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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들어주 5일근무제의정착과 함께 도로
망의 발달,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주말

여행을즐기려는마니아층이많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사회적흐름에맞춰각지방자치단체에서

는관광객들을유인하기위해지역축제라는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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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the service quality of websites and the attributes of review 
information thereon as perceived by visitors thereto and to analyze the effect that the service quality of 
festival websites and informative usefulness of testimonials would have on the satisfaction with use, along 
with the effect that the satisfaction with use would have on behavioral inten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intended to present measures that could help strengthen the intention to spread positive word-of- 
mouth for festivals and to visit a festival through satisfaction with a festival's website. The festival select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he Yeongdeok Snow Crab Festival, which is one of the most 
renowned local food festivals in the Gyeongbuk region, having been held for 17 consecutive years, and has 
been selected as the top festival of Gyeongsangbuk-do for 4 consecutive years. We surveyed visitors to 
Yeongdeok Snow Crab Festival who had searched for information on the Yeongdeok Snow Crab Festival 
prior to its opening, as well as those who had participated in Yeongdeok Snow Crab Festival b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review information on a food festival website, service quality design, ade-
quacy of substance, responsiveness to customers, and system capability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through satisfaction with use.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crucial to manage the 
service quality of websites in order to stimulate interest in, and induce visits to, food festivals. 

Key words: food festival, website service quality, review information, satisfaction with use,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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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Seong HS․Lim JK 2008).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

역주민의긍정적지지와축제방문객들의만족도

및 방문율이 높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방문
동기를극대화할 수 있는전략적마케팅 및홍보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Lee Y et al 2007; Hud-
son S & Ritchine JRB 2006). 지역축제를보다 효
과적으로알리기위해서는축제주최자와지역주

민및관광객들과의활발한커뮤니케이션이필수

적이며, 보다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방법으로관
광객의 소비를 이끄는 중요한 매체인 인터넷을

고려할 수 있다(Seo SB 2006). 인터넷을 통한 축
제의 실질적인 정보제공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축

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지지를 향상
시킬수 있으며, 관광소비자들에게는 축제방문동
기를부여하고, 방문을실질적으로유도하는데중
요한 요인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Seo SB 2006; 
Vogt C & Fesenmaier DR 1998).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뉴미디어의급격한성장으로온라인이중요

한커뮤니케이션채널로자리를잡으면서온라인

구전커뮤니케이션(internet word-of-mouth commu-
nication, electronic WOM, e-WOM)이라는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등장하였다. 온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상에서 하이퍼텍스트나

이메일을이용하여소비자들의상품및서비스에

관한 사용 경험이나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비정형화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

(Jeong HJ 등 2014). 특히최근에는이용자들이자
신의 경험과 의견을 표현하는 ‘이용후기’가 온라
인 구전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Jeong HJ 등 2014; Kim SH 
2013). 
한편, 인터넷쇼핑을통해상품을구매할때다

른 소비자들의 상품평가인 사용후기가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Kim HD 
2011). 이는 인터넷 쇼핑을 위한 정보탐색 시 웹
사이트 상의 구매후기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느낌으로써 제품의 소비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

이다(Hackbarth et al 2003). 그러므로인터넷쇼핑
에서는 구매후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구매후

기의 속성을 규명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

고 있다(Chun WY․Jung HJ 2006; Chiou J & 
Cheng C 2003). 
인터넷 쇼핑과 마찬가지로 관광분야에서도 잠

재관광객들은관광계획을세우거나또는관광목

적지 선택을 위해 사전에 정보를 탐색하게 되며

(Vogt C & Fesenmaier DR 1998), 이러한 정보탐
색은관광지에대한지각, 태도, 방문의사에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Klenosky DB 2002) 인터넷 웹
사이트의정보검색에관한연구가필요한시점이

다. 하지만지역축제의중요한홍보수단으로써잠
재 관광객의 관심도를 높여 방문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축제 웹사이트에 대한 연구

