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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국립공원 방문객의 관광동기가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관광 목적을 조절효과로 김효중*·김시중**

요약 : 국립공원 방문객의 경험을 중심으로 방문객의 관광동기에 대해 파악하고, 관광동기가 만족 및 관광객의 행동의도
등에 대한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룡산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문 후
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립공원 관광동기가 방문객의 만족 및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함에 목적이 있
었다. 이에 실증분석을 통하여 관광동기가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그리고 관관광동기가 만족도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관광 목적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결과, 국립공원 관광지
관광동기와 만족과의 관계에서 ‘신체적 동기’ 및 ‘대인적 동기’ 요인은 만족에 있어 영향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관광지 관광동기와 행동의도 관계에서 ‘신체적 동기’와 ‘대인적 동기’ 요인이 행동의도에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방문객 만족은 ‘재방문’과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관광동기와
만족 및 행동의도 간에는 관광 목적 조절변수에 의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국립공원, 관광동기, 만족, 행동의도

1. 서론

국립공원 방문객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립공원의
다양한 생태보존 및 수려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2012년 기준으로 20개

‘자연의 핵’인 국립공원의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

소로 면적은 6,580.821㎢(육지 3,827.112㎢, 해면

한 실정이며 또한 산악관광지로서의 새로운 변모

2,753.709㎢)로써 전 국토면적의 6.58%(국립공원

가 필요하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12).

관리공단, 20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산악형 국

관광활동 참여 증가로 관광산업은 미래에 고부

립공원은 계룡산,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총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

15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계룡산 국립공

되고 있으며,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에 대

원의 연간 방문객 수는 1,678,445(2011년 12월 기

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시중,

준, http://www.knps.or.kr)으로 산악형 국립공원

2009). 이를 반영하듯 관광사업자, 관련 기관 및

중 방문객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인구의

관계자들은 수요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

증가, 소득과 여가의 증대 및 교통의 편리 등으로

요시장의 주체인 관광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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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마련에 각고의

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관광업계 및 기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류인평·김정준, 2010). 관

들이 해당상품 또는 해당 목적지에 대한 평가지표

광산업에서 고객을 유지하는 전략은 고객을 새롭

및 정책방향을 결정짓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

게 창조하는 것보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주며, 구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효과를 통해 새로운 고객창조에도 도움을 준다
(Kotler, Bowen & Makens, 2010).

국립공원 방문객의 만족을 주고 건전한 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국

방문객들은 관광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다양한

립공원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중요하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국립공원 방문객의 경험을 중심으로 방문객의 관

관광동기는 방문객들의 관광행동을 이해하거나

광동기에 대해 파악하고, 관광동기가 만족 및 관

관광지 선택과정에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

광객의 행동의도 등에 대한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고 있다(Wu, 2003; 김영우, 2005). 이러한 관광동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기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의 여행패턴과 목적지 결

에서는 계룡산 국립공원 방문객의 관광동기가 만

정은 물론 그들의 미래 여행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객의

특히 관광목적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행동 배후능력이라 할 수 있는 관광동기와 만족

파악함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합

및 행동의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규명은 관광동

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기의 개념화의 어려움으로 다소 부진한 상태이다.

제공하고자 한다.

관광지 선택행동은 추진요인 및 유인요인 등과 관
련된 과정이며(Dann, 1977), 구체적인 관광동기

2. 이론적 고찰

속성과 방문객 만족과 행동의도와의 관계성이 간
과된 상태에서의 독창적인 관련이론의 구축은 너
무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
관광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치, 그

1) 관광동기

리고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는 방문자수의 추세로
보아 주요대상이 되는 도시관광(김부성, 2010) 등

동기는 욕구를 만족시키기를 원할 때 발생되며

구성요소 전반에 미치는 이용압력은 더욱 커질 것

또한 행동의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욕구

으로 예측된다(김대관, 2001).

는 관광행동의 생성에 필요한 심리적인 원동력이

관광지는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

라고 할 수 있으며, 관광행동을 이끄는 심리적인

추고,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지가 되

에너지를 관광동기라고 정의된다(사효란, 2011).

