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 Korean For. Soc. Vol. 97, No. 3, pp. 340~347 (2008)

340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산촌지역축제의 서비스품질이 방문객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주왕산수달래축제를 대상으로

한상열1
*·설정욱2

1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임학과, 

2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사무소

Analysis on Influence of Service Quality on the Visitor Satisfaction 
and Loyalty toward a Mountainous Local Festival :

A Case of Juwangsan Sudalrae Festival

Sang-Yoel Han1
* and Jeong-Wook Seol2

1Dept. of Forestry,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2Juwangsan National Park, Sangui-ri Budong-myeon, Cheongsong-gun, Gyeongbuk 406, Korea

요 약: 본 연구는 산촌지역축제인 주왕산수달래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품질서비스와 방문객만족도, 만족도와 방문객

충성도 및 축제효과 간의 개념적 구조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변량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지 설문조사는

2008년 주왕산수달래축제 방문객 445명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축제 서비스품질을 구성하는 하위차

원인 축제경험, 부대시설, 서비스 요인 모두 방문객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만족은 충성도와

축제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제 품질서비스 가운데 하위개념인 서비스 요인은 방문객만족도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축제의 성공적 개최나 산촌지역주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축제진행요원의 환대(친절)나 행사안내와 같은 정보제공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방문

객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ional structure between festival service quality, visitor's satisfaction,

loyalty and festival effects in the Juwangsan Sudalrae mountainous local festival. In order to analyz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paper employed the LISREL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approach, co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 Data of 445 visitors were collected from the Juwangsan Sudalrae festival in 2008.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experience, facility and service are positively related to visitors' satisfaction. In

addition, visitors' satisfaction is related to loyalty and festival effects. One of the major research findings is that

the festival service most affects visitors' satisfaction. This implies that the host of mountainous local festival

must put great emphasis on organizing hospitality and festival information. This will lead the festival to a great

success and ultimately bring positive impacts to the mountainous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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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의 환경, 전통, 문화 등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한 소

규모 지역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전국적으로 약 726개에 이르고 있다(문화관

광부, 2005).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에게는 삶의

터전을 유지하고 지속되도록 하는 일체감 조성 혹은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축제방문객

에게는 축제지역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바탕으로 한 물리

적 환경과 지역문화 및 역사·전통을 통하여 낙후되고 고

립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지역이미지 창출에 활

용하고 있다(정성호, 2007). 또한, 지속적(정기적)으로 축

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특성을 관광 상품화하여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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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및 고용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Getz, 1991).

산촌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철쭉, 진달래, 산수유, 아

까시나무와 같은 꽃을 대상으로 하거나 송이버섯, 고로쇠

수액, 산채와 같은 산림부산물을 대상으로 한 축제가 전

국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주왕산수달래축제는 경상북

도 청송군에 소재한 주왕산국립공원의 계곡에서 자생하

는 수달래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지역축제로 올해 23회째

를 맞이한 대표적인 산촌지역축제 가운데 하나이다.1) 수

달래는 주왕산 상의지구 주방계곡에 서식하는 산철쭉을

수달래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수단화(水

丹花, 壽斷花)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산촌지역축제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축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방문객이 원하는 정도의 서비스품질

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축제와 관련

된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축제에 참여하

는 방문객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구전(口傳)을 통한 신규 방문객 창출과 함께 재방문과 같

은 방문객충성도(loyalty)를 높이게 되어, 성공적인 축제의

정착과 함께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사정이 이러함에

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촌지역축제의 경

우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산촌지역축제인 주왕산수

달래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서비스품질이 방문객만족에 미

치는 영향과 만족도가 재방문과 같은 방문객충성도에 미

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규명하였다. 이와 함께 주왕산수

달래축제의 방문객만족이 지역민 유대강화, 지역이미지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축제개최에 따른 다

측면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규명하였다.

이론적 고찰

1. 산촌지역축제 현황

산촌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는 축제대상이나

성격, 개최목적이나 행사프로그램의 구성 및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산촌지역축제는 <표 1>과 같이 전국적으로 약 45개에 이

른다. 전국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산촌지역축제는

크게 철쭉, 진달래, 산수유, 아까시와 같은 꽃을 대상으로

한 지역축제와 송이버섯, 고로쇠수액, 산채와 같은 임산물

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축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꽃과

표 1. 산촌축제 현황.

