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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미술관 물리적환경이 방문만족도에 미치는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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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effec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Gangwon region art museum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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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ivision of Performing video Creation, Chungang University

요  약  지역미술 은 미술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시, 교육의 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 을 해 비 리  기 으로 

운 되고 있다. 이러한 미술 의 기반인 물리  환경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것’을 뜻하며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지역을 심으로 미술  물리 환경이 방문만족도에 주는 향을 살펴보았다. 미술  서비스 요소는 김홍희

(2012)의 연구를 참고하 고, Parasurama의 SERVQUAL 모형을 근거로 하 다. SPSS 18.0K 통계 로그램을 통해 강원지역 

미술  물리  환경요인은 주변요인, 람요인, 인 요인, 시설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 결과로 미술  물리 환경은 

반 인 방문객 만족도와 성별에 따른 방문객 만족도에 정(+)  향을 주었고,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결과
를 통해서 강원지역 미술 이 더 나은 물리  환경을 구축하고 방문객과 지속 으로 소통하기를 기 한다.

Abstract  Local art museums are being operated as non-profit organiz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collection, 
preservation, research, exhibition and education on art-related materials. The art museum is based o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means created by the human will. This study examined the visit satisfac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Gangwon Regional art museum. For the measurement, the Art Museum physical environment, 
kimhonghee (2012), was used as the elements, and Parasurama based on the SERVQUAL model was analyzed. The 
SPSS 18.0K statistic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results, and the analysis of the element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art museums resulted in the surrounding factors, viewing factors, human factors, and facility 
factors. Regard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visitor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element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each of the factor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y
generally have a positive (+) effect. The Gangwon Regional Art Museum is building a better physical environment
to look forward and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the visitors.

Keywords : Gangwon regional art museums, local art museums, physical environment, visit satisfaction, visitors.

본 논문은 앙 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Do-Yeon Kim(Chungang Univ.)
Tel: +82-10-8577-6579  email: dododoy@naver.com 
Received July 22, 2015 
Accepted January 5, 2016

Revised (1st November 25, 2015, 2nd January 4, 2016)
Published January 31, 2016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여가 시간 증가와 교통의 발달로 지역 미술  이

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방문객의 문화 술 심과 만족

도에 의해 미술  방문 수요가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문
화 술의 흐름이 수도권 심으로 집 되면서 지방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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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태되었다는 인식과, 객들의 일회성 방문으로 

끝난다는 문제 을 안고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수도권 
심의 연구가 일반 이었기 때문에 소외된 지방 미술

에 해 연구 할 필요성을 느 다. 
미술 은 미술 련 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시, 교

육 등 지역사회 발 을 한 비 리  기 으로 운 되

고 있으며, 지역민의 심미  욕구 충족과 문화 복지 향상

에 있어 해당 수요를 담당할 매개체로써의 역할이 두

되고 있다.[1]
과거 미술 이 소장품을 연구, 수집하며 시하는 것

이 핵심 인 역할이었다면, 재의 미술 은 람객과의 

소통을 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람객의 
확보와 더불어 람객의 니즈(needs)와 욕구(want)를 충
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2] 방문객을 확보하기 
해서는 그들의 다양화된 기 와 요구에 부흥해야한다. 
방문객 확보를 해 방문만족도에 한 심이 두되고 

있는 시 에서, 이를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 미술 의 

기반인 물리  환경에 한 요성이 강조된다.

1.1.2 연구의 목적

지방미술 이 자칫 유원지로 락할 수 있다는 문제

을 탈피하고자 강원지역에 치한 미술 을 심으로 

물리 환경 요소를 측정하고자 하 다. 이에 따른 방문
객 만족도를 통해 강원지역 미술 의 황을 살펴보고, 
성장을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다. 미술  물리  

환경요인이 방문객 만족과의 상 계와 만족도에 미치

는 요인을 도출하고, 반 인 방문만족과 성별에 따른 

방문만족을 통해 요인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국내 17곳의 시도 에서 지와 다양한 축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문화 술산업으로 부강하고 있는 청정

지역 강원도를 심으로 미술  물리  환경을 측정하고

자 한다. 
강원지역 미술 의 보다 나은 환경으로 지역민들의 

문화향유와 미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의 만
족과 꾸 한 소통에 목 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2.1 연구의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지역미술 , 물리 환경, 방문만족
의 이론  고찰을 해 련 도서와 문헌, 발간자료, 선

