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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축제는 이전에 비해 양적으로는 크

게 증가했지만 내용은 여전히 빈약한 상황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축제의 내용이 주제와는 

별개로 풍물장터나 향토음식 등에 국한된 행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축제의 주제에 맞게 특수성을 

살리기 보다는 다른 축제와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이다. 즉, 축제들이 행사의 내용이나 형

식면에서 차별화 되지 못한 이미지와 천편일륜적

인 행사내용으로 지역성을 부각할 수 있는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자연적 환경이나 역사

성에 있어서 각기 독특한 성격과 체험을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써 그들 나름대로의 내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축제의 이미지 속성은 특이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긍정적 측면을 

현실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의 문화가

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이

미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특성화하고 이를 상품

화하려는 노력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세계적 반열에 올라 있는 도시들의 공통점은 축

제를 통해 도시의 장소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 현대 축제의 중요한 명제 중 하나인 관광 상품

화, 산업가치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력적

인 도시로의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프로그램만으

로는 개최도시를 장소마케팅하기에는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

WTO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제관광객의 약 

37%가 문화관광을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6). 한국을 사례로 문화관광 관련 조사결과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5권 제1호 2012(63~76)

축제 사후이미지가 관광객 만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김시중*

* 우송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요약 : 본 연구는 축제 사후이미지가 관광객의 만족 및 충성도(재방문 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함

에 목적이 있었다. 백제문화제 방문객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자료를 토대로 빈도분석, 신뢰

도분석, 요인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검증결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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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축제 사후이미지가 관광객 만족 및 충성도(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희·신기성 및 백제문화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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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한국인의 문화관광활동 참여율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에 대비하여 2006년에는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율이 45.6%에서 51.4%로 증가하였고, 지역축

제 참여율은 28.6%에서 43.0%로 증가하였다. 반

면 박물관 관람률은 31.8%에서 8.8%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박물관 관람을 포함하는 

문화관람시설 입장률은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문화유적지 관

광이나 지역축제 참여 등으로 관광행태가 변화하

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백제문화제는 국내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이다

(충청남도, 2008). 그러나 백제문화제가 안고 있

는 문제점 중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유사함과 

빈곤함을 꼽을 수 있다. 축제마다 차별화, 특화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미 만들어

져 있는 프로그램의 조합과 나열로 축제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빈곤은 곧 축제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국내의 대표 문화축제로 백제문화

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축제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백제문화제 방문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축제 방문 후에 형성된 

축제 사후이미지가 관광객의 만족 및 충성도(재방

문 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에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고찰

1) 지역 축제 

축제는 지역의 전통문화의 발굴·계승과 잠재

력 있는 지역자원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고 질 높

은 지역사회의 구현이 가능하다. 그 좋은 예로 캐

나다의 퀘백 지방과 영국의 에딘버러시를 들 수 

있다. 캐나다의 퀘백 지역의 겨울은 관광비수기

로 지역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

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

해 겨울축제를 발전시켜 오히려 겨울철을 관광성

수기로 발전시켰으며, 영국의 에딘버러시는 45만
의 평범한 중소도시에서 세계의 많은 음악인들과 

품격 높은 문화를 접하기 위한 관광객들이 몰리는 

세계문화공연축제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지역의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다. 21세기

는 세계화의 시대이며, 지방화의 시대이다. 국가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방화시대가 시작됨

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 확충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

역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매력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축제는 지역문화를 가시화

시키며 이미지메이킹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지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

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유준모, 2009). 특히 

문화관광상품으로서 장소마케팅과 관련하여 주목

을 받고 있는 것이 지역축제이다. 지역축제의 이

벤트성, 상징성, 화제성과 같은 기능적 속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성, 고유성, 공동체성을 반영

하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마케팅의 수단이 되고 있

다(이훈, 2006).
앞으로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와 사상, 가치, 

이미지, 역사, 인물, 특산품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장

소마케팅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표 1. 문화관광활동 참여율(%)

구분 2006년 2003년 2000년 1997년

역사문화유적지 51.4 49.1 51.5 45.6

박물관 8.8 10.8 13.1 31.8

지역축제 43.0 40.4 32.0 28.6

자료: 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6, 
「문화향수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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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2) 축제 이미지