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웹사이트의시스템구축은웹이용고객의주관

적인 만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Novak TP 
et al 2002), 인터넷상에서 즐거움의 제공은 제품
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을 증가시킨다(Maig-
man I & Lukas BA 1997). 그러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올바른 지역축제 정보와 관광정보를 제시

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 홍보와
더불어 방문객의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

지할 수있다는 점에서 지역축제 웹사이트에대

한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은매우 중요할 것이다

(Park CW 등 2010). 이를 위해 축제 웹사이트의
서비스품질과 이용후기 정보성을 고려함으로써

음식 축제에 대한 만족도와 방문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앞서제시된선행연구를바탕으로축제

방문의사결정을위한정보탐색에있어서축제웹

사이트의 서비스품질과 방문객의 축제 이용후기

가매우중요한요인이될것으로예상하며, 축제
에 대한 긍정적인 방문행동과 구전효과를 높일

수있는변수로웹사이트서비스품질과이용후기

정보성, 웹사이트이용만족을제시하여그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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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고자한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지역
음식축제활성화를위한웹사이트의효율적인운

영방안과 홍보수단으로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축제 웹사이트 서비스품질

축제는 개최지의 관광매력물 확대, 지역 이미
지제고, 사회기반시설의확대등지역경제활성
화에기여하고있다. 지역경제활성화및이미지
제고에커다란영향을 주고 있는지역 축제를 성

공적으로치루기위해서는축제를위한기반시설

과 축제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다양한 홍보 마

케팅도구가필요하다. 이러한마케팅방법중대
표적인 것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매체 중의 하

나인인터넷웹사이트를구축하고운영하는것이

다(Mun KJ 2006).
인터넷이보편화됨에따라인터넷을이용한온

라인서비스가활성화되고, 온라인서비스는오프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와의 차이가 명확히

존재하여기존서비스에대한측정에는제한적일

수밖에없으므로적합한측정도구의개발이요구

되어지고 있다(Shon JK․Park YA 2013). 기존에
연구되었던서비스품질에대한연구는인터넷서

비스품질 연구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전통적인
SERVQUAL 모형은 e-서비스품질에맞게새로운
척도로개발되었다(Zeithaml VA et al 2002). e-서
비스품질의 정의와 범주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며, Parasuraman A 등(2005)은 e-서비스품
질에 대하여 웹사이트를 둘러싼 고객의 모든 상

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서비스품질을 측정하
는 일반화된 측정모델인 SERVQUAL은 모든 산
업에적용시킬수 있는일반성이장점인 만큼 적

용하고자하는산업의특수성을반영하지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e-서비스품질 관련 연구에서
도 적용하고자 하는 산업의 특성에 맞도록 기존

의검증된서비스품질척도를변형시키려는시도

가 이어져 왔다(Park JH․Kim TH 2011). Para-
suraman A 등(2005)은기존에자신들이개발했던
SERVQUAL을 e-service에 맞도록 변형하여 e-서
비스품질 척도인 E-S-QUAL을 개발하였다.
축제 웹사이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웹사이트 평가지표에 기초한 지역축제 웹사이트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축제 서비스품질 관련 속

성을 디자인, 인터페이스, 축제정보,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4개의 요인으로 구성하고, 각각
의하위평가영역을나누어축제웹사이트를평가

하는데 적합한 웹사이트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Woo CB 2003). 축제웹사이트 서비스품질과 웹
이용행태가만족과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에관

한 연구에서 축제 서비스품질 관련 속성을 디자

인, 내용충실성, 상호작용성, 신뢰성, 편리성, 시
스템능력의 6개의요인으로구성하고, 각각의하
위평가영역을 나누었으며, 웹사이트의 서비스품
질 요인이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un KJ 2006). 또한, 축제 웹사
이트가 축제 브랜드 자산구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축제 서비스품질 관련 속성을 디

자인, 콘텐츠, 커뮤니케이션의 3개의요인으로구
성하고, 3개의 요인이 브랜드 인지 및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胡婷․范
庆基 2010). 