행논문을 참고하 다. 이를 통해 도출된 미술  물리  

환경요소와 방문객 만족간의 계를 연구모형과 연구가

설을 통해 제시하 다. 미술  서비스 품질 측정방법에

는 박물 , 미술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한 연구로 

서비스 마  분야에서 쓰이는 Parasuraman, Zeithaml, 
Berry의 SERVQUAL 모형을 근거로 하 고, 김홍희
(2012)의 박물  서비스 요소를 활용하여 물리  환경요

소를 측정하 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8.0K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다. 빈도분석을 통해 표본응답자의 특
성을 살펴보았고,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미술  물리  

환경요소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  신뢰도를 검증하 고, 가설 검증은 실증
분석을 해 상 계 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2.2 연구의 구성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 , 연구의 방법  구
성을 통해 체 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한다. 이론  고

찰에서는 지역미술 , 물리 환경, 방문만족의 이론  

개념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 다. 조사설계에서는 연구
의 가설과 모형을 수립하고 구체 인 조사 설계와 분석

방법에 해 기술하 고 분석 결과에서는 표본의 특성, 
미술  물리  환경의 구성요소와 특성, 타당성  신뢰
도 검증, 연구가설의 검증을 통해 종합 인 분석결과를 

보여 다. 결론에서는 시사 과 연구의 한계 , 향후 연
구 방향을 제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지역미술관

유네스코(UNESCO)가 1946년 창립한 국제박물
회(ICOM)에서는 1974년 미술 에 해 “문화재와 자연
재의 보호, 교육 그리고 문화 발 을 목 으로 인류의 

표  유산을 수집, 보존, 달  시를 행하는 사회  

기 ”이라 정의하 다.[3] 우리나라의 경우는 ‘박물 ’
과 ‘미술 ’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가1991년 
제정한 ‘박물   미술  진흥법’에서 미술 은 문화

술의 발 과 일반 공 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하여 서화⋅조각⋅공 ⋅건축⋅사진 등 미술에 한 

자료를 수집⋅ 리⋅보존⋅조사⋅연구⋅ 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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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정의하 다.[4] 
특권층의 유물로 간주 던 문화활동의 벽이 허물어

지면서 사회는 공공을 한 문화 활동 장소를 만들게 되

었고, 그  활발한 움직임  하나가 미술 이다.[5] 지
역 미술 은 지역민들과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소

통할 수 있는 역사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6] 지역민
의 문화와 지 향유를 만족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발 에 매역할을 수

행한다.[7] 이는 사회  공간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술 문화를 생산하는 장으로서 통

인 기능은 물론 미술품에 한 연구, 세미나, 새로운 미
술 작품에 한 지원 등을 통해 미술 문화의 극 인 

생산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 생산  공간이다. 한 미술 
문화의 소비 공간으로 미술품의 공개와 시를 통해 미

술 문화의 화  특정한 목 의 연구를 통한 문  

미술 문화의 소비 공간이기도 하다.[8]
지역미술 은 시 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수용함으로

써, 새로운 문화 창출을 통해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

는 사회 공공 시설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의 
문화  지를 고취시키며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민

의 미 체험‧문화 향유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는것

이 요하다.

2.2 물리적환경

소비자가 자신이 받을 서비스 수 에 해 그 내용을 

추론함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물리

 환경이라한다.[9]
Kotler(1973)는 물리  환경을 물리  자극이라 표

하고 시각⋅후각⋅청각⋅ 각의 인식을 포함하는 분

기로 설명하 다.[10]
Baker(1987)는 물리 인 환경을 주변 요인(ambient 

factor), 디자인 요인(design factor), 사회  요인(social 
factor)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 다. 주변요인은 실내
온도나 조명 등 필수 요소인 배경  조건이다.[11] 디자
인 요인은 외 , 건축미, 색상 등의 미  요소와 이아

웃, 안정성 등의 기능  요소로 구분하고 사회  요인은 

인 요인인 고객과 종업원을 말한다.[12]
Parasuraman(1988)이 제시한 SERVQUAL은 서비스

품질의 차원을 유형성(Tangibility), 신뢰성(Reliability), 
응답성(Responsiveness), 확신성(Assurance), 공감성
(Empathy)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 다.[13]

 연구자들의 물리  환경의 개념을 바탕으로 미술

, 시환경에 용된 연구를 살펴보면 운승원(2011)은 
시 주체자가 람객들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단