축제명 축제시기 개최지역

꽃과
단풍
관련
축제

산수유축제 3~4월 전남구례(지리산), 경기도이천(백사면)

진달래
(수달래)
축제

4~5월
전남여수(영취산), 경기강화(고려산), 경남창녕(화왕산), 경남거제(대금산), 
경남창원(천주산), 경북청송(주왕산), 인천강화(고려산)

아카시아
벌꽃축제

5월 경북칠곡

들꽃축제 5월 경기가평(연인산), 경남양산(서운암)

철쭉꽃축제 5~6월
충북단양(소백산), 전남장흥(제암산), 제주(한라산), 전북남원(바래봉봉화산), 
경남산청(황매산), 강원정선(두위봉), 강원태백(태백산)

단풍축제 10~11월
경기가평(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경기동두천(소요산), 경기포천(운악산),
충북단양(금수산), 전북정읍(내장산), 전북구례남원(지리산), 전남장성(백암산)

임산물
관련
축제

봄나물축제 2~5월 충남공주

고로쇠축제 3월
경기양평(소리산), 경기가평(명지산), 전남광양(백운산), 전남장성(백양), 
전북남원(지리산), 전북진안(운장산),경북포항(죽장), 경북청도(운문산),
경남양산(배내골), 경남거제(학동해수욕장), 강원인제(방태산), 울산울주(가지산)

가시오가피
축제

6~7월 강원삼척(노곡면)

송이축제 9~10월 강원양양(남대천), 경북울진(북면), 경북봉화(봉화읍)

주) 꽃과 관련된 축제 가운데 벗꽃 관련 축제는 대부분 산림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제외하였음.

1)전설에 의하면 수달래의 유래는 옛날 후주천왕(後周天王)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주왕굴에 피신한 주왕(周王)이 마장군의 공

격을 피하여 주왕굴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굴 입구에 떨어지는 물방울로 세수를 하다가 마장군의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둘 때 흘린 피가 주방천을 붉게 물들이며 흘렀는데, 다음해부터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꽃이 피기 시작하였으며,

사람들은 이 꽃을 주왕의 피가 꽃이 되어 핀 것이라 하여 수단화(壽斷花)라고도 불렀다고 전해온다(http://www.knps.or.kr/

culture). 수달래 꽃은 진달래와 비슷하나 수달래가 더 진한 편이며, 특이한 것은 꽃잎 하나하나에 반드시 20여개의 검붉은 반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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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축제는 철쭉이나 진달래, 아까시나무와 같이 꽃의

개화시기에 맞춰 산림지역을 배경으로 등반대회와 각종

공연 및 전시행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2. 축제 서비스품질과 만족 및 충성도

산촌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추진주체들이 해당

축제에 참가하는 방문객들을 만족시킴으로써 방문객충성

도를 높이고 또한 축제개최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론적 근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객만족이나 방문객충성도,

그리고 축제효과의 선행요인을 밝히려는 다양한 시도들

이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 관광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방문객만족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 서비스품질(정성호,

2007; 박동진, 제갈돈, 2005; Baker & Crompton, 2000),

축제에 대한 지각가치나 기대(박동진, 제갈돈, 2005), 축

제환경특성(이용기 등, 2003), 축제이미지(이창호, 2005)

등을 선행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연구자

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 설문

문항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축제 서

비스품질로 동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축제 서비스품질

은 성과에 대한 방문객의 지각을 의미하는데, 선행연구들

에서는 축제 서비스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개념 요인

으로 축제경험, 부대시설, 서비스 등의 3가지 차원을 제시

하고 있다(이연택 등, 2006; 장경수, 2005; 홍경환, 김현철,

2005).

축제 서비스품질과 방문객만족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Parasuraman 등(1988)은 서비스품질이 방문객만족의 선행

요인이라 주장하였으며, Cronin과 Taylor(1992)는 지각된

서비스품질이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체적

그림 1.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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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평가를 의미하는 태도로서 개념화되고 측정되어야 한

다고 지적하면서 서비스품질이 방문객만족의 선행요인이

라 보고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남해넘이축제

를 대상으로 한 서휘석과 이동기(2000)의 연구, 이천도자

기축제를 대상으로 한 김월호(2002)의 연구, 그리고 금산

인삼축제와 강진청자문화제를 대상으로 한 민병호(2002)

의 연구 등에서도 축제의 서비스품질이 방문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서비스품질과 방문객충성도의 관

계는 일관성이 없거나 심지어는 반대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연택 등, 2006). 따라서 대부분

의 선행연구들(이연택 등, 2006; 이승곤, 한지훈, 2005;

이용기 등, 2003; Baker & Crompton, 2000)에서는

‘자극-태도-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서비스품질-방문객

만족-방문객충성도(S-O-R)’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축제 서비스품질의 하위요인들은 방문객을 유인하는 역

할을 하며, 방문객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축제라는 자극

에 의해 축제만족과 관련된 태도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형성된 태도에서 만족한 방문객은 축제에 재방문할 의

사가 높을 뿐 아니라 지각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

달함으로써 축제이미지와 재방문에 영향을 미친다. 이

와 함께 방문객만족은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으로 축제개최에 따른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모형설정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주왕산수

달래축제의 방문객만족(η
1
)은 축제 서비스품질(ξ

1
, ξ

2
, ξ

3
)

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방문객만족(η
1
)은 방문객충성도

(η
2
)와 축제효과(η

3
)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

다. 여기에서 축제 서비스품질은 축제경험(ξ
1
), 부대시설

(ξ
2
), 그리고 서비스(ξ

3
)로 구성하였다. 

