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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온천은 인류역사와 더블에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와 블가분의 인연을 갖고 칙·간접적으 

로 언간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왔으며， 고대로 전래된 민간요법에서부터 현대 관광휴 

양치 자원 이용에까지 인간의 보건과 국가 경제에 기여한바가 크다（이명수， 1994). 일반적 

으로 관쾅지 샨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외적인 요인（external factors）과 내적인 

요인（internal factors）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외적인 요인에는 문화 · 하위문화， 사회계층， 

준거． 집단， 가족 · 역할 등이 있고， 내적인 요인에는 성격， 학습， 동기， 지각， 태도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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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의사결정은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관광객의 구매행위， 즉 소비자행동은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이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박시사， 2008). 

온천관광지 선택도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 준거하여 걀정될 수 있다． 김시중（2005）에 따 

르면， 은천 관광지란， 일상 생활권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천을 통한 보양을 위한 목적 

으로 쳬개하는 관쾅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은천 관광지는 대다수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중 

적인 관광 목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타카하시（2010）의 안구에 의하면， 온천 활동을 통한 웰니스（weliness）를 일본과 한국의 

온천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국인의 온천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온천 활동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전통이 여가활동의 하나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온천 활동을 통해 건강을 얻는 노인의 온천시설이용 활동은 삶의 질을 

향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전승범， 2006). 

본 연구에서는 온천관쾅의 대중화에 따라 온천관광지애 대한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제주지역의 온 

천 활성화 다양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보다 심화된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온천관광객의 한청하여 연구 범위를 살정한다． 

11. 이론적 배경 

2.1 온천관광지 선택속성 

은천관광지 선택속성은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각기 다른 속성변수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온천수의 수질， 효능， 온도 등을 주요변수로 활용하였다． 온천 및 부대 

시설 등 시설과 관련된 속성들로는 목욕시설， 어린이시설， 온천탕의 분위기 및 청결， 숙박 

시살의 청결 및 편의시설이며， Goodrich(1980), Gartner(1989), MuIler(1991), 

Deng(2007）의 온천관광지 연구에서 선택속성으로 활용되었다． 

온천관광지의 관광 및 주변 여건에 관련된 속성들로서 온천관광지의 지명도， 특정 업소 

선호도， 자연경관， 주변공원 조성청도， 관쾅지의 혼잡도， 연계관광지， 주변 문화 유적， 교 

통수단 편리성 등인데 온천관광지의 관광과 주변 여건에 관련된 속성들로 Haahti( 1986), 

Muller(1991) 등의 학자들이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온천종사원 및 지역주민의 친절 및 서비스，등과 관련된 변수들은 Deng(2007) 및 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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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005）의 온천관광지 관련 안구에 활용되었다． 한편 온천 여행비용， 숙박시설 이용 요금 

및 온천탕 및 목욕시설의 이용요금 등은 Goodrich(1980）의 온천관광지 관련 연구에서 선 

택속성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온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온천수， 온천 및 

부대시설， 온천비용 등의 선택속성과 함께， 은천관광지의 관광 및 주변 여건에 관련된 속 

성들 그리고 온천 종사원 및 지역주민의 친절 및 서비스 등과 관련된 선택속성들이 변수 

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국외연구자와 국내연구자를 비교하면 온천의 은도， 수 

질， 효능 및 수량에 관련하여 국외 연구자는 온천관광지 선택 속성 변수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나， 국내연구자는 모두가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만족도 

관광만족의 개념은 동기， 선호도， 심리적 결과， 그리고 경험의 기대와 같은 다양한 용어 

들과 관련하여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접근법은 관광에 대한 요구와 동기， 경험의 유형 등 

에 대한 인지를 관광만족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광만족은 관광체험에 대한 평가 

이며， 주로 경험의 기능적 측면을 지향하고 있다（Iso-Ahola, 1984). 