길 노력하고, 관광지 간의 경쟁과 경주를 노력 하

한편 관광동기는 사람들이 관광행동에 참여하거

고 있다. 이러한 관광객의 수용력을 확보하기 위

나 방문하려는 선천적인 사회·심리적 힘으로 정

해서는 관광지의 자체적 매력 향상과 관광객의 욕

의되고, 관광 행동을 이해하거나 관광지 선택과정

구 및 심리 등에 대한 파악과 행동특성에 대해 파

에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영우,

악할 필요가 있다.

2005).

이상과 같은 관광동기와 방문객의 만족 및 행동

조진희(2006)는 관광동기를 신체적 동기, 문화

의도 특성을 반영하는 심리적 특성 요소와 이러

적 동기, 대인적 동기, 명예와 지위 동기로 크게

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 복합요소의 영향관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충기·이태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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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에 참가한 방문객을 대상

1998).

으로 축제 참가동기를 분석하여 문화경험성, 신기

선행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만족도에

심미성, 가족친화성, 일상탈출성, 사교성 요인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대상지의 상황, 개인적

로 분류하여, 이 동기요인을 다목적 경험추구형,

특성, 경험 등과 심리학적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일상성 문화추구형, 단순 문화추구형의 3가지 유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ker & Cromp-

형으로 분류하였다.

ton, 2000; Kozak, 2001; Petrick, Morais & Nor-

이윤섭(2006)는 관광동기를 호기심/지식 동기,
소속감 동기, 심리적 동기, 자기계발 동기 등의 4

man, 2001; Yoon & Uysal, 2005; 송영민·이영
진, 2011).

가지 동기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여영

관광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만족

숙(2011)은 일상 탈출성, 신기 체험성, 교육성, 가

(Baker & Crompton, 2000; Kozak, 2001; Pet-

족친화성 및 사교성의 5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

rick, Morais & Norman, 2001; Yoon & Uysal,

구하였고, 김정준(2009)은 관광지 경험 유형에 따

2005; 송영민·이영진, 2011), 지각된 질(Baker &

라 신체적 동기, 대인적 동기 및 문화적 동기로 구

Crompton, 2000; Chen & Gursoy, 2001; Frochot

분하여 연구하였다.

& Hughes, 2000; Yuksel, 2001; 이승익·고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

윤, 2011; 장경수, 2010), 과거휴가경험(Alegre &

으로 하여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

Cladera, 2006; Chen & Gursoy, 2001; Kozak,

타나는 관광동기를 신체적 동기, 대인적 동기, 문

2001; Petrick et al, 2001), 관광지이미지(Lee,

화적 동기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2009; Chen & Tsai, 2007; Bigne, Sanchez &
Sanchez, 2001; Milman & Pizam, 1995), 문화

2) 만족 및 행동의도

적 차별성(Chen & Gursoy, 2001; Reisinger &
Tumer, 1998), 사전경험(Lehto, O’Leary & Mor-

관광지리학 분야에서 관광지를 관광한 이후의

rison, 2004; Kozak, 2001), 돈에 대한 지각된 가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치(Um, Chon & Ro, 2006)등의 선행변수들이 주

방문객 만족도를 포함한 후속적인 변수로서 재방

요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박수완, 2011).

문의도와 추천의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방문객 만족에 관한 국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같은 개념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반적인 만족

오정학·김유일(2001)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

도는 관광활동을 통하여 여러 욕구가 충족된 정도

정이 성과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개하는 매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광객 자신의 총체적 관광

개변수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을 연구하였으며, 이

경험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 재방문 의도는 관광

용기·이덕우·이충기(2003)는 어떠한 속성 또는

지 하위 속성과 관련된 체험들에 근거하여 관광객

요인들이 방문객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고, 전

이 해당 관광지를 다시 방문할 욕구를 느끼는 것

반적인 만족은 방문객의 충성도나 재방문 의사에

을 의미한다. 또한 추천 의도는 관광지의 여러 속

영향을 미치므로 축제환경단서 → 방문객만족 →

성과 관련된 여러 체험에 근거하여 그 개인이 타

충성도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에게 긍정적으로 구전할 의향 정도를 말한다.