서를 제공하는 주최조직이 만들어낸 계획 인 환경이라 

정의하 다.[14] 곽온(2015)은 서비스가 일어나는 환경
으로서 방문객의 감각  측면에 향을 주는 인간이 만

들어낸 계획 이고 인공 인 환경이라고 정의하

다.[15]
이로써 물리  환경은 일반 으로 고객의 욕구를 충

족시켜 주기 한 유익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

떻게 배치하고, 배치가 제 로 기능하게 하느냐가 가장 

요하다. 필자는 Parasuraman의 물리  환경요인과 미

술 에서 창출되는 서비스요인을 추가하여 미술 과 방

문객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서비스환경으로 확장하여 

보고자 한다.

2.3 방문만족

만족이란 일반 으로 상황에 한 주  평가나 내

 감정 상태를 말하며 일정한 목 이나 욕구를 달성함에 

있어서 개인의 주 인 감정 상태를 말한다.[16] 사람들
은 활동에 한 보상이 만족스러울 때 그 활동에 보다 

극 으로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인 경험이나 상황

에 해 쾌감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주 인 지각을 의미

하는 정  인식이나 감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개념을 바탕으로 미술  방문만족에 해 살펴보

면, 미술 은 사회 발 을 한 교육 인 도구  하나로

써 사물(object)이 아닌 사람(people)을 심으로 변화하
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 만족의 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방문객들의 만족도 증진을 해 서비스와 교육 로그

램, 문화 술상품 개발, 마  개념 도입 등 미술 의 

역할이 방문객 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문객의 욕
구와 필요에 반응해야 한다.[17] 방문객은 이방인
(Stranger)-손님(Guest)-고객(Client)로 발 해 왔으며, 
재는 세 가지의 모든 의미가 공존한다.[18]
사람들은 미술  방문을 통해 자아의 개발과 실 , 자

존감과 자부심, 동반 방문객과의 유 감 그리고 친화를 

기 하고 그 기 치를 충족되었을때 방문에 해 만족한

다고 단할것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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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설계

3.1 연구의 모형과 가설의 설정

사람 심으로 변화하는 미술 의 방문만족도를 악

하기 해 미술  물리  환경요인이 반 인 방문객 

만족도와 성별에 따른 방문객의 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는지 알아
보고자 하 다. 이를 토 로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제시

하 다.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art museum

Surrounding factors, viewing 
factors, human factors, facility 

factors

Visitor

Overall, Man, Woman

Fig 1. Study model

가설1: 강원지역 미술  물리  환경요인은 반 인 

방문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강원지역 미술  물리  환경요인은 남성 방

문객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강원지역 미술  물리  환경요인은 여성 방

문객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 조사설계와 분석방법

3.2.1 조사대상지

국내 18곳의 지역에는 약 900여개 미술 이 있

다.[20] 등록미술 은 2013년 4월 기  185개 , 미등
록미술 은 약 720개 이 있다. 등록미술 은 경기 36
개소, 서울 32개소, 제주 18개소 남 18개소, 강원11개
소 순으로 많았다.[21] 이  다양한 축제와 지로 주

목받고 있으며 문화 술산업으로 부강하고 있는 강원도

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강원도 지역은 17곳 시(군) 에서 미등록, 등록미술
이 총 40곳으로 월군8곳, 춘천시 7곳, 원주시 5곳, 
양구군 4곳, 강릉시 화천군이 3곳, 태백시, 속 시, 양양
군 각각 2곳, 동해시, 홍천군, 정선군, 고성군 각각 1곳,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인제군은 미술 이 없는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등록미술 은 박수근미술 (양구), 춘
천미술 (춘천), 석 도자기 미술 (속 ), 일 미술

(양양), 강릉시립미술 (강릉), 하슬라아트월드미술 (강
릉), 쾌연재도자미술 ( 월), 국제 미술 ( 월), 청
주콜 션(원주), 서강미술 ( 월), 내설악 미술 (인제) 
11곳이고, 그 외는 미등록 미술 으로 29곳이 있다.[22]