축제경험(ξ
1
)의 잠재변수(latent variables)는 축제내용의

흥미성, 다양성, 상품성, 특이성, 차별성, 축제주체의 전문

성 그리고 축제예산 등 총 7개의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s)로 구성하였다. 부대시설(ξ
2
)의 잠재변수는 주차

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공연체험전시시설 등 총 4개의 관

측변수로, 서비스(ξ
3
) 잠재변수는 축제지역경관, 수달래 개

화, 안내시설, 안내요원 친절도 등 총 4개의 관측변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주왕산수달래축제의 방문객만족(η
1
) 잠재변수는

선택만족과 방문만족의 2개의 관측변수로 구성하였으며,

방문객충성도(η
2
)와 축제효과(η

3
)는 재방문의향 및 구전의

향과 지역주민 일체감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이미지 향상의 관측변수로 구성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앞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

여 추상적 성격의 변수를 연역적으로 개념화하여 이를 측

정변수로 분석하는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과구

조 분석을 위한 자료는 원자료(raw data)를 공분산행렬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모수추정은 최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사전

적(a priori)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림 1>의 모형에 포

함되는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관계, 잠재변수와 잠재

변수 간의 관계 및 방향 등을 사전에 가설로 수립한 모델

을 기초로 분석하였으며, 공변량구조분석은 대표적인 프

로그램인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 8.0을 이용

하였다.

2. 표본추출

주왕산수달래축제의 현지 설문조사는 축제기간(4월 26

일-27일)의 마지막 날인 2008년 4월 27일(일)에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자는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을 사

전에 충분히 교육받은 후 현장 설문조사에 투입되었으며,

설문방법은 축제행사를 모두 경험하고 하산하는 탐방객

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

출방법은 대상 집단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는 표본을 무작위(random) 추출하여야 되지만, 축제행사

장 일대 접근 경로가 다양하며 방문객이 산재되어 있어

무작위 추출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축제 행사장을 크게

2개 지역(행사부스지역과 국립공원내 탐방지원센터입구)

으로 구분하여 조사원을 배치하고, 가능한 한 성별비율을

맞추고 연령층을 다양하게 조사하도록 하는 편의추출방

법(convenience sampling)을 적용하여 총 445명의 축제방

문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1. 표본특성

본 연구의 표본집단인 445명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방문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축제방문객의 거

주지를 살펴보면, 약 70.5%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것

으로 나타나 주왕산수달래축제가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규

모의 축제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한 축제방문객의 74.6%가 40대 이상으로 나타나 중년층

이 주요 방문객임을 알 수 있었으며, 동반형태로는 대부

분이 가족이나 단체 방문객으로 나타났다. 축제방문객의

재방문 현황을 살펴본 결과, 24%만이 재방문한 것으로 나

타나 재방문율이 매우 낮게 분석되었다. 한편, 축제에 관

한 정보는 방문객의 약 32%가 친구나 친지를 통하여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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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과 TV 등

에 의하여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축제 구성요인의 기술통계적 분석

주왕산수달래축제의 구성요인들에 대한 5점 척도의 기

표 2. 주왕산수달래축제 방문객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방문특성.

구 분 빈도 퍼센트 구 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여

249
196

56.0
44.0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00만원대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대
500만원이상

5
75
90

110
55

110

1.1
16.8
20.3
24.7
12.5
24.7

거주지

경북
대구
부산
경기
서울
경남
대전
울산
충북
강원
인천
충남
광주

175
139
27
23
22
19
15
9
9
3
2
1
1

39.3
31.2
6.1
5.2
4.9
4.3
3.4
2.0
2.0
.7
.4
.2
.2

정보
획득

여행사
친구/친지
TV/라디오
신문/잡지
홍보책자
인터넷
기타

32
144
65
31
19
76
57

7.2
32.4
14.6
7.0
4.3

17.1
12.8

방문
횟수

처음
재방문

338
107

76.0
24.0

방문
유형

가족
친구/친척
혼자
단체
기타
가족
친구/친척
혼자
단체
기타

174
117

5
147

2
174
117

5
147

2

39.1
26.3
1.1

33.0
.4

39.1
26.3
1.1

33.0
.4

연령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8
33
72

162
170

1.8
7.4

16.2
36.4
38.2

표 3. 주왕산수달래축제 구성개념들의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구분 요인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서비스품질