하였다. 조혜경(2002)은 생태관광지의 관광만족

결론적으로 전반적 만족도는 관광경험에 대한 전

과 재방문의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관광만족이

반적인 평가라면, 재방문의도와 추천 의도는 관광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광만족

지 관련 체험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고동우,

의 비교만족과 형평만족 모두 재방문의도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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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

한 무학대사가 산의 형국이 금계포란형(金鷄抱卵

다.

形:금닭이 알을 품는 형국)이요, 비룡승천형(飛龍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만족 측정 이외

昇天形: 용이 날아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라 일

에도 행동의도(재방문, 구전)의 확장된 이론에 입

컬었는데, 여기서 두 주체인 계(鷄)와 용(龍)을 따

각하여 행동의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서 계룡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http://

행동의도의 요인을 세분화하여 전반적인 만족도

www.knps.or.kr).

와 함께 보완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백두대간 중 금남정맥의 끝부분에 위치한 계룡
산은 845.1m의 천황봉을 중심으로 관음봉, 연천
봉, 삼불봉 등 28개의 봉우리와 동학사계곡, 갑사
계곡 등 7개소의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삼국

3. 연구지역과 연구설계

시대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산으로 널리 중국까지
알려졌고 신라통일 후에는 오악(五嶽)중 서악(西

1) 연구지역

嶽)으로 조선시대에는 삼악(三嶽)중 중악(中嶽)으
로 봉해질 정도로 이미 역사에서 검증된 명산이

(1) 계룡산 국립공원

다.

계룡산이라는 산 이름이 갖는 의미는 조선조 초

계룡산 국립공원은 지리산에 이어 1968. 12. 31

기에 이태조가 신도안(계룡시 남선면 일대)에 도

에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

읍을 정하려고 이 지역을 답사하였을 당시 동행

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남 공주시에 주로 위치

그림 1. 계룡산 국립공원의 주요 관광지
출처: http://www.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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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룡산 국립공원의 경관자원
구분

경관자원

산봉

천황봉(845m), 삼불봉(775m), 관음봉(816m), 장군봉(500m), 연천봉(738m), 문필봉(756m), 수정봉
(675m), 천왕봉(605m), 황적봉(664m), 쌀개봉(827m), 도덕봉(534m), 형제봉(764m), 치개봉(664m),
빈계산(415m), 금수봉(532m)

기암

자작바위, 학바위, 신선바위, 병풍바위, 개구리바위, 사자바위

계곡

동학사, 갑사, 신원사, 동월, 상신, 암용추, 숫용추, 오송대, 도덕, 천정

폭포

용문, 은선, 암용추, 숫용추

동굴

수통굴

기타

갑사9곡, 용산9곡, 계룡8경

출처: http://www.knps.or.kr

하면서, 일부가 대전광역시와 논산시 및 계룡시

10곳의 계곡, 4곳의 폭포 및 동굴자원 그리고 갑

에 위치하고 있다. 다양한 야생 동·식물과 국보,

사9곡, 용산9곡 및 계룡8경의 경관자원을 보유하

보물, 지방문화재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동

고 있다.

학사, 갑사, 신원사 등의 고찰이 자리하고 있다
(3) 계룡산 국립공원의 역사·문화자원

(http://www.knps.or.kr).

계룡산 국립공원내에는 국보(갑사삼신불괘불탱
(2) 계룡산 국립공원의 경관자원

및 신원사노사나불괘불탱), 보물(갑사철당간및지

계룡산 국립공원은 15개의 산봉, 6곳의 기암,

주, 갑사부도, 갑사동종, 선조 2년간월인석보판

표 2. 계룡산 국립공원의 역사·문화자원
구분

수량

역사·문화자원

국보

2

갑사삼신불괘불탱, 신원사노사나불괘불탱

보물

7

갑사철당간 및 지주, 갑사부도, 갑사동종, 선조2년간월인석보판목, 청량사지오층석탑, 청량사지칠층석
탑, 계룡산중악단

사적

1

공주학봉리도요지

천연기념물

6

팔색조, 까막딱따구리, 매류, 참매, 붉은배새매, 새매, 황조롱이, 올빼미, 부엉이류, 올빼미,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소쩍새, 원앙, 수달