2. 이용후기 정보성

이용후기란 온라인상이나 모바일 상에 소비자

의 구매경험이나상품 이용후 인지하게 되는만

족과불만족에관한의견을문자형태로표시하는

것으로써 구매후기, 사용후기, 상품 평, 리뷰, 커
뮤니티등여러가지용어로사용되고있다(Hyun 
YH․Park YA 2013)
이용후기정보는구매자가상품에대한정보를

쓰고, 다른소비자들이볼수있게함으로써상품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구매를 망설이고 있
는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게시판에서의소비자들은제품을직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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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본 경험을바탕으로제품에대한 정보를 상

호교환하기때문에이러한정보는기업이일방적

으로작성한온라인상의정보에비해객관적으로

신빙성과 신뢰성이높으며(Chatterjee P 2001), 실
제 쇼핑을 할 때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풍부

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있는 이용후기를유지하

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경쟁 사이트들과의 차별화

된 전략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Lee KY 
2010). 또한, 구매시점이가까울수록다른소비자
들의 이용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Lee K
H․Park JO 2004).
온라인 구전으로 볼 수 있는 이용후기 정보의

가장 큰 장점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점이며, 오프라인에 비해 그 전달
속도가크게증가한다는것이다. 그리고오프라인
구전에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반면, 온라인 이용후기 정보에서는 지연되거나, 
소비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피드백이 일어난다

(Kim KJ et al 2007). 
인터넷의 구매후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수신자의 입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작거나 정보가 부적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획득을 추구하게 되고, 개인의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감소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다양

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Lee WM 
2010), 온라인상의 구매결정에 있어서는 상품에
대한시각적인단서들보다이전구매자의쇼핑경

험이나체험적요소의실질적인정보들의영향력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egeratu AM et al 
2000). 
인터넷의 쇼핑몰의 구매후기가 긍정적이거나

주관적인 내용이 많아, 작성자들의 동기에 의해
과장 혹은 왜곡될 수도 있지만, 구매후기가 지닌
정보로서의속성이구매의지를가지고있는소비

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

명하다(정수연․박철 2005). 특히 이전 구매자의
경험에근거하여순수하게정보를전달하고자작

성된 구매후기일수록 인터넷 소비자들의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EJ․Shim WS 
2007). 또한, 이용후기는 이용만족과 재이용의도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on JK․Park YA 2013). 

3. 이용만족

고객만족은어떤특정한제품이나서비스의획

득이나소비경험에대한구매자의전반적이고주

관적이며평가적인반응이며(Mun KJ 2006), 관계
몰입, 애호도, 구매의도 등의 결과변수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Patterson PG et al 1997). 
온라인에서웹사이트방문을토대로형성된고

객만족은사용자의웹사이트수용성과와향후긍

정적인 방문의도및 구매의도를 높일수 있는전

략적 수단이다(Kim DH & Chang HY 2007; Liao 
C et al 2007). 특히 웹사이트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대면이 아닌 한정된 공간에서 상

호관계가 형성되어 웹사이트에서 고객만족은 호

의적인구매의사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You HJ 2008). 
인터넷 쇼핑 후 만족한 고객일수록 인터넷 쇼

핑몰에대해호의적인태도를형성하고(Kwon SH 
et al 2003), 인터넷패션소비자들의지각된위험
과서비스품질이구매만족도의영향요인이므로, 
인터넷쇼핑몰에서패션소비자의만족을유도하

기 위해서는 구매시 인지할수 있는위험요소는

낮추는반면, 서비스품질을높여야한다(Lee EJ․
Hong BS 2006).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속적인 구매의도가 강하고, 불평행동
이 완화되지만, 불만족한 소비자의 경우 재 구매
를하지않는것은물론, 각종게시판에부정적인
구전을 한다(Moon SJ․Jung HK 2007).
펜션웹사이트서비스품질과고객만족및구전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펜션 웹 사이트품질은 고