관광만족의 구성요인은 크게 전반적 만족과 소비만족， 관광활동만족， 비교만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만족요인은 관광쳬험이나 관광경험의 후 요인으로 전반적 만족을 고 

려하고 있는데 전반적 만족은 관광대상과 관광활동， 관광 자가 느끼는 가치 등을 포괄적 

으로 포함하고 있다＜정익준·안범용·장바선.김미경·배순철， 2008). 

일반적으로 만족이란 ‘제공된 제품 및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소비함으로써 유발되 

는 욕구 및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평가이다（Czipeil & 

Rosenberg, 1974). 고객만족은 관광경험에서 발생한 결과（outcome) 또는 평가과정 

(process）에 초점을 두고 접근 함 수 있다（이유개·라선희， 2006). 전자의 입장에서는 고객 

만족을 소비경험으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로 개념화하였다． 관광경험의 발생 결과로 보는 

측면에서 관광자 만족을 정의하면， ‘관광자 자신이 관광경험에 대해서 사후에 그 이미지 

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전체 경험에 대한 일종의 태도’(LounsburrX& Folik, 1992), ’관광 

자가 관광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대와 실제 경험간 상호작용의 결과‘ 또는 ‘기대에 대 

해 불일치를 경험하는 경우의 감정과 여행경험에 대해서 관광자가 미리 보유했던 감정 때 

문에 복합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전쳬적인 심리적상태’(Dann, 1979) 등으로 설명하고 있 

다． 반면에 과정에 초점을 맞춰， 고객만족은 ‘소비한 경험이 최소한으로 개대하였던 것보 

다는 좋았다는 평가’(Hutt, 1997), 소비자의 반응’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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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대상지역 일반현황 

본 연구의 대상지는 제주도 산방산 탄산 온천지구이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단 해상 

（동경 126도 10분에서 126도 58분， 북위 33도 06분에서 34도 00분 사이）에 위치한 화 

산섬 중앙에 긔95Dm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은 매우 완만하고 남북 방향은 약간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제주산방산 탄산 온천지구는 제주도 서남부권 서귀포시 안덕면에 산방산과 단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라산 및 남측해안선의 형제섬 등이 있어 바다조망이 양호하다． 부지는 

전·답 등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90％가 평지다． 북고 남저형의 지형으로 표고차가 거 

의 없는 완경사 내지는 평탄지고， 표고는 26-58m로 32m의 표고차를 나타낸다． 

부지는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부지를 관통하는 몇 개의 농로가 있다． 부지 내 

는 대부분 평탄지형으로 특별한 수계를 이루고 있지 않으며 농수로 등은 강우시 외에는 

건천상태이며 강한 바람이 많고 일기변화는 잦으나 해상어！ 의한 기후성질로 대쳬로 온화 

하며 강우량이 많은 다우지대로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GIS 보전 등급 상 지하수， 경 

관， 생태계 등 4-5등급으로서 행위제한은 없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소화산， 계곡， 절 

벽， 능선 등의 산악자원과 해안단애， 폭포， 중산간초지 등 육지부에 비해서 매우 특이한 

경관자원을 가지고 있고， 지형 상으로는 산악지대， 중산간치대， 해안지대로 구분형성 지표 

의 90％이상이 현무암으로 덮여 있으며 “화산의 보고”라고‘ 칭할 정도로 화산지형이 다채 

롭게 발달되어 있다． 제주산방산탄산 온천수의 효능은 총용존 고용물질（T-Solid）은 숙520 

mg／￡로서， 인쳬에 이로운 광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유리탄산， 중탄산이온， 나트륨셩분 

은 국내 최대치로 공식판명（Free CO2 : 긔628mg/C, HCO3 : 3,563mg/C, Na : 1,180mg/C) 

되어 3개공 1일 적정 양수량 2,537nf／일이다． 

수소이온 농도에 의한 분류로는 PH값이 평균 6.58-7.78ppm의 중성 및 약알칼리성 수 

질에 의한 온찬분류상 탄산온천（“충탄산나트륨천” 혹은 “중탄산토류천”）에 해당된다． 온도 

에 의한 분류는 용출온도는 29.6-31.0℃으로써 미온천에 해당하나 탄산온천으로서는 높 

은 편이다． 쳬주탄산온천은 관광객이 년 30만 입장한다（제주산방산온천사업자료）. 