시도
유형문화재

11

갑사석조약사여래입상, 갑사석조보살입상, 갑사사적비, 갑사강당, 갑사대웅전, 갑사대적전, 갑사소조삼
세불, 공주갑사삼세불도, 신원사오층석탑, 신원사대웅전, 공주상신리당간지주

시도기념물

2

계룡산초혼각지, 공주구룡사지

시도민속자료

1

계룡산삼신당

문화재자료

9

갑사표충원, 갑사삼성각, 갑사팔상전, 갑사중사자암지삼층석탑, 동학사삼성각, 동학사삼층석탑, 삼은각,
숙모전, 천진보탑

출처: http://www.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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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중악단), 사적(공주학봉리도요지), 천연기념물,

가설 4. 관광동기가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자료, 문

영향은 관광 목적 조절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화재자료 등의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것이다.

파악되고 있다.

3) 조사표본 및 분석방법
2) 연구방법 및 가설
계룡산 국립공원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의 관광
국립공원 방문객의 관광동기가 관광 만족 및 행

지 방문동기 요인을 파악하여 국립공원 관광지의

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

관광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한 연구로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실

는 인구통계적 특성, 관광동기, 전반적인 만족 및

시하였다. 문헌연구는 각종 통계와 관련 이론 및

행동의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설문의

연구논문과 저서 등을 참고하였으며, 실증연구는

구성은 관련 문헌연구와 기존 설문조사 결과를 바

2012년 계룡산 국립공원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

탕으로 진행하였다.

또는 방문한 경험이 있는 대상을 모집단으로 선정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2 국립공원 관광지를
관광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2년 4월

본 연구의 목적인 국립공원 관광동기가 만족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

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87부의 설

하여 이충기·이태희(2000), 박미경(2004), 박동

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31부를 제외

진·손광영(2004), 최나리(2005), 이홍규·이동

한 356부(유효율 91.9%)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

희(2005), 오민재(2006), 이윤섭(2006), 조진희

하였다. 설문방법은 면접에 의한 자기기입형 설문

(2006), 류인평·김정준(2010), 유종서·조우제

지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을 활용하

(2011), 여영숙(2011)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조사경험이 있는 대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학생 도우미 4명이 계룡산 국립공원 관광지를 직

가설 1. 관광동기는 방문객 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관광동기는 방문객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관광동기는 방문객 재방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관광동기는 방문객 구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관광지 방문객 만족은 행동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관광지 방문객 만족은 재방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관광지 방문객 만족은 구전에 유의한

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계룡산 국립공원 관광지
를 관광 온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 취지를 설명
한 후 설문조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WIN 20.0
을 활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등이 실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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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표본 설계
구분

내용
2012년 4월 1일부터 10일 까지 10일간

조사기간

2012 국립공원 관광지 방문객

모집단
표본추출방법

편의표본추출방법

조사 및 설문 방법

면접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
배포 표본 수: 400부
조사 표본 수: 387부
유효 표본 수: 356명(91.9%)

조사 및 유효 표본 수

4. 실증분석 결과

4)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4개로 구분되어 구성하였
다. 첫째, 국립공원 관광지 관광동기에 대해 3개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요인과 14개의 세부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등간척도를 활용하였다. 둘째, 방문객 전반적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다음의

인 만족에 대한 설문문항으로 1개의 요인과 6개의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성별에서 여

세부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등간척도

성에 비해 남성이 다소 높았고, 관광목적은 순수

를 활용하였다. 셋째, 행동의도에 대한 설문문항

목적이 겸목적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연령은

으로 2개의 요인과 8개의 세부 설문문항으로 구성

30대와 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반

하였으며, 5점 등간척도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

면, 학력은 36.2%가 대졸인 것으로 나타났고, 직

로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7개 항목을 명목척도

업은 가정주부가 2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로 구성하여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하였다. 월수입은 151~300만원 사이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는 대전/충청도, 부산/경
상도, 서울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4. 설문지 구성
분류