이미지는 무형적인 것으로 기대했던 것을 현실

적으로 경험할 때, 일련의 자극 내용을 차별적으

로 인식함으로써 형성되며(Phelps, 1986), 외부세

계에 대한 자극을 감지·구별·해석하는 과정으

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미지가 형성된다(이

장주·조현상, 2000). 이와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면 대상에 대한 객관적 정보

나 지식보다는 추상적으로 인식한 이미지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추상적으로 인

식한 이미지를 실상으로 대체하게 되면 대상에 대

한 개인의 반응에 이미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은 한번 형성된 이미지에 의해 관광

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김시중, 2010).
이미지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요소로 구성

되며, 평가차원은 각각 지식·동기·경험의 수준

과 관련된다(Dann, 1996). 또한 인지적·정서적·

행동적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가 관광 상품이나 관

광지의 이미지를 결정한다(Garther, 1993).
인지적 이미지란 신념의 총합과 목적지 속성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를 말하며, 정서적 이미지란 

관광지 속성에 대한 평가 후 느낌이라 정의한다

(이태희, 1997). 국내외의 관광지에 대한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의 연구는 이태희(1997) 

및 박의서(1999)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정은(2001)은 자연성, 오락성, 쾌적성, 최신

시설, 서비스시설, 교육성, 친절성, 쾌적성, 볼거

리, 환경, 전체적 인상, 분위기 및 여가활동 등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테마파크 이미지를 연구하였

다. 엄서호(1994)는 20개의 테마파크 측정척도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종업원의 친절성, 관리·운영

의 신뢰성, 시설 및 행사의 신뢰성, 서비스의 유

용성 등의 4개 요인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관

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와 더불어 관광기업으로

서 이미지도 중시하였으며(한현숙, 2003), 신찬혁

(1994)은 서울랜드의 이미지를 서비스 설비, 물리

적인 시설과 행사, 접근성, 관리운영, 교육성, 환

경의 쾌적성, 가격, 시설의 이용 등 8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방문객과 비방문객의 이미지 차이를 분

석하였다.

3) 만족

만족의 개념을 Engel & Blackwell(1982)은 ‘선택

된 대안이 그 대안에 대한 사전 개념과 일치되었

는가에 대한 평가’로, Czepiel & Rosenberg(1974)
는 ‘제공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소비함

으로써 유발되는 욕구 및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

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Oliver(1993)
는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고 그 품질과 성과를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난 후 느끼는 감정의 결과라

고 정의하고 있다.

관광지 대상의 고객만족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는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Parasuraman · Zeithaml · Berry(1988)는 

서비스품질을 고객만족의 선행요소로 정의하여 

다섯 개 차원의 서비스 품질 요인을 중심으로 고

객만족과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그 가운데 신뢰

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Anderson · 
Fornell · Lehmann(1994)의 연구에서는 고객만족

은 기대와 품질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충성도

(1) 재방문 의도

충성도는 다른 기업의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다

음에도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재이

용하거나 재방문하려고 하는 의도이다(Oliver, 
1993). 높은 고객 만족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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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긍정적인 구전효과, 그리고 기업의 평판 향상 

등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증대시킨다(Anderson · Fornell · Lehmann, 1994). 
고객들이 느끼는 만족, 불만족은 결정적으로 고

객의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방문 

의도는 관광지에 대한 충성도라 할 수 있는데, 충

성도는 고객의 만족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만족과 

충성도 사이에는 매우 큰 영향관계가 있으며(Rust 
& Oliver, 1994), 재방문의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전 의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애주·

박대환·박진우, 2003). 이러한 개념 하에서 재방

문 의도는 ‘고객이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 반복적인 

이용 의지’라 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이유재·이준엽, 2000; 이애주·

박대환·박진우, 2003; 이정실, 2008; 황춘기, 

2009) 에서는 고객만족도가 높은 고객은 재구매

에 정(+)의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모든 연구

에서 파악되었고, 결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고

객만족이 재방문의도 등의 고객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도 고객 만족이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Eggert & Ulaga, 2002). 

