 비융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군집 I 은 주부와 직장

인，군집 n는 직장인과 1차산업 •자영업，군집m은 직장인과 학생의 비

융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군집 I은 300만원 이상，군집n는 400만원

이상가 200만원 이하，군집m은 300만원 이상의 비융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군집 I은 경상 •충청•전라，군집n는 제주도 �서울，

군집m은 서울에 거주히는 사랍들의 비융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인구통계적 혹성에 띠른 이미지 유형의 군집 분석
단위 명(%)

!인구톰재직연수
군징영 군셉| 군징 11 궁징川

제(0=145) (0=1491 ("，혀|

성얼
납 45112.91 410 1.81 17(4.91 103(29.61
여 100(28.71 108(31.0) 37(10.61 245(70.4)

20대 이하 36(10.31 5505.8) 23(6.6) 114(32.81

연령영
30대 3800.91 32(9.2) 10(2.9) 80(23.01
40대 4502.9) 3700.6) 10(2.91 92(26.41

50대 이상 26(7.5) 25(7.21 11l3.21 62(17.8)
학생 32(9.21 32(9.21 15(4.3) 79<22.71

직업별
꽁무원�칙장인 47113.51 5104.71 22(6.3) 120(34.5)

주부 30(8.6> 28(8.1l 1이2.9) 68119.5)
기태 1차{}업.자영업 풍) 36110.31 3800.9) 7(2.0) 81l갱.3)

200만앤 이하 잉(8.6) 42112.11 8(2.31 80(23 이
가혹

200-300 만원 26(7.5) 34(9.8) 12(3.51 η(20.71
월영균

300-400 안원 411I 1.8) 26(7.51 17(4.9) 84(24.1 )
소득옐

400만원 이상 48113.81 47<13.5) 17(4.9) 112(32.2)
셔옳 35110.1l 4101.8) 18(5.2) 94(27.0)

거주 경기도(인천포항) 2.1(6.6) 24(6.9) 10(2.9) 57<16.4)
지역옐 제주도 3800.9) 47113.5) 9(2.6) 94(27 이

기태경상� 충청 •전라 동) 49114.1) 3700.6) 17(4.9) 10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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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행태에 따른 이미지 유형의 군집별 차이분석

관광행태에 따른 이미지유형의 군집별로 차이들 분석하기 위하여 분

산분석을 통하여 차이검증(P<O.05)을 실시한 결과 〈표7>과 같이 교통
수단별로는 군집칸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동반자，방문회수，방문시

기에 관해서는 군집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동반자유형별로는 군집 I은 친구 •직장동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군집 n와군집 m은가족�친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문회수별로

는군집 I 은 4회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군집n와군집 m은처음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문시기에 관해서는 군집 I은 주말에 방문하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군집R는 연휴 •공휴일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군집m은 행사기간 동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교통수단별로는 군집 I은 관광버스이용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군집n와군집 m은 랜트카�자가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무질서한

환경 추구형 집단인 군집 I은 관광버스이용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중

섭 문화거리내에 이들을 위한 주차장확보는 거의 휠요하지 않을 것이나

문화예술거리 추구형 집단인 군집n와 쾌적한 환경 추구형 집단인 군집
m은 랜트카 •자기용이용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을 위한 넓은 주차

장확보 쉽터조성，간이매점，관광안내부스 동을 갖추어서 이용자의 편

의를증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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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η 관굉행태에 따른 이미지 유형의 군집영 차이분석
단위 엉(%1

!꽤굶~편영 01-
군집 l 군징 11 문집 111

게
방운앵태임 없""'

부부 연인 않(7.2) 23(6.6) 7(2.0) 5505.8)

가촉，친지 4803.8) 5806.7) 2](6.0) 127(36.5)

동반자 친구�칙장동료 0.239 32(9.21 28(8.1) 19(5.5) 껴(22.7)

단에 25(7.21 23(6.6) 3(0.9) 5104.7)

기태혼자) 15(4.3) 17(4.9) 40.2) 3600.3)

처용 110(31.6) 115(33.1) 4402.61 X영(π3)
방용 2-3 회 0.924 22(6.3) 23(6.6) 6(1.7) 5104.6)
회수

4회 이상 13(3.7) 1](3.2) 40.2) 28(8.1 )

영영 16(4.6) 16(4.6’ 40.2) 3600.3)

’g문 주망 4402.61 3800.91 15(4.3) 97(27.9)