요인

문항수

신체적 동기

관광동기

대인적 동기

14

문화적 동기

만족

만족

관광행동

재방문
추천

인구통계적 특성

6
8
7

출처
Thomas(1984), Fisher & Price(1991), 하종완(2005),
조진희(2006), 오민재(2006), 이충기·이태희(2000),
김정준(2009), 류인평·김정준(2010), 여영숙(2011),
유종서·조우제(2011), 박진영(2011)
Oliver(1989), Bitner(1990), Maxham(2001), 이유재
(1994), 김정수(2000), 윤지현(2005), 이윤섭(2006),
김정준(2009), 이편(2010), 강성일·이계희(2011)
연구자

척도

등간척도

등간척도
등간척도

명목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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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항목

N

%

구분

항목

N

%

성별

남성
여성

162
194

45.5
54.5

관광
목적

겸목적
순수목적

116
240

32.6
67.4

20대
30대

56
87

15.7
24.4

40대

116

32.6

50대
60대 이상

46
51

12.9
14.3

서울

64

18.0

경기도

34

강원도

27

연령

거주 지역

월수입

대전/충청도
부산/경상도

127
68

고졸 이하

101

28.4

전문대졸(재학)

81

22.8

4년제 대학졸(재학)

129

36.2

대학원 이상

45

12.6

9.6

자영업
공/군무원

69
25

19.4
7.0

7.6

생산/기술직

46

12.9

35.7

학생

51

14.3

경영/관리직

51

14.3

가정주부

84

23.6

전문/자유직
기타

19
11

5.3
3.1

19.1

광주/전라도

25

7.0

제주도

11

3.1

150만원 이하
151-300만원

60
132

16.9
37.1

301-450만원

87

24.4

451-550만원
551만원 이상

44
33

12.4
9.3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학력

직업

N = 356(100%)

성분분석을 통해 이겐 값(eigen value) 1을 기준으
로 요인의 수를 추출하였고, 요인의 회전은 직각

본 연구에서는 관광동기, 방문객 만족 및 행동
의도 변수에 대한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

회전 가운데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법을 선택
하였다.

하였다. 신뢰도분석은 각 항목의 측정결과가 일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요인은 총 3개로 구

관성을 유지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

분되었으며, 신체적 동기, 문화적 동기와 대인적

적으로 각각의 항목 변수의 신뢰도를 Cronbach’s

동기의 3개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사하였다. 타

78.742%로 나타났다. KMO 값은 0.827, 근사카이

당도분석을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제곱은 4394.728, 유의수준은 0.000으로 분석되

였다.

었고, 각 요인별 신뢰도는 0.943, 0.941과 0.852로
나타났다. 이 3개의 요인적재량이 +0.7 이상으로

(1) “관광동기” 요인분석

나타나 관광동기 변수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적합

다음 표 5는 관광동기 요인에 대한 하위차원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0.85 이

밝히기 위해 14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

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시한 결과이다. 관광동기에 대한 신뢰성 검증결과

수 있다.

전체 신뢰도는 0.852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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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관광동기 요인분석

요인명

신체적 동기

문화적 동기

대인적 동기

측정항목

요인적 재량

공통성

모험과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897
.894

.824
.824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889

.820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882
.880

.812
.819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

.919
.897

.861
.828

역사, 문화적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895

.832

색다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868
.857

.785
.754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친구 및 동료들과 친목도모를 위해서

.884
.880

.794
.781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의 탈출을 위해서

.803
.783

.659
.630

신뢰도;
고유값;
설명력
.943
4.083
29.163

4.852
4.077
29.122

.941
2.864
20.457

KMO: 0.827; 근사카이제곱: 4394.728; 유의수준: 0.000; 총 설명력: 78.742

(2) “만족” 요인분석

증되었다. 요인 적재량은 +0.8이상으로 나타나 만
다음 표 6은 관광만족의 6개 문항에 대하여 요

족을 설명하는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분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총 1개의 요인

석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78.742%로 나타났다.

이 도출되었고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

KMO 값은 0.827, 근사카이제곱은 4394.728, 유

념을 바탕으로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의수준은 0.000으로 분석되었다.