(2) 추천의도

추천에 의한 의사전달은 한 개인의 구전 행동

이 다른 사람에게 매우 신뢰할 만한 정보로 지각

되므로 기업의 명성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며 제품 

혹은 서비스 구매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Day, 1980). 이처럼 구전 및 추천 정보가 중요시

되고 영향력 있는 이유는 구전정보의 ‘정보원천에 

대한 매우 높은 신뢰성’,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쌍방적 커뮤니케이션’과 ‘구전 정보의 생생

함’ 등의 구전 정보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한상

린, 2004). 
국내 선행연구(최낙환·박소진, 2001; 한상린, 

2004) 검토결과 일반적으로 구매 상황이나 제품

에 대한 관여 수준 및 제품 가시성이 높거나, 객관

적인 기준보다 사용경험에 의해 평가되어 지거나, 

제품이 복잡할 때, 그리고 지각된 위험이 높을 때 

인적인 구전 정보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국외 선행연구(Oliver, 1980)결과 고객은 특정

한 소비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고객의 경험을 전해 

듣거나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게 되

는데 특별히 지각된 경우에는 구전에 의한 정보의 

획득은 소비자에게 정보의 원천으로 큰 기여를 하

게 되며, 또한 고객은 상업광고보다는 친구나 이

웃, 가족 등의 준거집단으로부터의 정보를 더욱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족과 구매 후 태도인 재 구매의도 및 추천의도

는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

다.

5) 축제 이미지와 만족 및 충성도 관련 선행

연구

이미지와 만족 및 충성도(재방문의도 및 추천의

도)간의 관련성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크게 두 가

지 관점으로 구분된다. 즉, 이미지가 만족에 영향

을 미친다는 관점과 만족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첫째, 이미지가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

다. 이미지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

각하고(Mansfeld, 1992), 관광이미지를 어떤 곳의 

인상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관광이미지

가 관광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논리적이다(Cooper · Fletcher · Gilbert · Wanhill, 
1993). 그러므로 축제 이미지는 방문객이 만드는 

실체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으로 구성된다.

둘째, 관광을 통하여 기존의 이미지와 같거나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이 경험이 새로운 이미

지 창출의 근거가 된다는 견해이다. 재방문이 짧

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방문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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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미치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Bloemer · Reyter, 1998).
축제의 이미지는 박석희(2002), 강승구(2002), 

김성수(2005)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축제 참

가 전과 참가 후에 형성된 이미지로써 사전·사후 

이미지로 분류된다. 사전이미지는 축제현장에 도

착하기 이전에 학습이나 구전을 통하여 획득하고 

느끼게 되는 이미지를 의미하며, 사후이미지는 실

제로 축제 현장에 방문하여 각종 프로그램 및 시

설, 주변 환경 등을 경험한 이후 개별 축제에 대해 

지각하게 되는 이미지이다(김성수, 2005). 
방문전의 축제 이미지가 기대로 작용한다면 이

미지와 실제 관광목적지에서의 경험과의 차이지

각은 관광자의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기대요

인이 될 것이다. 한편, 축제의 방문을 통한 경험은 

방문 후의 축제 이미지를 형성하며 관광객의 행동

의도(만족도,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에 직접적

인 기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광객이 방문전

의 형성된 축제 이미지는 축제 참여에 영향을 주

며, 축제장의 방문을 통한 경험 후에 형성된 축제 

이미지는 행동의도의 기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축제 방문 후에 형성된 축

제이미지는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연구설계와 조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백제문화제를 대상으로 축제

의 사후이미지를 도출하고, 축제의 사후이미지가 

관광객 만족 및 충성도(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

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근

거로 축제 사후이미지, 관광객 만족 및 충성도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 도출한 

요인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백제문화제의 사후이미지와 관광객 

만족 및 충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에서 논의된 

선행연구와 연구모형의 인과관계에 따라 3개의 가

설을 설정하였다. 

H1: 축제 사후이미지는 관광객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 축제 사후이미지는 관광객의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축제 사후이미지는 관광객의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사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 축제는 백제문화제로 선정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행사 기간인 2011년 10월 1
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에 5일 간 실시되었다. 

축제 사후이미지 만족/충성도

지역성

편의성

유희성

백제문화성

운영성

만족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H1

H2

H3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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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집단의 선정은 백제문화제 방문객 가운데 행

사를 참여했던 행사 체험자로 제한하였다. 표본추

출은 편의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설

문은 면접에 의해 축제 방문객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이 활용되었다. 설

문조사는 총 350부의 조사 표본에서 63부의 불성

실 표본을 제외한 287부의 유효 표본을 분석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였다.