'if. 조사 설계 

3,1 가설의 설정 	 · 	 ㄴ 

가설이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연구자가 실험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한상을 요약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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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관광객 가치가 온천관광지 선택 

속성에 관계（유의적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따라사 본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연구가샬을 설정하였다． 

Hi: 온천관광지 선택속성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용객특성에 따라 온천관광지 선택속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용객특성에 따라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조사 설계 및 방법 

설문 문항에서 온천관광지 선택속성에 관련된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변수를 활용 

하였으며， 만족도 및 이용객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척도유형에서 온천관 

광지 선택속성 및 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그리고 이용객 통계적 특성 

에 관한 문항은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 온천관광지는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3월 10일∼30일 까지 20일간 20세 이상 산방산 탄산온 

천을 방문한 이용객으로 제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면접을 통하여 온천을 방문한 이응객 

이 작접 샬문지에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살문지법이 활용되었다． 설문조사는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고． 회수된 28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샬문 8부를 제외한 

272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표본의 특성과 항목별 특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수의 단일차원성과 타당성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항목들 간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bach's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살을 검증하기 

위하여 t-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다중희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실증분석 

4.1 표본의 이용객 특성 

분석에 이용된 표본 272명와 이용객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실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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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 〈표1〉와 같다． 

성별로 보면， 아성은 54.4%, 연령은 30대 이상이 35.7%, 학력은 대졸44.1 %, 방문횟수 

는 1-2회 68%, 수집경로는 인터넷 54.4％로 나타났다． 

＜표1> 조사표본의 특성（N=272) 

구 분 변수 빈도 ㅂ읕（90 

성별 
남성 124 45.6 
여성 148 54.4 

연령 

20대 55 20.2 
3〕대 97 35.7 
4D대 55 20.2 
戚〕대 42 15.4 

m대 아상 23 a5 

흐력 

고졸이하 55 20.2 
전문다똘 嶼〕 25.4 
Lㅐ흐졸 120 441 

28 10.3 대학뫈졸 
ㄴ2번 185 68.0 
3-4번 41 15.1 

빔F!르횟수 
5-8번 21 z7 

9번아상 25 92 

온찬정보 

수집경로 

주변ㅅ탐 81 29.8 
홍보책자 27 a9 
인터넷 148 54.4 
여행사 16 5.9 

4.2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4.2.1 온천관광지 선택속섶어I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검중 

온천관광지의 선택속성을 측정한 20개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법을 통한 베 

리맥스 회전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수의 갈정은 최소 고유값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고유값 

이 1이 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20개의 온천관광지 선택속성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는 5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총분산설명력은 73.761％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Bartlett의 구형성검사는 상관계수행렬이 영행렬이라는 

가설은 (PC0.0'）수춘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Kasi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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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α794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각 요인에 포함된 내적일관성 

을 고려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활용한 신뢰도 분석결과 20개 변수의 전쳬 신뢰 

도 계수는 α912, 항목제거 시 알파 값은 최고 α813로 나타났다． 도출된 5개의 요인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최저 0.726로 높은 일관성을 가지고 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은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항목들이 

요인과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출된 5개의 요인에 대하여 

각각의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의 특성과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요인1은 ‘서비스요인’ 

요인2은 ‘접근성 및 주변관광지 요인긱 요인3은 ‘부대시설요인’， 요인4은 ‘이용비용요인’， 

요인5은 ‘온천수질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표2＞온천관광지 선택속성에 대한 신뢰도 맞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적차因 공통성 
고유값 