요인명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만족’으로 명명
하였으며, 요인의 신뢰도는 0.935로 신뢰도가 검
표 7. 만족 요인분석

요인명

만족

측정항목

요인적 재량

공통성

관광지 이미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관광지 상인이나 주민의 환대에 대해 전반적 만족한다.

.902
.901

.814
.813

관광지의 인프라 시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885

.783

다른 관광지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848

.718

관광지의 환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관광지에 대한 경험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845
.837

.714
.700

KMO: 0.900; 근사카이제곱: 1794.887; 유의수준: 0.000; 총 설명력: 75.691

신뢰도;
고유값;
설명력

.935
4.541
7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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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행동의도 요인분석

요인명

재방문

구전

측정항목

요인적 재량

공통성

계속적으로 이번 여행지를 선택할 것이다.
가족친지와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

.843
.812

.749
.702

다음 여행기회에도 이번 여행지를 선택할 것이다

.792

.722

관광지 선택시 유일하게 이번 관광지를 떠올릴 것이다
비용이 높더라도 이번 관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683
.646

.586
.574

주변인들에게 이곳 관광지를 좋게 말할 것이다
주변인들에게 이번 여행에 대하여 좋게 말할 것이다
주변인들에게 이곳 관광지를 긍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899
.872
.853

.902
.837
.820

신뢰도;
고유값;
설명력
.870
3.144
39.305
.918
2.747
34.332

KMO: 0.840; 근사카이제곱: 2049.302; 유의수준: 0.000; 총 설명력: 73.636

(3) “행동의도” 요인분석

전체 요인은 2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다음 표 7은 행동의도 요인에 대한 하위차원을

의 신뢰도는 0.904로 신뢰성이 검증되었고, 요인

밝히기 위해 8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

명은 재방문, 구전 요인으로 각각 명명하였고, 전

시한 결과이다. 행동의도에 대한 신뢰성 검증결과

체 설명력은 73.636로 나타났다.

전체 신뢰도는 0.852로 나타났으며, 항목 제거시
신뢰수준이 향상되는 변수가 없어 조사대상 모든

3) 가설검증

변수를 요인분석에 이용하였다.
행동의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K MO 값은

(1) 관광동기가 방문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0.840, 근사카이제곱은 2049.302, 유의수준은

국립공원 방문객의 관광동기가 방문객 만족에

0.000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광동기와 행동의도

분석한 결과 재방문 요인은 0.880, 구전 요인은

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0.918으로 각각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관광 동기가 방문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만족

비표준화 계수

독립변수(요인)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상수)
문화적 동기

1.332
.061

.180
.030

신체적 동기
대인적 동기

.676
-.168

.032
.041

β

.070
.740
-.135

R 2=.630 수정된 R 2=.627 F=199.500 p=.000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함.

t

P

7.386
2.039

.000
.042*

21.278
-4.067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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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관광 동기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재방문

비표준화 계수

독 립 변 수(요인)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상수)
문화적 동기

1.896
.054

.256
.042

.071

신체적 동기
대인적 동기

.145
.113

.045
.059

.102

.179

t

P

7.407
1.284

.000
.200

3.213
1.924

.001*
.045*

t

P
.000
.629

5.539

.000***
.659

R 2=.151 수정된 R 2=.143 F=16.370 p=.000
종속변수: 구전

비표준화 계수

독 립 변 수(요인)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상수)
문화적 동기

2.134
-.024

.299
.049

-.026

7.129
-.484

신체적 동기
대인적 동기

.292
-.030

.053
.068

.302
-.023

-.442

β

R 2=.090 수정된 R 2=.082 F=11.535 p=.000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함

먼저 관광동기가 방문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신체적 동기 요인(β=.740)과 대인적 동

먼저 재방문 행동의도와 관광동기 간의 영향관

기 요인(β=-.135) 및 문화적 동기요인(β=.042)이

계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동기 요인(β=.179)과 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향력인 R²

인적 동기 요인(β=.102)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값은 .630로 나타났고, F값은 199.500, 유의확률

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재방문 비

p=0.000으로 분석되었다.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인적 동기와 신체적 동기

관광지 관광동기에 방문객 만족도는 신체적 동

요인을 보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기 요인에 많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향력인 R²값은 .151로 나

다. 따라서 관광에서 전반적인 만족을 높이기 위

타났고, F값은 16.370, 유의확률 p=0.000으로 분

해서는 방문객의 관광동기 가운데 신체적 동기와

석되었다.