객만족에긍정적인영향관계가있음을입증하였

다(Kim YI․Hwang SY 2012). 스마트폰 앱 서비
스품질을 신뢰성, 이동성, 정보성, 디자인의 4개
의 요인으로 나누어 스마트폰 앱 이용만족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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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신뢰성, 이동성, 정보성은
스마트폰앱이용만족에유의미한정(+)의영향을
주는 반면, 디자인은 스마트폰 앱 이용만족에 유
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hon JK․Park YA 2013). 또한, 관광정보 웹사
이트만족을측정하기위하여웹사이트의전반적

인만족도, 웹사이트방문에대한만족,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Kwon YK 
등 2003). 축제관람객의 축제관광행위지향성과

축제만족에관한연구에서음식축제를방문한축

제관람객의축제관광행위지향성중 자기확장, 사
회유희, 체험자체요인은 축제만족과 직․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wang Y
M․Lee SJ 2012), 관광상품및관광목적지선택
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불평이 낮고, 
추천 및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JH․Lee YJ 2007). 

4.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연구대상이 제품의
경우에는 구매의도, 이것이반복적으로 이루어지
는경우에는재구매의도, 또한, 호텔등의서비스
분야의 경우 재 이용의도, 관광지의 경우에는 재
방문의도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행동의도이다(Choi KH 2005). 
행동의도는소비자들이어떤대상에대한태도를

형성한후, 특정미래행동으로나타내려는개인의
의지와신념으로 정의할수있다(김창수․문경주
2007).
축제웹사이트이용자는축제라는상품을구매

할수있는소비자로바라볼수있으며, 행동의도

에 대한 정보는 축제방문의 수요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라는소비경험을중심으로한행동의도의개

념은 축제 웹사이트 이용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문화관광축제에서의 재 구매는 방문객이 축제

장소를다시방문하거나계속해서방문할가능성

이 재 구매의도로 형성된 것이며(Suh CH 2001), 
축제환경에서만족의인과관계를형성하는변수

로써 재 방문의도, 타인 추천 의도 및 충성도와
같은방문객의행동의도는만족한관광객이관광

목적지에 더욱 높은 수준의 재방문 욕구를 지니

게되어잠재적관광객을더많이발생할수있음

을나타낸다(Lee SY 등 2007). 지역축제서비스품
질과행동의도간의영향관계에서행동의도를재

방문의도, 권유 의도, 구전 의도, 추천 의도로 구
분하였으며(Seong HS․Lim JK 2008), 음식축제
시스템구성요인중운영평가및체험평가는각

각 재방문의도에 직접 또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in YJ 2009). 또
한, 음식문화축제서비스품질과관여도가만족및
재방문의도와의영향관계에서서비스품질과만

족은재방문의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

로 나타났다(Kim MM 등 2012).

Ⅲ. 연구 설계

1. 연구의 모형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토대로하여영덕대

게 축제 웹사이트의 서비스품질 및 이용후기 정

보성과 웹사이트 이용만족, 행동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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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2. 연구가설

1) 웹사이트 서비스품질과 이용만족과의

관계

음식축제 웹사이트 서비스품질과 이용만족 간

의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Mun KJ 
(2006)는 2006년에서 2007년 2년간 최우수 문화
관광축제로 선정된 5개 축제의 웹사이트를 중심
으로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간의 연구를 한 결

과, 서비스품질의 모든 요인이 만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를방문하는이용객의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

웹사이트의디자인, 내용충실성, 고객과의상호작
용, 신뢰도, 이용편리성, 시스템능력이매우중요
한 요인임을 증명한 결과이다. 