시기
0.800

연휴 공휴연 27(7fJ) 3600.3) 15(4.3) 78(22.4)

기태행사기간동) 5806.7) 5907 이 20(5.8) 137(39.4)

택시�어스 19(55) 27(7.8) 3(0.9) 4904.1)

교용 행트카�자가용 90(25.9) 94l27.Il 3901.2) 2잉(64.1)

수단
0.009

판팡버스 2](6.0) 10(2.9) ](0.3) 32(9.2)

기태컬어서) 15(4.3) 18(5.2) 1](3.2) 4402.6)

5. 관광동기에 따흔 이미지 유형의 군집별 차이분석

관핑동기에 따른 이미지 유형의 군집에 관하여 분산분석올 통하여 차

이검중을 실시한 결파 〈표8>과 같이 핵솔활동，문회유적의 관랍，행사

참여，자연과의 접촉은 (P<O.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문화거리

탑방은 (P<O‘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이중섭의 예술세계 탐방，

기분전환 및스트레스해소에 관해서는 (P<O.l) 에서 유의한 치이가 있었

지만，가족과의 여가시간，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해서는 군집간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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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었다 1

학솔활동，이중섭 예술세계 탐방，문화유적의 관람，행사참여，자연과

의 접촉，문화거리 탑방，기분전환 및스트레스해소 퉁의 방문동기에 있

어서 문화예술거리 추구형 집단인 군집n는 방문동기가 높게 나타났고

무질서한 환경 추구형 집단인 군집 I은 방문동기가 낮게 나타났다 즉

문화예술거리 추구형 집단을 표적집단으로 하여 거리환경조성，이벤트L
학술행사 등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요8) 관광동기에따른 이미지 ‘유형의 군집열 차이문석

군집 1 군짐 11 문집 川 F값
(1)'1451 (1)'1491 (0--541 P값~

영균 3.4620 3.543a 3.593. 0.40
가혹과의 여가시간

표준연차 0.6꺼1.0:잊 1.043 0.942

병균 3강B. 3.463a 3.407a 1.15
자녀의 교육지앤

표준연차 1.306 1.402 1.367 0.317

영균 2.697b 3.268a 3.019.b 8.20
핵슐협종

표준연차 1.243 1.183 1.205 oαJ03 …
명균 3.703. 3.933. 3.870. 2.39

이중섭의 예슐세제 탑망 표준연차 0.951 0.B52 0.972 0.0932'

평균 3.420b 3.839. 3.815a 9.19
li':~l유척의 판항

표춘연차 0.940 0.814 0.913 oαJOl“

명균 2.2oob 2η2a 2.352b 10.69
행사창여

표준연차 1.011 1.192 0.914 0.0001“‘

형균 2.69Ob 3.094a 2.870ab 4.88
자연과의 정축

표준띤차 1.096 1.111 1.150 0.0082“’

평균 3.110a 3.443a 3.315. 3.37
문화거리 당앵

표준연차 0.0354‘1.173 0.982 1.210

영균 2.62Oa 2.940a 2.907. 2.99
기월천환및 스트레스해소 표준연차

1.179 1.152 1.202 0.0518"

주])‘p<O.l. u : p<O.05. ••• : p<O.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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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Duncan multiplerange Test릎 이용한 시후검정 (a<b<c ，첨자간 p<O.05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

주m 평균은 「매우그렇다 "J 5점，그렇다.，4정，보통이다， 3점，그렇지 않다.，2점，매우 그렇

지 않다， 1정을 부여한 산술평균임

V 결론

서귀포시내에 위치한 이중섭 문화거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

가의 이름으로 영명된 거리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미지유형에 따른 시

장을 세분화한 후 관광행태，관굉동기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서귀포

시 관광활성회를 위한 마케팅전략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

였다

선정된 관광목적지의 이미지속성이 적합한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

료의 안정성 (Stability) ，변수의 내적 일관성，변수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총 15개의 항목이 모두 채택되었다

시장세분회를 위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3개의 그룹이 선정되었는

데，요인 I은 문화예술거리，요인 n는 쾌적한 거리환경，요인 m는 미술
교육환경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군집분석을 한