3.2.2 설문지구성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한 방법으로는 설문지

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하 다. 미술  물리  환경요

소는 주변요소, 시설요소, 람요소, 인 요소로 나 어 

문항을 구성하 다. 주변요소로는 열쾌 도, 조명‧채 ‧

부심, 주변소음, 음악으로 구성하 고 시설요소는 외

의 심미성, 안정성, 표지 , 휴식공간, 좌석의 편안함, 
입출구의 치, 노약자 장애인을 한 이동시설로 구성
하 다. 람요소는 가족친구들과 토론하는 시, 시

방법의 다양성, 시물의 개개별 속성의 시 련 문항

과, 시에 한 설명문, 출 물 비치, 시해설사의 설

명의 해설 련 문항과, 람동선, 시물 배치와 간격의 
함, 흥미 시, 이해가 쉬운 시의 연출 련 문항과 

미술  운 시간, 미술  면 의 성, 람소요시간

의 성의 운 련 문항으로 구성하 다. 인 요소는 

직원의 원활한 , 직원의 응 수 , 직원의 친 성, 
직원의 단정한 외모, 직원의 원활한 , 직원의 응 수

, 직원의 친 성, 직원의 단정한 외모, 직원의 상세한 
안내와 정보제공으로 구성하 다.
미술  물리  환경요인 29문항과 방문자의 만족도를 

3문항으로 32개 문항은 5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
정하 고 방문객의 성별 1문항으로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3.2.3 紫蓼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를 한 자료수집은 강원 지역미술 을 방문

한 경험이 있는 방문객을 주요 상으로 하 다. 미술  

재방문시 방문객의 컨디션이나 시환경 변화에 따라 만

족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 방문한 미술  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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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황을 살펴보고 이를 측정하 다.     
미술  출입구에서 시 람을 마치고 나오는 방문객

에게 직 면 을 통해 총 2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고, 
20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다. 이들  미술  방문 경

험이 없는 사용자와 불성실한 응답자, 결측값을 제외하
고 총 190부를 최종 분석하 다. 
설문지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K통계 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표본의 특성을 악하기 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이용하 고, 요인의 신뢰도와 타탕도를 검
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이용하 다. 가설검증 
방법으로는 측정 문항간의 계가 얼마나 상 이 있는지 

알아보는 상 계분석과 요인과 만족간의 계를 악

하기 한 다 회기분석을 사용하 다. 

4. 분석결과

4.1 표본의 특성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123명으로 체의 64.7%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남성이 67명으로 35.3%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미술  방문객은 남성방문객 수보다 여성방문

객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심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2 미술관 물리적 환경요소의 특성

미술  물리  환경요소의 만족도에 한 응답자의 

특성으로는 주변요소에서 ‘조명‧채 ‧ 부심’, ‘주변 소
음’, ‘음악’ 모두 보통이 가장 많았고 ‘열쾌 도’는 만족
이 가장 많았다.
시설요소에서는 ‘안정성(경고물의 유용성)’, 휴식공간

의 구성, ‘노약자와 장애인을 한 이동수단이나 시설’은 
보통으로 나타났고, ‘건축물, 조형물, 조경의 아름다움’, 
‘입출구의 치’, ‘이동성을 용이하게 하는 표지만’은 만
족이 가장 많았다.

람요소에서는 운 련 문항의 ‘개  운 시간’, 
‘ 시면 의 성’, ‘ 시 람의 소요시간’은 만족이 
가장 많았고, 연출 련 문항의 ‘ 람동선’, ‘ 시물 배치
와 간격의 성’, ‘흥미있고 매력 인 시’, ‘이해하
기 쉽게 배열되 시’도 만족이 가장 많았다. 해설 련 

문항의 ‘ 시물에 한 설명문’은 만족과 보통이 동등했

고, ‘출 물 비치’는 만족이 가장 많았고, ‘ 시해설사의 
설명’은 보통이 가장 많았다. 시 련 문항의 ‘가족 친
구들과 토론하게 하는 시’, ‘ 시기법과 매체의 다양
성’, ‘ 시물의 속성(희귀성)’은 만족이 가장 많았다.
인 요인은 ‘ 시해설사의 교육효과’, ‘방문객과 직원

의 원활한 ’, ‘직원의 응  수 ’‘직원의 친 함’, 
‘직원의 단정한 외모’, ‘직원의 상세한 안내와 정보제공’, 
모두 보통이 가장 많았다.

4.3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

분 추출방법을 이용하 고, 요인회  방법은 직교회  

방식의 하나인 Varimax회 을 수행하 으며, 요인분석
시 다른 요인에 재되거나 요인 재량이 0.4 미만인 
항목은 제외시켰다. 