Park CW 등(2010)은경주떡축제와인천부평
풍물대축제의웹사이트방문객을대상으로서비

스품질과고객만족간의관계를연구하였다. 서비
스품질을정보품질과디자인품질, 시스템품질로
분류하였는데, 정보 품질과 디자인 품질 요인만
고객만족도에유의한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
로 나타났다. 이용객들은 축제에 대한 정보획득
목적이 크기 때문에 콘텐츠의 질과 디자인, 편리
한 이용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와같은선행연구를토대로본연구
에서는 음식축제 웹사이트 서비스품질과 이용만

족과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음식축제 웹사이트 서비스품질은 이
용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 웹사이트 이용후기 정보성과 이용만족

과의 관계

Lee KY(2010)는 온라인 상품검색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용후기의 특성을 정보제공성과 유용

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신뢰, 만족, 충성도 등에
미치는영향관계를살펴본결과, 이용후기정보유
용성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
명하였다. 이용후기는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실제 쇼핑과정에 도움을 줄 수있

는 이용후기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후기를 활용한 커뮤니

티 공간을 이용해 소비자-소비자 간의 커뮤니케
이션을활성화하고, 커뮤니티에활발하게 참여하
는우호적인고객을통하여긍정적인구전의도와

재 구매의도를 지닌 충성고객을 확보해야 한다

(Hong BS 2009)는주장도확인하였다. 이와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후기 정

보성과 이용만족과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음식축제 웹사이트 이용후기 정보성
은 이용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 웹사이트 이용만족과 행동의도와의 관계

Park CW 등(2010)의 연구에서 축제 웹사이트
방문자의만족도가재방문의도에유의한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사이트 품질
과정보신뢰, 내용충실성등은고객만족에중요
한요인이며, 축제웹사이트에대한방문자만족
이 높아질수록 재방문 의도도 높게 나타나는 점

에서 이용자 만족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Kim YI․Hwang SY(2012)의 연구에서는 웹사

이트에대한고객만족은구전의도에긍정적인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웹사이트
의효율성, 디자인, 거래안정성, 정보품질, 상호작
용성등의서비스품질을향상시켜고객만족을극

대화함으로써 기존 고객과는 지속적인 유대관계

를 도모하고, 웹사이트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과
구전을형성하여신규고객을유인하여야한다고



한국조리학회지 제 21권 제 4호(2015)300

주장하였다.
Shon JK와 Park YA(2013)는맛집 앱이용만족

과 앱재이용의도 간의긍정적인영향 관계가 형

성되고있음을증명하면서이용만족을높이기위

해서는서비스품질의제고가매우중요하다고주

장하였다. 이와같은선행연구를토대로본연구
에서는 음식축제 웹사이트 이용만족과 행동의도

와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음식축제 웹사이트 이용만족은 행동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대상 축

제는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음식축제로 분류

되며(경북 e-맛 2014), 4년 연속경상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고(경상북도 2014), 17회 연속으
로 개최되어(문화체육관광부 2014), 지역의 음식
축제로 자리 잡은 영덕대게 축제로 선정하였다.
표본 선정을 위해 영덕대게 축제에 참가한 경

험이있는 방문객 중에서영덕대게 축제 방문 전

축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는

지를사전질문을 통하여파악하였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축제 홈페이지를 검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판단표본추출법을 채

택하였으며, 선정된표본을대상으로조사에대한
취지를설명하고, 응답자가직접기입하는자기기
입형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4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진행하였으며, 설문지
는 총 300부를 배포하여 272를회수하였으며, 이
중에서신뢰도가낮거나부적합하게작성된 29부
를 제외하고, 243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4.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설문지구성에있어서웹사이트서비스품질의

측정항목은 Kim YI와 Hwang SY(2012), Mun 

KJ(2006), Yoo B & Donthu N (2001)의연구에서
18개항목을 재인용하였으며, 이용후기정보성의
측정항목은 Shon JK와 Park YA(2013), Lee KY 
(2010)의 연구에서 4개 항목을 재인용하였다. 이
용만족의 측정항목은 Shon JK와 Park YA(2013), 
Kim YI와 Hwang SY(2012), Mun KJ(2006) 의 연
구에서 4개 항목을 재인용하였으며, 행동의도의
측정항목은 Kim MM 등(2012), Seong HS와 Lim 
JK(2008)의 연구에서 4개 항목을 재인용하였다. 
음식축제 웹사이트 서비스품질과 이용후기 정