결과 군집 I은 “무질서한환경 추구형 집단"군집n는 “문화예술거리

추구형 집단"군집m은 “쾌적한환경 추구형 집단”으로명명하였다.군

집 1(무질서한환경 추구형 집단)이145명，군집 II(문화예술거리 추구

형 집단)가 149명，군집 ID(쾌적한 환경 추구형 집단)이54명이었다

관광행태에 따른 이미지유형의 군집별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

산분석을 통하여 차이검증 (P<0.05) 을 실시한 결과 교통수단별로는 군

집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무질서한 환경 추구형 집단언 군집 I 은 연령별로는 30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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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로는 주부와 직장인，기족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거주지

역별로는 경상 •충청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틀로서 관광버스이용자

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중섭문화거리 내에 이들을 위한 주차장확보는 거

의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문화예술거리 추구형 집단인 군집n는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40대，직업별로는 직장인과 1차산업 •자영업，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400

만원 이상과 200만원 이하，거주지역별로는 제주도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랜트카 •자가용이용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중섭문화거리

내에 이들을 위한 넓은 주차장확보가 필수적이다

셋째，쾌적한 환경 추구형 집단인 군집m은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직업별로는 직장인 •학생，가족의 윌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거주지

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랜트카 •자가용이용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중섭문화거리 내에 이들을 위한 넓은 주차장확혹 쉽터조

성，간이매점，관광안내부스 둥을 갖추어서 이용자의 면의를 증진하여

야한다，

관광동기에 따른 이미지 유형의 군집에 관하여 분산분석을 통하여 차

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술활동，문회유적의 관람，행사참여，자연과의

접촉은 (P<O.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1문화거리 탐방은 (P<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이중섭의 예술세계 탐방，기분전환 및스

트레스해소에 관해서는 (P<O.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문화예술거

리 추구형 집단인 군집n는 학술활동，이중섭의 예술세계 탑방，문회유

적의 관랍，행사참여，자연과의 접촉，문화거리 탐방，기분전환 및 스트레

스해소 둥의 방문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중섭 문화거리는 주변에는 정방폭포 서복전시관，서귀포항 동의 관

광자원이 위치하고 문화거리 내에는 이중섭 생개 이중섭 미술관，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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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공원 동의 문화차원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명소형으로서 문화거리의

구성요소인 거리，문화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연출요소와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문화예술거리 추구형 집단인 군집n올표적집단으로하여 건

불외관정비，광고불정비，가로시설붙정비 같은 거리의 환경조성，거리예

술제，명화초대전시회，현대작가초대전 같은 이벤트 개최，학생그렴그리

기대회，그링강연회，그림그리기체험행사 같은 학솔행사 퉁올 기획해야

침체된 서해포시 구도심의 지역경제를 살리고，일자리청출에도 일조할

것이다.

특정 관광목적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개벌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굉목적지 이미지의 구조나 형성과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퉁이 연구되어왔다 관광목적지의 이미지 측정은

인지적 측연과 정서적 측변에서 이루어지나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인지

적 구성요소만을 다루어 왔다 본 연구의 한계로도 이중섭 문화거리라는

물리적 장소에 대하여 다양한 감정적 반용을 보일 수 있도록 환경이나

장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구성요소

와 정서적 요쇼를 구분하여 조사하고 이에 따른 관굉풍기와의 상관성을

분석하며，만족도，재방문 의향 둥에 관한 연구가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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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필뀔닌

A Study on the Image Types of Tourist’s
in Lee Jung-Seop Cultural Stteet

Lee，Jin-Hee*

Artist Lee ]ung-Seop passionately immersed himself in painting and
took refuge ]eju island during the Korean War. Seogwipo City has
designated his residence with a monument as "Lee ]ung-Seop Street"
to mark the genius of this artist
Because the image of tourist in place is prior to their visit，it is a

crucia1elements in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when they are trying
to detennine tourism destination. Therefore this can be used as an
effective marketing tool.
This study dea1s with image types of tourist’s in Lee ]ung-Seop

cultura1 street for data provision to marketing sσategies establislunent
With 348 effective responses gathered from an on-site survey. The
statistica1 analysis of the data was conducted using techniques of
correlation analysis， frequency ana1ysis， factor an외ysis， c1uster
ana1ysis，and discriminant an외ysis. The demographica1 characteristics
and tourism behaviors and tourism motives were identified with image
types by Chi-Square Ana1ysis and anova ana1ysis.

내굶핀뀔흐]
Lee ]ung-Seop cultura1street，image of tourist in place，tourism behaviors
and tourism motives

*Professor，Department of Tourism Deveiopment，Jeju National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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