（분신36) 
신로降가수 

제1요인 

서바스 

. A I1 온천쇼핑 	=서비스 9ㄴ

065 

7742 8B

77 

*■,· 

861肌6W 
37.731 

37.73 1% 
.738 

온천지역주민의 친절성 

온촌므광지의 븐위기 

온천종사원 안내 · 태l도 

저巳요인 

온천 주변관광자와 연겨I성 

공항 · 터미널간 접근성 

온천주변의 자연경관 

다양한 온천 주변 괸광사설 

온천주변 괸굉역ㅅ隧회유적 
溯 715707
647
624587 

秘 刪655緇

7712 

10.750 

리a리81% 
.813 접근성 및 

관광지 

온천 아동교통의 편리성 

저I3요인 

부대사설 

오락 유흥사설 

708硼544528 486462em599 
a208 

56688% 
.757 

온천의 숙박사설 

온천의 ㄷIs 한 부대사설 

온천의 편리한 주차 사설 

지l4요인 

O隱ㅂ욤 

온천0屠u屠 

부대사설 0隱；d욤 

주변관광지 여행ㅂ屠 

827812
7 刪893::: 

a 119 

64.897% 
.726 

저ㅌ요인 

온천수질 

一一

一00 獨헴 韶 797棚 793746619 5.591 

70.398% 
.797 

kQO=0. 794 OhSquae=363. 855 dg궈C 〕J 총분신설명력＝70.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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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온천관광지 만족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은천관광지 만족을 측정한 12개의 변수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주성분분 

석법을 통한 베리맥스회쟌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수의 결정은 고유값이 

1이 넘는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결과는 3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총분산설명력은 

76.311％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검사의 유의수준은 α000으로 나타났으며， KMO값은 α793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에 포함된 내적일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활용한 신뢰도 분석결과 12개의 변수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α880, 항목제거 

시 알파값은최고 α938 나타났다． 도출된 3개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최저 0.793으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출된 3개의 요인에 대하여 각각의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의 특성과 선행연구 

갈과를 반영하여 요인1은 ‘온찬수 만족’， 요인2는 ‘서비스 만족’， 요인 3은 ‘이용보상 만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표3＞온천관광지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적자치 
고유값 

（분신呱 
신롸도겨怜 공통셩 

제1요인 

온츤콰수만족 

수질에 딘a 

질병의 ㅊ園 
건긷읕 유자／ 호昌 946943938755 

緇 

.930

冊∼ 

643
643) 

4444 .938 

수온에 대하 o a 

저2요인 
서바스만족 

주변의 괸광지 딘똑 
작원태툭 서바스 
0呂d呂 만족 
부대ㅇ 용 사설 

878867843833 803793803733 

7.

646 
5972 

18.157 
(6；즈 8) 

.910 

저2요인 
0 隱보상 민똑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일싱츤蹙게 자유 
7厓／친무유대 

산체적 휴식기회 

.866

.817

.664

.661 
、뱁■ 

13.511 
(76.311) 

.793 

KMJ= 0.793 Ch- pae= 102.721 텨 g= .93.) 총분신설명락=76.311% 

4.3 가설검증 

4.3.1 가설1 검증： 온천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1의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온천관광지 선택속성 중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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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1요인 ‘온천수 만족꼐 미치는 은천수질은 (p<o.o1）유의하고， 이용비용요인， 접근성 

및 주변관광지 요인과 서비스 요인， (p<O.O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서비스만족 제2요인 분석한 결과는 온천수질요인， 접근싱 및 주변관광지요안， 서비스요 

인에 미치는 영향에 (p<o.o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대시살요인， 이용비 

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보상 제3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접근성 및 주변관광지요인， 부대시설요인（p<o.o1）유의 