4) 설문지 구성

설문문항에서 축제 사후이미지 변수는 선행연

구에서 제시된 변수를 선별하여 활용하였으며, 이

어서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분석 척도유형에서는 축제 사후이미지 및 만

족 및 충성도에 관한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명목척도

를 사용하였다.

5) 분석방법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분석에 앞서 자

료의 성격 및 척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이에 부

합되는 통계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

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Statistics 19.0을 이

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신뢰도분석

(reliability analysis) 및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이루어졌다.

4. 실증분석 결과

1) 모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

모집단 287명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표본의 대

표성은 성별로는 남성으로 55.1%, 연령은 20대 이

표 2. 조사표본 설계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1년 10월 1일~9일의 기간 중 5일간 실시

표본 집단 백제문화제 행사를 체험한 방문객

표본추출방법 편의표본추출방법

설문지역 행사장 전 지역

조사 및 설문 방법 면접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

조사 및 유효 표본 수 조사 표본 수: 350부, 유효 표본 수: 287명(82.0%)

표 3. 설문지 구성

변수 항목수 출처 척도유형

축제 사후이미지 16 김병원(2008), 이장주(2003), 김성수(2005) Likert 5점 척도

만족, 충성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3

최낙환·박소진(2001), 한상린(2004), 이애주·박대환·

박진우(2003), 김경우(2011)
Likert 5점 척도

인구 통계적 특성 5 논자작성 명목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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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26.1%, 결혼여부는 기혼이 64.1%, 직업은 사

무직·공무원이 20.9%, 월 소득은 200-300만 원 

이하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2) 축제 사후이미지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축제 사후이미지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검

정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신뢰성 검정을 위하여 크론바하의 알파값

(Cronbach’s alpha)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

회과학분야의 연구에서는 알파 값이 .60 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

주되고 있다(Van De Ven & Ferry, 1980).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축제 사후이미지에 

대한 알파 값은 .6 이상으로 각 요인에 관하여 내

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4개의 측정변수들이 요인 1, ‘지역성’이라는 

동일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사후신뢰도의 

신뢰도 분석(a=.818)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항목을 제거할 필요가 없으며 이들 4개 변수

를 평균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기본적인 가정과 제약조건에 따라 구체적

인 축제 사후이미지 요인들의 신뢰성 검정결과는 

다음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편 축제 사후이미지 변수들의 개념타당성

(construct validity) 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이

용하였다. 요인분석에 있어 기본적인 가정은 표

본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하며 요인분석에 사용되

는 항목수의 4배에서 5배가 되어야 요인의 안정성

을 가질 수 있다(Hair · Anderson · Tatham · Black, 
1995). 이에 본 설문조사에 287부의 설문이 이루

어져 요인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요인적재값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은 ±0.3 이상

이면 유의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4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여 매우 높은 적재량

표 4.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N=287)

구분 변수 빈도 비율(%) 구분 변수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58 55.1

직업

농수산업 56 19.5

여성 129 44.9 사무직/공무원 60 20.9

연령

10대 21 7.3 자영업/서비스직 33 11.5

20대 75 26.1 전문직 35 12.2

30대 71 24.7 생산기술직 8 2.8

40대 56 19.5 학생 48 16.7

50대 이상 64 22.3 주부 31 10.8

결혼여부
미혼 103 35.9 기타 16 5.6

기혼 184 64.1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39 13.6

학력

고등학교 이하 124 43.2 100-200만 원 이하 61 21.3

전문대 64 22.3 200-300만 원 이하 81 28.2

4년제 대학 82 28.6 300-400만 원 이하 57 19.9

대학원 이상 17 5.9
400-500만 원 이하 31 10.8

500만 원 이상 1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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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추출은 주

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법

을 이용하였으며, 요인회전은 요인들 간의 상호독

립성을 검정하는데 유용한 베리맥스(varimax)법
에 의한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방법을 사용

하였는데, 이는 요인추출시 요인수 및 정보손실을 

표 7. 축제 사후이미지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속성
적재값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 1(지역성)