축제경험

축제내용의 흥미성 3.02 1.04

축제내용의 다양성 2.99 1.05

축제의 상품성 2.97 1.04

참여·체험 프로그램의 특이성 2.98 1.05

축제의 차별성 2.91 1.04

축제주체의 전문성 2.86 1.00

충분한 축제예산 2.90 .99

부대시설

편리한 주차시설 3.08 1.19

편의시설(휴게시설, 밴치 등) 구비 3.32 1.06

청결한 화장실 3.21 1.19

공연·전시·체험시설 구비 3.04 1.00

서비스

축제지역의 경관 4.18 .95

수달래의 개화시기와 축제시기 3.38 1.16

행사장 안내시설 3.21 1.06

안내요원의 친절 3.23 1.10

만족도
선택만족 축제선택에 만족 3.63 1.04

방문만족 축제에 참가한 것에 만족 3.46 1.04

충성도
재방문의향 다음 축제에도 방문 3.40 1.12

구전(口傳) 축제를 주위에 추천(권유) 3.47 1.07

축제효과

지역주민 일체감 지역주민 참여율 높음 3.22 1.02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가 지역경제에 도움 3.31 1.06

지역이미지 향상 축제로 인한 지역의 긍정적 홍보 3.50 1.02

주) 각 설문문항은 5점 척도로 질문하였음(1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5점: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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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축제 서비스품질의 하

위차원인 축제경험에서는 축제의 흥미성 3.02점을 제외하

고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3점) 이하로 나타났으며, 부대

시설의 경우에는 편의시설 3.32점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서 평균점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축제

지역경관이 4.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

에서 평균점수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축제 만족도 평가에서는 선택만족이 3.63점, 방문만족

이 3.46점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 충성도 평가에서는 재

방문의향이 3.40점, 구전이 3.47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

게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효과에서는 지역주민

일체감이 3.22점, 지역경제 활성화 3.31점, 지역 이미지 향

상이 3.50점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평균점수 보다 약

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된 축제 서비스품질과 방문객만족 그

리고 방문객충성도와 축제효과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

하여 각 구성개념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을 공

분산구조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구조모형 분석결과, 축제의 서비스품질을 구성하는 축

제경험, 부대시설, 서비스 요인 각각이 방문객만족에 미치

는 영향은 경로계수 .33(p<0.01), .13(p<0.05), .45(p<0.01)

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만족이 방문객충

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 1.05(p<0.01)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만족이 축제효과에 미치는 경로

계수도 .87(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표본공분산행렬과 적합행렬

그림 2.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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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로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모형의 전반적인 적

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기

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증분적합지

수(increment fit index), 그리고 모형의 간명도와 관련된 간

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에서 절대적합지수의 X2값이 800.70(p<0.00)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간명적합지수의 표준 X2(normed X2, X2

을 자유도로 나눈 값)는 3.89로 5.0보다 낮아 관대한 수준

에서 모형이 표본공분산행렬을 적합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절대적합지수(GFI=.860, RMR=.062)와 증

분적합지수(NFI=.870, IFI=.900, NNFI=.880, CFI=.900)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명적합지수(AGFI=.820,

PGFI=.680)는 높게 나타나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데는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산촌지역축제 가운데 하나인 주왕산수달래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서비스품질을 선택하였으며 또한, 만족도가 방문객

충성도와 축제효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을 설

계하였다. 서비스품질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축제경험, 시설, 서비스로 구분하였으며, 총 15개의 영향

변인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축제 서비스품질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인 축제경

험, 부대시설, 서비스 요인 모두 방문객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

데 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의 크기는 서비스, 축제경험, 부

대시설 순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축제 방문객만족은 재방문의향이나 구전의도와

같은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일체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이미지

향상과 같은 축제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축제추진주체들은 방문객의 재방문을 촉

진하고 우호적인 구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방문객만족

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관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

구결과에 따르면 방문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품

질의 하위차원 가운데 서비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축제행사장 안내시

설 및 안내요원의 친절과 축제대상인 수달래의 개화 및

축제현장의 경관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중적으로 관

리한다면 방문객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

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축제 서비스품질

을 세가지 하위차원으로 국한하여 검토하였으나, 이외에

도 방문객 만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산촌지역축제인 주왕산수달래축제 방문객만을 대상

으로 제한된 표본에 근거하고 있음으로 이를 산촌지역축

제 전반으로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

양한 산촌지역축제에 참가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후

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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