하고， 온천수질요인， 서비스요인， 이용비용요인（p<U.05）은 유의하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p<o.o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설명력은 12.4%, 15.2%, 9.8％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표4〉온천관광지 선택속성ㅇ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표준화7侶느 

t p 
d匿준화까수 

종속변수 B 표준오차 베타 

제1요인 

온촌坪 

만족 

서ㅂ降 .055 .057 .072 .969 

o.c07** 

접근성 및 

관광지 
-.043 .044 .072 -.966 

부다＇사설 .058 .067 .（八3 .862 

o隱b屠 .042 .075 .042 .650 

온찬수질 .234 .065 .175 2,545 

저尸요인 

서바스 =039 .063 ㄱ047 ㅜ626 

Q064* 

접근성 및 

괸광지 
-.036 .048 =056 .744 

서바스 

민족 
부대사설 .116 .073 .123 t587 

0屠t」屠 .182 .(82 .1α3 2.216 

온찬수질 n046 .105 -.032 -441 

저（3요인 

o隱보상 

민똑 

서바스 .100 .61 .121 1.626 

0.023 * 

접근성 및 

괸광지 
ㄱoo7 .047 -011 -.144 

부대시설 -105 .072 n112 1.454 

o듣비용 .123 .080 .114 1.526 

온찬수질 .174 .103 .121 1.603 

R＝헷〕218a 「긷＝0 048 β뎨〔嫩韶 R2=0 030 F=Z 657 

주） * p <0.05,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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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가설2검증： 이용객통계적 특정에 따른 온천관광지 선택속정에 대한 차이분석 

가설 2의 검중을 위해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온천관광지 선택속성에 대한 t－검겅 결과， 모든 온천관광지 선택속성 요인은 

(p<0.Ol）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모든 온천관광지 선택속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이용비용 요인（p<0.Ol), 접근성 및 주변관광지 요인（p<O.05), 비용 및 시설 

요인（p<O.05）에서 차이를 보이고， 온천수질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던컨 

(I如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갈과， 온천관광지 선택속성 중 이용비용요인과 온천수질요 

인， 모두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온천관광지 선택속셩에 대한 차이분석 걀과， 이용비용 요인（p<o.o1) 서비스 

요인과 온천수질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사후검정결과， 온천관광치 선택속성 중 접근성 

및 주변관광지요인과 서비스요인， 부대시설요인， 고졸 이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횟수에 따른 온찬관광지 선택속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이용비용요인에서 (p<O.Ol)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서비스요인， 접근성 및 주변관광지요인， 부대시설요인 ，유의한 차이 

를 보인다． 사후검정결과， 온천관광지 선택속성 중 이용비용요인과 접근성 및 주변관광지 

요인과 부대시설요인， 온천수질요인， 방문한 이용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천정보에 따른 은천관광지 선택속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이용비용요인에서 (p<U.Ol)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접근성 및 주변관광지요인（p<O.05), 부대시샬요인（p<o.05)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사후검징결과， 온천관광지 선택속성 중 이용비용요인， 온챤수질요인 부대시 

설요인， 접근성 및 주변관광지요인과 서비스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이용통계적 특성에 따른 선택속성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구 	분 서비스 
접근성 및 

괸광지 
부대사설 O屠ㅂ屠 온츤콰수질 

성별 

남성 11.66 1822 11.29 7.86 9.63 

여성 1 a45 19.24 1t42 8.49 10.04 

t값 z 1 댔 z154 -0422 -2288 1.978* 

연령대 

20E거 ii.ic 1a1柚 10.以始 7.85 딨54 

3〕대 1 a i 6ab ia38ab 11.Ola 817 9.78 

걱〔〕대 1 a2갸力 18.92ab 1t3由 82 9.87 

5'〕대 lZ4lab 1892ab 1 1.54a 8.33 10.01 

α）대 아상 1 a 12b 2Q28b 12.67b 857 10.16 

f값 z449 1.364 2.122 0.517 Q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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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고졸이하 1z4앉） 19.83o 11.946 8.47 1 0.2b 