보성, 이용만족, 행동의도에관한 항목은 Likert 5
점척도로하였고, 인구통계학적특성은명목척도
로 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18.0 통계
패키지프로그램을 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실시하였다. 측정항
목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실시하였고, 구성개념
들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2. 측정항목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1) 외생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Table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외생변수의 타

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외생변수인 웹사이트 서비스품질과 이용후기

정보성에대한문항의타당성을검증하고, 공통요
인을찾아내변수로 활용하기위해총 22개항목
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전체모형의적합성을판단하는 K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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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Meyer-Oklin) 측정값이 0.900으로 나타났
으며, Barttlet의구형성검증을위한근사 χ2값이

3397.221로 유의확률 p가 0.000수준에서 유의한
모형의적합성을나타내었다. 전체모형의설명력
을나타내는누적된총분산값은 74.799로 74.8%
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분석 결과, 서비스품질
은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각의 요인
명을요인 1은디자인, 요인 2는편리성, 요인 3은
내용충실성, 요인 4는고객응대성, 요인 5는시스
템능력으로 명명하였고, 이용후기 정보성은 총 1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2) 내생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Table 3>은 본 연구에 사용된 내생변수의 타

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내생변수인 이용만족과 행동의도에 대한 측정

항목의타당성을검증하기위하여총 8개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전체모형
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KMO(Kaiser-Meyer-Ok-

lin) 측정값이 0.892로나타났으며, Barttlet의구형
성검증을위한근사 χ2값이 1,054.647으로, 유의
확률 p가 0.000수준에서유의한모형의적합성을
나타내었다. 전체모형의설명력을나타내는누적
된 총분산값은 78.689로 78.7%의설명력을보였
다. 요인분석결과총 2개의요인이추출되었으며, 
각각의 요인 명을 요인 1은 이용만족, 요인 2는
행동의도로 명명하였다.

3. 가설검증

1) 음식축제 웹사이트 서비스품질이 이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설 1을검증하기위해요인분석을통해추출
된 5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이용만족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대한 표준회귀선을 설
명하는 결정계수 R2값은 0.474로 나타났고, 분산
분석에대한 p값은 0.000, F값은 42.658로모형은

Classification Item N % Classification Item N %

Gender
Male 113 46.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8 11.5

Female 130 53.5 Collage degree 40 16.5

Marital status
Single 59 24.3 University degree 143 58.8

Married 184 75.7 Graduate school≤ 32 13.2

Age

20～29 37 22.2

Occupation

Student 9 3.7
30～39 79 32.5

Office worker 91 37.4
40～49 100 41.2

Government employee 71 29.250～59 24 9.9

60≤ 3 1.2 Professional 34 14.0

Monthly salary
(unit:won)

<2,000,000 38 15.6
Technical worker 5 2.1

2,000,000～2,990,000 39 16.0
Sales & Services 2 0.8

3,000,000～3,990,000 58 23.9
Self-employed 8 3.34,000,000～4,990,000 33 13.6

Housewife 13 5.35,000,000～5,990,000 32 13.2

Others 10 4.16,000,000≤ 43 17.7

<Table 1> Results of the frequency analysis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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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다중공선성
통계량의 공차한계가 모두 1보다 작고, VIF도 10 

미만으로독립변수간의다중공선성의문제도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Measurement items
Factor

loadings

Variance
(Eigen 
value)

Cronba-
ch's α

Design

Festival website has good theme expression and is impressive. 
Festival website has proper color and image. 
Festival website has proper screen configuration and arrangement. 
Festival website is visually attractive.
Festival website has uniformity of design and is differentiated in terms of 
substance. 

0.743
0.825
0.828
0.763
0.643

17.883
(3.934)

0.886

Convenience
Festival website is easy to use. 
Festival website is easily legible and excellent.
Festival website has major themes easily noticeable.