4.3.1 독립변수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독립변수인 강원지역 미술  물리  환경은 주변요

소, 시설요소, 람요소, 인 요소 4개로 추출되었다. 아
이겐 값은 2.372에서 5.738로 모두가 1.0을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나 모든 독립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되었다. 
분산은 55.021%로 나타났고, 요인 채치가 0.4보다 
크게 나타나 동일 요인의 측정변수간의 집  타당성과 

별 타당성이 모두 검증되었다.
독립변수들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람요소는 모두 11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졌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5.738로 나타났으며 설명분산
은 20.491%로 나타나 람요소로 선정되었다. 인 요소

는 6개의 련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
(eigen-value)은 3.713, 설명분산은 13.261%로 나타나 
인 요소로 선정되었다. 시설요소는 모두 7개의 설문항
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3.583, 
설명분산은 12.797%로 나타나 시설요소로 선정되었다. 
주변요소는 모두 4개의 련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었으
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2.372, 설명분산은 8.472%
로 나타났다. 

4개의 요인 모두의 크론바흐 알 (Cronbrach Alpha)
값이 0.6이상으로 나와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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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종속변수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종속변수인 강원지역 미술  체 인 만족도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 변수들의 탐색  

요인분석 결과로서 체 인 만족도 1개의 요인으로 추
출되었다. 아이겐 값은 1.986으로 나타나 1.0을 상회하
고 있으며, 모든 독립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되었고, 
분산은 66.198%로 나타났고, 요인 재치가 모두 0.4보
다 크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동일요인내의 측정변수간의 
집  타당성과 별 타당성이 모두 검증되었다. 
종속변수들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체 인 

만족도는 3개의 설문 문항  3개의 항목 모두가 요인 
재치 0.4이상으로 나타나 체 인 만족도로 선정되었

고, 아이겐값(eigen-value)은 1.986, 설명 분산은 
66.198%로 나타났다. 한, 체 인 만족도의 

Cronbrach Alpha값이 .742인 0.6이상으로 나와 측정도
구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4.4 연구 가설의 검증

4.4.1 가설1의 검증

‘강원지역 미술  물리  환경요인은 반 인 방문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증명
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변요소는 체 인 만족도

에 t값 .031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검

증할 수는 없었으며 시설요소는 체 인 만족도에 t값 
4.366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향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람요소는 체 인 만

족도에 t값 3.638로 나타나 정(+)  향력을 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인 요소는 체 인 만족도에 t값 4.137
로 나타나 정(+)  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의 결과 시설요소, 인 요소, 람요소의 순서

로 만족도에 정 (+) 향력을 주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본 회귀식을 살펴보면 R=.618, R2=.382, 수정된 
R2=.369, F=28.630, p=.000, Durbin-Watson = 1.802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한 설명력은 36.9%로 나타났으
며 Durbin-Watson이 1.802로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에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하다고 해석할수 있다.

Table 1. Gangwon Regional Museum influence test 
results on overall satisfaction

Depende
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Beta t Significa

nt Odds
Toleran

ce

Overall 
satisfacti

on

(Constant) .305 .814 .417
Surrounding 

factors
.075 .002 .031 .975 .870

Facility 
factors

.081 .291 4.366 .000** .754

Viewing 
factors

.074 .232 3.638 .000** .823

Human 
factors

.071 .283 4.137 .000** .714

R=.618, R2=.382, Modified R2=.369
F=28.630, p=.000, Durbin-Watson = 1.802

 **p<0.01, *p<0.05

4.4.2 가설2의 검증

‘강원지역 미술  물리  환경요인은 남성 방문객 만

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증명하
기 해 남성 방문객 데이터만 sorting을 진행하 으며 

향력 검증에 앞서 <Table 2>와 같이 상 계 분석을 

실시 후 요인들간의 계를 악하 다. 남성들의 자료
만을 가지고 상 계에 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

펴보면 만족도는 시설요소와 .413의 상 계를 보여주

었으며 람요소 .491, 인 요소와 .400의 정(+)  상
계를 보여주었으며 주변요소, 시설요소에 한 상
계분석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를 악할 

수가 없었다. 람요소에서는 인 요소와 .417의 정(+)
 상 계를 보여주었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Factors 
name Average