전문다I a 1 1J7 18.22w 1 t（】漱〕 L95 9.41 a 

대흐즐 1 a3a 19.02ft 11.546 8.29 9.8a豹 

11.11a 17.020* 1q34a* 7.93 10.2gb 대학원솔 

f값 1.865 3.952 2.920 Q707 2.611 

1-2번 11.91 1a88b 11.26 827 9.88 

3-4번 1Z15 18.64ab 11.40 비0 9.98 

58번 12.21 1L27a 11.07 7.76 9.16 

9번Ol상 13.23 19.51 b 12.26 a 1 1 9驪 

f값 1.464 1.393 1.137 0.335 1.282 

왠礖AI 

주변사람 12.52 19.21 a 11.田 8.13 9.84 

흥보책자 1287 영＞13a 11.40 825 10.23 

인터넷 11.64 1 a26a 1tw 8.26 9.82 

여행사 12.72 1g1由 12.17 8W 9.52 

f값 2610 2.351 1.411 0.101 Q656 

韆餠 

주） * p <0.05, ** p <0.01, a <b <c Duncan 사후검정 

4.3.3 가설3 검증： 이용객 통계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가설 3의 검증을 위해 t－감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를 살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만족도요인은（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만 

족도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서비스만족요인（p<O.Oi), 이용보상만족요인（p<O.OS), 온천수만족요인 

(p<O.OS）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던컨（Duncan）의 사후감정을 실시한 갈과， 은천수질만 

족요인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이용보상만족요인（p<O.Ol), 서비스만족요인 

(p<U.05), 온천수질만족요인（p<O.05）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문횟수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이용보상만족요인（p<O.Ol), 서비스만족 

요인（p<O.O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온천수질만족요인에서 (p<0.05）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온천정보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이용보상만족요인（p<O.O1), 서비쇼만족 

요인（p<0.o1）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온천수질만족요인（p<0.05）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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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이용객 통계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구 	분 온찬수민족 서바스민족 0屠보싱민족 

성별 

남성 1 a89 10.98 11.86 

여성 12.61 11.01 12.17 

t값 0.984 -1.098 -1.011 

연령대 

20대 1212a 1 0.泌 12.25 

γ〕대 1 2.34a 11.m 

리《〕대 1a73a 11.c 12.29 

딨〕대 iaa 10.50 11.76 

a〕대아상 1 4.34b 11.07 11.93 

f값 4445* 1.073 0.472 

調∼ 

고졸이하 iaos 10.81 iam 
전문다졸 12.51 11.21 11.81 

대흐졸 12.57 1Q輜 12.07 

13.40 11.07 1229 대학윤昌 

幟 1.580 (>8m 0.305 

韆 

1-2번 12.54 1 0.B7ab 1 2 1(始 

3-4번 13.37 1 0.87ab 1 z 13a 

5-8번 12.38 9.93a 1 1.23a 

9번아상 13.41 1 1.'b 1a0th 

f값 2.378 1.522 Qa)7 

왠礖
組 

주변ㅅ탐 12.07 10.70 12.17 

했책쟈 1졌cc 11.26 1 aoi 

인터넷 i ass 10,94 11.91 

여행사 12.19 10.19 12.45 

f값 1.357 0.767 0.361 

주） * p <0.05, ** p <0.01, 	a <b <c Duncan 사후검정 

V【．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온천관광지의 샨택속성과 만족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 

고 이용객통계적 특성에 따른 선택속성과 만족도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증 

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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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걀과를 요약하면， 첫째， 온천관광객의 선택속성 중 도출된 5개의 요인에 대하여 각 

각의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의 특성과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요인1은 ‘서비스요인’， 요 

인 2는 ‘접근성 및 주변관광지요인긱 요인 3은 ‘부대시설요인’， 요인 4는 ‘이용비용요인’， 

요인 5는 ‘온천수질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온천관광지 만족에 대한 도출된 3개의 요인에 

대하여 각각의 요인애 포함된 변수들의 특성과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요인 1은 ‘온천 