0.756
0.747
0.710

9.529
(2.096)

0.895

Adequacy of 
substance

Festival website has features giving fun, such as promotional video, online 
event, etc. 
Festival website provides information inquiry channel. 
Festival website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tour information. 
Festival website shares inform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other sites. 

0.607

0.764
0.762
0.685

11.152
(2.454)

0.771

Responsive-
ness to 

customers

Festival website administrator makes quick response to inquiries of users. 
Festival website administrator respects input from users and deals with them 
politely. 
Festival website administrator actively makes response to users' complaints 
or opinions. 

0.840
0.786

0.735

10.648
(2.342)

0.803

System 
capability

Page shift, processing and download are fast. 
Access can be gained conveniently when using festival website.
Necessary information can be found easily when using festival website.

0.767
0.832
0.752

10.238
(2.252)

0.866

Review 
information

Review information on festival website provide correct information. 
Review information on festival website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Review information on festival website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Review information on festival website are easy to understand. 

0.886
0.885
0.877
0.805

15.348
(3.377)

0.921

<Table 2>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analysis on exogenous latent variable

Factor Measurement items
Factor

loadings

Variance
(Eigen 
value)

Cronba-
ch's α

Satisfaction 
with use

I was happy to use food festival website.
I was satisfied with the use of food festival website in overall sense.
It was pleasant to use food festival website in overall sense. 
I am satisfied with food festival website in overall sense.

0.693
0.862
0.841
0.867

38.515
(3.081)

0.912

Behavioral 
intention

I want to visit food festival.
I will try to visit food festival.
I will spread positive word-of-mouth for food festival to my acquaintances. 
I will actively recommend food festival to my acquaintances. 

0.723
0.836
0.846
0.866

40.174
(3.214)

0.901

<Table 3>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analysis on endogenous lat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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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요인중에서디자인(p=0.000, t=3.924)과내
용충실성(p=0.004, t=2.918), 고객응대성(p=0.002, 
t=3.191), 시스템능력(p=0.002, t=3.142)이이용만
족에 p<0.01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편리성(p=0.207, t=1.265)은 이
용만족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이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크기는 Beta값을기준으로디
자인(0.266), 시스템능력(0.195), 고객응대성(0.179), 
내용충실성(0.174)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
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2) 음식축제 웹사이트 이용후기 정보성이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설 2를검증하기위해요인분석을통해추출
된 1개요인을독립변수로사용하고, 이용만족요
인을종속변수로하여단순회귀분석을실시한결

과는 <Table 5>와 같다.
종속변수인 이용만족에 대한 표준회귀선을 설

명하는 결정계수 R²값은 0.294으로 나타났고 분
산분석에 대한 p값은 0.000, F값은 100.146으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후기 정보성(p=0.000, t=10.007)이 이용만

족에 p<0.01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3) 음식축제 웹사이트 이용만족이 행동의

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 3을검증하기위해음식축제웹사이트이

용만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행동의도를 종

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종속변수인 행동의도에 대한 표준회귀선을 설

명하는 결정계수 R2값은 0.481으로 나타났고, 분
산분석에 대한 p값은 0.000, F값은 223.269로 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만족(p=0.000, t=14.942)이 행동의도에 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value p-value Tolerance VIF

Design 0.266 3.924** 0.000 0.484 2.067

Convenience 0.089 1.265 0.207 0.447 2.239

Adequacy of substance 0.174 2.918** 0.004 0.622 1.608

Responsiveness to customers 0.179 3.191** 0.002 0.707 1.415

System capability 0.195 3.142** 0.002 0.576 1.736

R2=0.474, Adjusted R2=0.463, F=42.658, p=0.000
* p<0.05, ** p<0.01.

<Table 4>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on service quality for useful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value p-value

Review information 0.542 10.007** 0.000

R2=0.294, Adjusted R2=0.291, F=100.146, p=0.000
** p<0.01.