대인적 동기 등의 동기요인 관광객을 발굴하는 것

관광동기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

이 필요하며, 문화적 동기 관광자를 위한 만족도

한 결과 신체적 동기 요인(β=.302)이 구전의도에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관광 행동의도 가운데 구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 관광동기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는 신체적 동기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관광동기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

으로 판단된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은 .090로

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행동의도는

나타났고, F값은 11.535, 유의확률 p=0.000으로

재방문 및 구전의도 요인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수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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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방문객 만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재방문

비표준화 계수

독립변수(요인)
(상수)
만족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2.371
.169

.140
.046

.190

t
16.973
3.640

P
.000
.000***

R 2=.136 수정된 R 2=.133 F=13.250 p=.000
종속변수: 구전

비표준화 계수

독립변수(요인)
(상수)
만족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1.984
.286

.164
.054

.270

t
12.131
5.277

P
.000
.000***

R 2=.173 수정된 R 2=.170 F= 27.848 p=.000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함

(3) 방문객 만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실시하였다. 분석절차는 먼저 관광동기 요인의 3

방문객 만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가지 요인을 투입하고 조절변수인 관광목적인 더

을 위하여 만족과 재방문 및 구전과의 영향관계를

미변수를 2단계로 투입하였으며, 그리고 조절변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수인 관광동기 3가지 요인과 관광목적의 더미변수

결과 만족은 재방문과 구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와 상호작용 변수를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단계로, 관광동기와 만족과의 회귀식은

방문객 만족이 재방문에 미친 영향력인 R²값은

F=199.500(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136이며, F값은 13.250에 유의확률 p=0.000으로

를 보이고 있으며, 약 63%(R²=0.630)의 설명력

분석되었다. 한편, 방문객 만족이 구전에 미친 영

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투입된 3개의 모든 변수

향력은 .173이며, F값은 27.848인 것으로 나타났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

다.

다. 둘째, 조절변수인 관광목적의 더미변수를 투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방문객 만족은 행동

입한 회귀식은 F=151.461(p<0.001)로 통계적으

의도(재방문 및 구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을 확인할 수 있다.

63.3%(R²=.63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투입된
더미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문화적·대인적 동기

(4) 관광동기와 만족 및 행동의도간의 관광
목적 조절역할 검증

에 비해서 신체적 동기(t=19.666)에서 영향관계
를 보이고 있으며, 셋째, 관광동기와 관광목적의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국립공원 관광동기 요

더미변수에 대한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결과 회

인들 즉, 문화적, 신체적, 대인적 동기 요인들이

귀식은 F=121.925(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광목적에 따라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63.5%(R²=.635)의 설명력

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을 보이고 있다.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에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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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관광동기와 만족 및 행동의도 간의 관광목적 조절역할 검증
독립변수

만족

재방문

구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문화적 동기(A)

2.039
*

2.147
*

2.563
*

1.284

1.419

1.000

-.484

-.357

-1.931

신체적 동기(B)

21.278
***

19.666
***

19.208
***

3.213
**

2.340
*

2.183
*

5.539
***

4.561
***

3.600
***

대인적 동기(C)

-4.067
***

-4.086
***

-3.250
**

1.924

1.929

1.727

-.442

-.451

-1.405

-1.830

1.033

-2.286
*

-.595

-2.283
*

-3.003
**

더미변수
관광목적(D)

-1.421

동기×관광목적

2.602
*

.149

R²

.630

.633

.635

.151

.165

.162

.090

.103

.120

Adj R²

.627

.629

.630

.143

.155

.152

.082

.093

.107

F

199.500

151.461

121.925

6.370

6.141

4.903

11.535

10.558

9.532

조절효과분석

1단계: A+B+C 독립변수
2단계: A+B+C+D 독립변수+더미변수
3단계: A+B+C+D+A*D+B*D+C*D(상호작용) 독립변수+더미변수+(독립변수)*(더미변수)

1)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함
2) 관광목적을 더미변수화(k-1: 2개 더미)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함.