수질만족긱 요인 2는 ‘서비스만족’， 요인 3은 ‘이용보상만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이용객통계적 특성에 따라 은천관광지 선택속성에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온천관쾅 

지 선택속성 요인은 (p<o.o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젊은 층은 주변관광지에 따라 선택하고， 60대에는 서비스만족도에 따라 선택하고， 고학 

력일수록 온천수질만족요인을 선택기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용객통계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에는 차이가 대한 인식차이가 시사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서비스요인에서 (p<o.oD수준애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인다． 

실증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선택속성에 대한 인식은 온천 

수 만족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온천수 만족요인에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연령대에 따라서논 온천수질과 서비스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온천수요인에 대한 검정 결과는 60대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건강유지 위하여 서비스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보는 시간에 따라 인터넷검색으로 방문객이 많았고， 주변소개로 관쾅 중에 온천욕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천관광지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관 

광객들을 중심으로 온천관광지 선택 시 우산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여려 속성들에 대 

한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이용객에 맞는 온천관광지로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요약하면， 온천관광지 입장의 경영전략으로 시설교체나 인력 

개발에 대한 개투자는 물론， 채방문객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고객만족 영업 전략을 지속 

적으로 샬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방문객들의 전체 만족도를 높여서， 온천관광지에 대 

한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온천관광지의 선 

택속성과 만족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가지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공간성과 대상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일반화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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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논집 편집규정 및 원고투고 요령 

「산경논집」 은 제주지역을 포함한 국내외의 관광산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조사연구와 

관련 학문분야에 관한 연구논문 등을 게재하고 또한 관광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연구원들 

에게 학술 토론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그들의 騙工 및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학술자료 

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및 학술세미나 자료 등을 게재하는 학술지이다． 이 

에 「산경논집」 편집규정 및 원고투고 요령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수준 높은 관련학문의 

연구 논문 등으로 공정하고 샨속하게 심의， 편집， 발간하고자 한다． 

1) 편칩규청 

본 연구논문집에 투고할 수 있는 자는 본 연구소 연구원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원 이 

외에 투고자는 편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졔출된 원고는 본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가쳐 게개여부를 결정한다． 

「산경논집」 은 매년 1회（2월）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 투고 요령 

원고 접수일은 원고가 본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원고는 국문， 국한문， 영문 또는 일문으로 쓰여져야 하며，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20 

매 내외로 한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고의 제목（영문병기）, 투고자의 성명（영문병기）, 소속기관， 

국문개요를 작성하며， 국문개요의 크기는 500자 이내로 한다． 단 제주대학교 이외 투 

고자는 투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별도로 첨부한다． 

제목 크기는 20（진하게， 가운데 정렬）, 저자이름 크기는 13으로 하며， 절 항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I.: 15p 진하게， 1.1 : 13p, 1.1.1 : l2p). 

표와 그림의 경우 ＜표 1> ＜그림 1〉과 같이 순서대로 기재하며 표와 그림에 대한 저l 

목은 와운데 정렬’로 한다． 

게재가 확정되면， 칩필자는 최종본 1부와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권하는 형식에 따라 

3.5인치 디스켓에 개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술용어는 가능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영문으로 쓸 수 있으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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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을 괄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각주는 어구의 오른편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그 내용은 본문에 대한 추 

가설명이나 용어 등에 한하여 각먼 아래 부분에 작성한다．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 장에 달리하여 기재한다．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구문문헌， 

외국어 문헌의 순서로 하며， 국문문헌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영문문헌은 알파벳 순으 

로 기재한다． 

본문 중 문헌인용의 경우 이름과 발표년도를 기재한다． 또한 특정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도 기재한다＜예， 홍길동， 1990; Robinson, 1999, p. 168.). 

참고문헌의 표시방법은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이름， 권 

(Vol),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자이름， （연도）, 도서 

이름，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사 이름의 순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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