<Table 5>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on review information for usefu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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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축제 방문객이 인지하고 있는 축제

웹사이트 서비스품질과 이용후기 정보성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들 각 요인들이 방문객의
이용만족과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또한, 음식축제의 다각적인 운영방안
을 모색하여 음식축제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음식축제 방문

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요구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의

요약과실무적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축제
웹사이트 서비스품질이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

에대한분석결과, 5개요인중에서디자인, 내용
충실성, 고객응대성, 시스템능력이이용만족에대
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편리성은 아무런 영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 웹사이트
방문객은 웹사이트 방문 시 시각적으로 호감이

가는 외형적인 요소와 빠른 접속이 가능한 즉각

적인 반응을 선호하며, 축제 웹사이트에 대한 내
용적인 면과 편리함에 대해선 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후기 정보성이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한결과, 이용후기정보성이이용만족
에 대해 유의적인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성을 고려
해볼때축제웹사이트의이용만족이구전, 추천, 

방문의도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축제 웹사이트

이용만족을높이기위해이용후기정보성을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축제 웹사이트 이용만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결과, 축제웹사이트이
용만족은행동의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 웹사이트 방문객의 지
속적인재방문을촉진하기위해서축제서비스품

질과 이용후기 정보성 등 축제 웹사이트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인터넷등다양한매체
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능숙함으로 인해 축제 웹

사이트 서비스품질 중 편리성에 대한 부분보다

웹사이트에대한시각적인부분과기능적인부분

을 더 업그레이드하여 빠르게 축제 정보를 전달

할수있는부분들을강화해야한다. 둘째, 요즘은
인터넷축제웹사이트에서축제의방문후기작성

이일반화되고, 방문객들사이에방문후기가유용
한정보로인식됨에따라방문객들이적극적으로

방문후기를작성하도록다양한마케팅전략을실

시해야한다. 방문후기를올리는사람들에게실시
간으로 축제를 방문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 할인 쿠폰 등을 상시적으로
부여해줌으로써적극적으로방문후기를남길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축제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객 이용만족

은 구전의도, 재방문, 추천등에긍정적인영향을
미친다. 이에축제웹사이트서비스품질과이용후
기정보성의요인들을제고하여이용만족을극대

화함으로써축제웹사이트의방문횟수를늘리거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value p-value

Satisfaction with use 0.693  14.942** 0.000

R2=0.481, Adjusted R2=0.479, F=223.269, p=0.000
** p<0.01.

<Table 6>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on useful satisfaction for behavio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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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래 머물러 축제에 대한 호의적인 방문의도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제시한연구의결과와시사점에도불구하

고, 본연구의한계점으로는웹사이트의환경특성
상다양한축제를동시에조사대상으로진행하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연구에서는축제의만족과재방문을촉진

할수있는축제웹사이트관한다양한연구가지

속적으로논의되어야할것이며, 조사대상축제도
지역이나 축제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다양화할 필
요가 있다.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음식축제 방문객이 인지하고 있는

웹사이트 서비스품질과 이용후기 정보성의 속성

을알아보고, 축제웹사이트서비스품질과이용후
기정보성이이용만족에미치는영향과이용만족

이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데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바탕으로축제웹사이트의만족
을 통해 축제에대한 긍정적인 구전 및 방문의도

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대상 축

제는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음식축제로 분류

되며, 4년 연속 경상북도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
고, 17회 연속으로 개최되어 지역의 음식축제로
자리잡은 영덕대게축제로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는 영덕대게 축제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방문객

중에서 영덕대게 축제 방문 전 축제 홈페이지에

서 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는 방문객을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 결과, 음식축제 웹사이트 이용후기 정보

성과서비스품질의디자인, 내용충실성, 고객응대
성, 시스템능력은 이용만족을통하여 행동의도에
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음식축
제방문을유도하고활성화시키기위해서웹사이

트 서비스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제

시하였다.

주제어: 음식축제, 웹사이트 서비스품질, 후기
정보성, 이용만족, 행동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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