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관광동기요인이 만

나 관광동기요인과 재방문은 조절변수로 영향은

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광목적은 조절효과가 나

미치지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변수

타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호작용 항이

는 통계적으로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얻고 1단계와 2단계(△R증

으로 분석되었다.

분)에서 설명된 분산(R²)의 증감된 값이 F검정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경우 조절효과가 있다
고 판단한다. 따라서 더미 변수항에 대한 조절효

5. 결론

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동기요인과 구전(행동의도)과의 관계
에 있어서 관광목적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고

본 연구는 계룡산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있다. 결과적으로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회귀계

관광동기가 관광 후 만족과 태도인 재방문 및 구

수를 얻고 1단계와 2단계(△R .013% 증분), 2단계

전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함에 목적이 있었다.

와 3단계(△R .017% 증분)의 설명된 분산(R²)의

이에 계룡산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증분

증감된 값이 F검정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우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호변수항에

첫째, 계룡산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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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와 만족도간의 영향관계 검증 결과, 관광동기

분석되었다. 따라서 관광 행동의도 가운데 구전효

가운데 관광지의 신체적 동기와 대인적 동기 요인

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적 동기 요인을 중요하

등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

분석되었고, 그 가운데 신체적 동기 요인이 높은

과는 국립공원 관광지의 개발 또는 발전전략을 수

설명력을 나타냈다.

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둘째, 관광 동기가 행동의도 요인인 재방문 및

로 사료된다.

구전의도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결과,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갖고

관광 동기 요인 중 신체적 동기와 대인적 동기 요

있다. 첫째, 조사시기가 장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인이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시기에 편중되

셋째, 국립공원 방문객 만족이 행동의도에 미

어 있어 관광동기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한

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방문과 구전 변수

계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연구지역을 계룡

모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이 확인하였다.

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 이론의 일반화

넷째, 계룡산 국립공원의 관광동기와 만족 및

의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는 표본

행동반응 간의 영향관계에서 관광목적의 조절효

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측면에서의 분석결과 관광목적은 관광동기와

따라서 앞으로의 이와 같은 연구는 연구대상의

만족 및 행동의도에 대해서는 조절관계가 있으나,

확대와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에서 직접 설문을 받

재방문 및 구전에서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는 형태가 보완되어 연구되어야 하며, 표본의 모

타났다.

집단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유효 표본을 선정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면, 본 연구보다 가치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 할 수

째, 국립공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주는 관광동기 요인은 신체적 동기로서 성취감과

보완한 연구 방법론적 접근과 측정요인의 세부 구

여가시간을 즐기며 모험과 스릴을 즐기기고, 다양

성을 차별화한 연구방법을 통한 향후 연구결과는

한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동기는 방문객이 관광

연구결과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립공원관

된다.

광자원의 개발 방향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에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도 국
립공원 관광지의 강점자원에 맞는 동기 요인별 활
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관광지 관광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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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Gyeryongsan National Park Visitors’ Tourism Motivation
on Satisfaction and Behavior Intention:
Moderation Effect of Tourism Purpose
Kim, Hyo-Jung* · Kim, Si-Joong**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effect of Gyeryongsan national park visitors’ tourism motivation on satisfaction and behavior intention based on conducted questionnaire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es, two effects were draw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ourism motivation
on satisfaction and behaviour intention: Second, the moderation effect of tourism purpose on tourism
motivation, satisfaction, and behavior intention. According to hypothesis testing for this study, physical
motivation and personal motivation influenced satisfaction in terms of tourism motivation and satisfaction for the national park destinations. In addition, physical motivation and personal motivation affected
behaviour intention in terms of tourism motivation and behaviour intention for the tourism destinations.
Tourist satisfaction, besid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visit and word-of-mouth intention. Finally,
moderate variables of tourism purpos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ourism motivation, satisfaction, and
behaviour intention.
Key Words : Gyeryongsan, National Park, Tourism Motivation, Satisfaction, Behavio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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