먹거리는 지역특색을 잘 나타내었다. .892

기념품은 축제나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하였다. .780

먹거리의 종류는 다양하였다. .768

축제관련 기념품은 종류가 다양하였다. .679

요인 2(편의성)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었다. .774

축제 행사장까지 쉽게 편하게 찾아갈 수 있었다. .763

관람시설과 공연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 .719

축제 장소는 복잡하지 않고 쾌적하였다. .608

요인3(유희성)

축제의 내용이 재미있었다. .762

가족 친구들과 가기에 적절한 주제의 축제이었다. .757

행사의 프로그램이 다양하였다. .736

요인 4(백제문화성)

행사내용을 통해 백제문화를 잘 알게 되었다. .805

축제는 경험해 볼만하고 교육적이었다. .733

축제의 내용이 전통적이고 특이하였다. .718

요인 5(운영성)

행사진행이 매끄럽고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761

행사의 주제와 프로그램은 일치하였다. .653

고유값(eigen value) 2.974 2.249 2.190 1.966 1.023

분산율(%) 18.586 14.055 13.688 12.285 6.397

누적 분산율(%) 18.586 32.641 46.329 58.613 65.010

KMO .822

Bartlett 구형성검정치 1,472.518

유의확률 .000

Cronbach’s a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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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정충영·최이

규, 2003).
본 연구에서 총 16개의 축제 사후이미지 변수들

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요인적재량이 0.4이상인 선

택속성 16개가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

된 5개 요인의 총분산 설명력인 요인별 설명 분산

력의 누적분산율은 65.010%로 나타났다. 추출된 5
개 요인은 요인 1: ‘지역성’, 요인2: ‘편의성’, 요인 

3: ‘유희성’, 요인 4: ‘백제문화성’, 요인 5: ‘운영성’

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r-
Meyer-Olkin)의 값은 .822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요

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바트레

트(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인 근사 카이제곱이 

1,472,518이며 유의확률값이 .000이므로 공통요

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볼 때, 사전 및 사후의 축제 이미지에 대한 측정

항목(변수)은 모두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축제 사후이

미지 설문 문항들에 관한 요인분석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같은 기본적인 가정

과 제약조건에 따라 축제 사후이미지에 대한 타당

성 검정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가설 검증

(1) 가설 H1의 검증

축제 사후이미지 요인인 지역성, 편의성, 유희

성, 백제문화성 및 운영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관

광객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

석에 의해 가설 H1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축제 사후이미지와 만족도간의 회귀분석결과, 

R2값은 0.219로 전체 설명력은 21.9%이며, p-
value는 0.000으로 회귀방정식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축제 사후이미

지 요인 중 지역성, 편의성 및 유희성 요인이 관광

객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축제 사후이미지 중 관

광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도는 

편의성, 지역성 및 유희성의 순위로 파악되었다. 

백제문화성과 운영성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표 8. 축제 사후이미지와 만족도간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606 0.065 71.348 0.000

지역성 0.231 0.065 0.189 3.577 0.000

편의성 0.487 0.065 0.397 7.527 0.000

유희성 0.131 0.065 0.107 2.025 0.044

백제문화성 0.102 0.065 0.083 1.575 0.116

운영성 -0.109 0.065 -0.089 -1.687 0.093

R-square=.219                                                    F=15.776                                                    p-value=.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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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H2의 검증

가설 H2를 검증하기 위하여 축제 사후이미지 요

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재방문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축제 사후이미지와 재방문의도간의 회귀분석

결과, R2값은 0.144로 전체 설명력은 14.4%이며 

p-value는 0.000으로 회귀방정식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축제 사후이

미지 요인 중 편의성 및 유희성 요인이 재방문의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축제 사후이미지가 재방문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도는 편의성 및 유희성 

요인의 순위로 나타났다.

(3) 가설 H3의 검증

축제 사후이미지와 추천의도간의 회귀분석결

과, R2값은 0.144로 전체 설명력은 14.4%이며 p-
value는 0.000으로 회귀방정식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축제 사후이

미지 요인 중 편의성과 유희성 요인이 추천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축제 사후이미지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의 상대적 중요도는 편의성 및 유희성 요인의 

순위로 파악되었다.