Standard 
deviatio

ns

Satisfact
ion

Surroun
ding 

factors

Facility 
factors

Viewing 
factors

Human 
factors

Satisfact
ion 3.0498 1.03027 1

Surroun
ding 

factors
2.9366 .81108 .110 1

Facility 
factors

3.0576 .79930 .413** .107 1

Viewing 
factors

2.9457 .83875 .491** -.082 .178 1

Human 
factors

3.0323 .88489 .400** -.014 .142 .417** 1

**p<0.01, *p<0.05

강원지역 미술 을 방문한 남성 방문객들에게 미술  

물리  환경요인이 방문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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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변요소는 체 인 만족도에 t값 1.092로 나
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검증할 수는 없었으

며 시설요소는 체 인 만족도에 t값 3.038로 나타나 
정(+)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 람
요소는 체 인 만족도에 t값 3.256으로 나타나 정(+)
 향력을 검증할 수가 있었다. 
본 분석의 결과 람요소가 시설요소보다 더 크게 방

문 만족도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본 회
귀식을 살펴보면 R=.631, R2=.398, 수정된 R2=.359, 
F=10.240, p=.000, Durbin-Watson = 1.570로 나타났으
며 회귀식에 한 설명력은 35.9%로 나타났다. 

한, Durbin-Watson이 1.570로 그 수치가 2에 가깝
고 0 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에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하다고 해석할수 있다.

Table 3. The Gangwon Regional Art Museum by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Male visitor 
satisfact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Beta t

Signific
ant 

Odds

Toleran
ce

Overall 
satisfac

tion

(Constant) .642 -.933 .355

Surrounding 
factors

.127 .109 1.092 .279 .978

Facility 
factors

.130 .308 3.038 .003** .948

Viewing 
factors

.135 .358 3.256 .002** .803

Human 
factors

.127 .208 1.914 .060 .821

R=.631, R2=.398, Modified R2=.359
F=10.240, p=.000, Durbin-Watson = 1.570

 **p<0.01, *p<0.05

4.4.3 가설3의 검증

‘강원지역 미술  물리  환경요인이 여성 방문객 만

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증명하
기 해 강원지역 미술 에 방문한 여성 방문객 데이터

만 sorting후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가설을 증명
하기 앞서 상 계분석을 시행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만족도는 주변요소와 .274의 

정(+)  상 계를 보여주었으며 시설요소와 .528, 
람요소와 .400, 인 요소와 .562로 나타나 만족도는 모
든 요인들과의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시설요소와 가장 큰 상 계를 보여주었다. 
주변요소에 한 상 계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요소와 .444, 람요소와 .253, 인 요소와 .460의 정
(+) 상 계를 보여주었으며 이  인 요소와 가장 큰 

상 계를 보여주었다. 시설요소에 한 분석에서는 
람요소와 .373, 인 요소와 .586의 정(+)  상 계를 

보여주었으며 람요소는 인 요소와 .396의 정(+)  상
계를 보여주었다. 
본 분석의 결과 체 으로 만족도, 인 요소 련 요

인들이 타 요인들에 비해 높은 상 계지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Factors
name Average

Standard 
deviatio

ns

Satisfact
ion

Surround
ing 

factors

Facility 
factors

Viewing 
factors

Human 
factors

Satisfact
ion 3.0379 .91556 1

Surround
ing 

factors
3.0691 .77704 .274** 1

Facility 
factors

3.0650 .77370 .528** .444** 1

Viewing 
factors

3.1360 .81423 .400** .253** .373** 1

Human 
factors

2.9499 .93795 .562** .460** .586** .396** 1

 **p<0.01, *p<0.05

본 연구의 가설인 강원지역 미술 을 여성 방문객들

에게 미술  물리  환경 요인이 미술  만족도에 미치

는 향력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Table 5>와 같다.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변요소는 체 인 만족도

와 t값 -.701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은 검

증할 수가 없었으며 시설요소는 체 인 만족도에 t값 
3.064로 나타나 정(+)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
었다. 한, 람요소는 체 인 만족도에 t값 2.126으
로 나타나 정(+)  향력을 미쳤으며 인 요소 역시 t
값 3.801로 나타나 체 인 만족도에 정(+)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본 분석의 결과 인 요소, 시설요소, 람요소의 순으

로 미술 의 체 인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식을 살펴보면 R=.633, R2=.401, 수정
된 R2=.380, F=19.712, p=.000, Durbin-Watson = 1.825
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한 설명력은 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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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Durbin-Watson이 1.825로 나타나 본 회귀식에 
잔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악되었다.

Table 5. The Gangwon Regional Art Museum by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Female visitor 
satisfact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Beta t

Signific
ant 

Odds
Tolerance

Overall 
satisfaction

(Constant) .346 1.751 .082
Surrounding 

factors
.098 -.058 -.701 .485 .741

Facility 
factors

.109 .282 3.064 .003** .599

Human 
factors

.089 .168 2.126 .036* .812

Human 
factors

.092 .356 3.801 .000** .578

R=.633, R2=.401, Modified R2=.380
F=19.712, p=.000, Durbin-Watson = 1.825

**p<0.01, *p<0.05

4.5 분석결과의 종합

본 논문과 선행연구는 유사한 측정방법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평가하 고, 모두 만족되는 결과를 나타내지
만, 추출된 요인과 요인별 만족순서에 따른 차이가 있었
다. 본 논문은 지역미술 을 표해서 강원지역 미술

의 물리 환경을 심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평균화 한 

반면 선행연구는 수도권 심의 연구가 부분이 다. 
한 특정 기 이나 일시 인 시를 심으로 람환경

에 따른 방문객 만족도를 구체화함으로써 정확성을 높

다는 에서 결론의 차이가있다.
본 논문의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들의 요인은 주변

요소, 시설요소, 람요소, 인 요소 4개로 추출되었고 
종속변수의 요인은 1개로 추출되었다. 
가설 검증 결과 가설1 ‘강원지역 미술  물리  환경

요인은 반 인 방문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는 분석 결과 시설요인, 인 요인, 람요인의 순서
로 만족에 정(+)  향을 주었으므로 유의하다. 가설2 
‘강원지역 미술 의 물리  환경요인이 남성 방문객 만

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결과 람요
인과 시설요인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므로 유의하다. 
가설3 ‘강원지역 미술  물리  환경요인이 여성 방문객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결과 인
요인, 시설요인, 람요인 순서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의한다. 이로써 가설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5. 결론

5.1 연구의 시사점

수도권 심의 특정한 기 이나 시를 상으로 한 

연구는 일반 인 반면 국내 지방 미술 을 심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수도권 심의 문화 술의 흐름

으로 지방미술 은 지로 락할 수 있다는 험성은 

이미 선행논문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발
과 지역민의 문화 술활동을 해 지역미술  정체성 

확립을 한 심이 필요하다.
지역미술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미술 련 자료를 

통해 공개하며, 지역사회발 을 해 비 리 으로 운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보여 다. 지역미술 은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기 해 문화와 미술자료를 보존･

연구･계승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문화향유와 미 체험을 

통해 지속 인 소통이 가능해야한다. 
강원지역 미술  물리  환경요인는 주변요인, 시설

요인, 람요인, 인 요인으로 반 인 만족도나 남성, 
여성에 따른 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술  물리

 환경의 요성을 인지하고 방문객 만족을 해 물리

 환경의 개선과 개발의 요성을 인지해야한다.
강원지역 미술  서비스품질을 측정함으로써 미술

은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하고, 방문객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미술  방문만족과 재방문

이 보편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원지역 미술 의 발

을 기 한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특정 기 이나 시 심의 연구는 범 가 국한되어 

일반화 할 수 없다는 단 이 있지만, 동시에 연구의 범
를 구체화함으로써 결과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장 이 있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 심의 연구는 
비교  넓은 연구범 로 강원지역 미술 의 결과를 종합

하여 평균화함으로써 그 지역의 분 기와 풍토를 보여주

지만 각 미술 의 구체 으로 용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한계가있다. 한 강원지역의 미술 은 등록미술과 11
곳, 미등록미술  29곳 총 40곳이다. 출시조사에 있어서 
강원지역 미술 을 모두 조사하기에는 시간 , 장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미술  주의 조사를 통해 

강원지역 미술 의 물리  환경의 특성에 따른 방문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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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평균화 하 다.
본 논문을 해 지역미술 에 해 조사하면서 수도

권에 비해 방문객수가 히 낮은것을 알 수 있었다. 지
역  특성과 유동인구수에 따른 향도 있겠지만 미술  

방문에 한 지역민의 인식과 심이 상 으로 낮음에 

기인할 수 있다. 지역민들의 미술 에 한 심과 인식

변화를 한 연구가 요구되고,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충
성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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