축제 사후이미지와 추천의도간의 관계를 회귀 

표 9. 축제 사후이미지와 재방문의도간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369 0.83 52.406 0.000

지역성 0.159 0.84 0.105 1.904 0.058

편의성 0.409 0.84 0.271 4.902 0.000

유희성 0.342 0.84 0.226 4.095 0.000

백제문화성 0.139 0.84 0.092 1.663 0.097

운영성 0.019 0.84 0.012 0.222 0.824

R-square=.144                                                    F=9.447                                                    p-value=.000

표 10. 축제 사후이미지와 추천의도간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861 0.096 40.242 0.000

지역성 0.161 0.096 0.093 1.679 0.094

편의성 0.363 0.096 0.210 3.779 0.000

유희성 0.386 0.096 0.223 4.013 0.000

백제문화성 0.230 0.096 0.133 2.393 0.017

운영성 0.160 0.096 0.093 1.666 0.097

R-square=.165                                                    F=8.341                                                    p-value=.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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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R2값은 0.165로 16.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사후이미지 요인 중 

지역성과 운영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며, 편의성, 유희성 및 백제문화성 요인은 추천의

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축제 사후이미지 요인 중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도는 유희성, 

편의성 및 백제문화성의 순위로 나타났다.

4) 가설 검증결과 요약

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11에 제시

된 바와 같다. 가설 H1, H2 및 H3은 모두 채택되었

으며, 축제 사후이미지가 관광객 만족 및 충성도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희·신기성 및 백제문화성으로 나타났

다.

5. 결론

본 연구는 축제 사후이미지가 관광객의 만족 및 

충성도(재방문 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함에 목적이 있었다. 백제문화제 방문

객 287명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결과 5개 요인(지역성, 편의성, 

유희성, 백제문화성, 운영성)이 추출되었다.

둘째, 가설 H1에 대한 검증결과, 축제 사후이미

지 요인 중 편의성, 지역성 및 유희성 요인의 순위

로 축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H2에 대한 검증결과, 축제 사후이

미지 요인 중 편의성과 유희성 요인의 순위로 축

제 재방문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설 H3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성, 편의

성 및 백제문화성의 순위로 축제 추천의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관광객의 백제문화제 방문 후의 사후

이미지와 만족 및 충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축제 기획 및 연출, 운영방안에 있어 성공적

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론적 탐색과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축제 사후이미지가 관광객 만족과 충성도 모두

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희성과 편의성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객들이 축제에서 중

요시하는 것이 축제자체가 유희성이 있으면서 편

의성이 있어야 만족 및 충성도에 영향력이 크므로 

이들 요인들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전

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축

제의 이미지를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축제

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축

제 사후이미지를 형성하게 하여 관광객 만족도 제

고와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설문조사

가 한 시점에서 이루어져 당시의 상황적 고려가 

미흡하였는데 향후 연구에는 시간차를 둔 설문조

사를 통해 관광객의 의견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표 11. 가설검증 결과

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채택여부 통계적 유의 요인(상대적 중요도 순위별)

가설 H1 축제 사후이미지 만족도 채택 ① 편의성 ② 지역성 ③ 유희성

가설 H2 축제 사후이미지 재방문의도 채택 ① 편의성 ② 유희성

가설 H3 축제 사후이미지 추천의도 채택 ① 유희성 ② 편의성 ③ 백제문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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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와 연계된 후속연

구로는 축제 사전이미지와 사후이미지를 비교분

석 연구, 그리고 축제 사전이미지에 의한 관광객 

행동의도 연구 등의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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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he Festival Post Image on the Satisfaction and  
Loyalty of Tourists

Kim, Si-Joong*

Abstract :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effect of the festival post image on the satisfaction 
and loyalty of tourists in terms of revisit and recommendation for Baekjae Cultural Festival. The question-
naires for the survey were distributed among 287 visitors of Baekjae Cultural Festival. For the empirical 
analyse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based on the conducted survey. 

The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analyses, five factors were drawn such as regionality, con-
venience, amusement, cultural characteristic of Baekjae, and management. According to the hypothesis 
testing, convenience, regionality, and amusement affected tourists’ satisfaction for the festival, while 
convenience and amusement influenced revisit intention of the tourists. On the other hand, significance, 
convenience,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Baekjae affected recommendation intention for the festival. In 
conclusion, amusement & novelty and cultural characteristic of Baekjae were the factors that festival post 
image affected the satisfaction and loyalty of tourists in terms of revisit and recommendation for Baekjae 
Cultural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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