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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백두대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백두대간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
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낙후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백두대간권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연구를 위하여 
전국의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행지 선택속성 중요도와 만족도의 요인을 분석하고 군집분
석을 실시하여 그룹을 구분하고 그룹별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의 유의적인 차이를 분석하였다. 선택속성 중요도와 
만족도에 따라 그룹을 구분한 결과 각각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그룹에 따라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환경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환경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방문의
도 및 추천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요소가 여행지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선택속성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향후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선택속성 중요도, 선택속성 만족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백두대간

Abstract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to visit the Baekdudaegan are increasing every y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in the Baekdudaegan an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people who visit the Baekdudaegan area recognized in underdeveloped area. It surveyed the age of 19 years 
old. Analysis of the factors of selection attributes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nd the group was separated 
through cluster analysis. It analyz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revisit intention and intention of 
recommendation by cluster groups. They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selection attributes 
importance and satisfaction.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revisit intention and 
intention of recommendation. The environment elements importance and satisfaction have affected revisit 
intention and intention of recommendation. It has found out that environment elements have an important factor 
in selecting the destination and these selection attributes satisfaction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future 
behavior intention.

Key Words : Selection attributes importance, Selection attributes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Intention of 
recommendation, Baekdudaegan

Received  9 December 2015, Revised 11 January 2016

Accepted 20 February 2016, Published 28 Febr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A-Reum Choi 

(Dept. of Liberal arts and Teaching, Halla University) 

Email: chareum@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백두대간권 개발을 위한 여행지 선택속성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2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Feb; 14(2): 19-30

1. 서론

세계 각국은 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 으로 경제 집

지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해 역  지역개

발을 활발히 추진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  상황에 부응하기 해 우리 정부도 

2010년 4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국제  

지역으로 발 시키고자 ｢동·서·남해안  내륙권 발  

특별법｣을 제정하고 백두 간권을 내륙발 권에 포함하

다. 더불어 2013년에는 ｢동·서·남해안  내륙권 발  

특별법｣을 개정하여, 해안권  내력권의 경제·문화·  

등의 상호교류 진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한 ｢백

두 간권 발 종합계획｣을 수립하 다. 이러한 정책의지

는 백두 간권의 ․ ․역사․문화 자원 등의 효

율 ․효과 인 활용을 모색하기 한 것으로 도시지역

에 비해 상 으로 낙후되어 있는 백두 간권 지역의 

자원의 상을 제고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기 함으로 단된다[25].

백두 간은 강원도 고성 향로 에서 지리산 천왕 까

지 남한 구역만 684km에 달하고 있고 설악산, 오 산, 소

백산, 월악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등 우리나라 명산

이 소재되어 있다. 백두 간권 지역은 강원도, 충청북도, 

라북도, 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6개의 역

자치단체가 치하면서 청정자원이 어우러져 있으며 역

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 개발을 해 유용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두 간권 방문객은 2012년(120,618,914

명)을 기 으로 최근 5년간 지속 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객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16]. 따

라서 백두 간권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

에 한 효율 인 활용을 통해 국토 최 의 낙후지역으

로 인식되고 있는 백두 간권의 지역발 과 지역활성화

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스포츠  활성화 정책과 

포츠 참여자 증가추세에 힘입어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

유하고 있는 백두 간권 지역의 개발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 이

다. 본 연구를 하여 국민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백두 간권역을 방문하면서 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속성 요도와 만족도에 해서 살펴보고, 선택속성 

요도와 만족도에 따른 그룹을 구분하여 각 그룹별 행

동의도(재방문의도  추천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백두 간권역을 방

문하는 여행자들이 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속성을 확인

함으로써 백두 간권의 지 매력도를 높여 자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여행지 선택속성

선택속성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상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속성들 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 요시 여기는 속

성의 요도와 이용하고 난후 지각되는 만족도와 계가 

있다[15]. 여행지 선택속성은 객이 보고 느끼고 경험

하는 것으로 물리 , 사회  특징을 말한다[29]. 이러한 

선택속성은 여행객들의 의사결정과 방문의도에 궁극

으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 선택속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7]. 여행객은 각 지

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해 비교한 후 자신이 선호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곳을 최종 지로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  어떠한 요인이 

동기를 불러일으키는지에 한 연구를 통해 자원

이 지니고 있는 선택속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6]. 

지는 자원의 특성과 사업주체의 특성에 맞게 여러 

구성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어 다차원 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선택속성들은 지의 매력도를 결정짓는 

요한 요소로, 지 선택의 주요 결정인자라고 제시

되고 있다[8]. 여행지 선택속성은 다음 <Table 1>과 같

이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행지 선택속성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으나, 공통 인 특징은 여행지의 매력성을 결정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지 선택의 의사결정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행지 선택속성은 향후 행

동의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침에 따라 요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속성에 한 선행연구과 백두 간

권이 지니는 자연환경요인과 자원의 특징을 고려하

여 정보요소, 환경요소, 내용요소, 비용요소로 선택속성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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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Classification of selection attributes

Buhalis

(2000)

Attraction, amenity, sightseeing activity, service, 

accessibility, package, experience 

Coopar

(2000), 

Hu, Ritchie

(1993)

Facilities and services

Kotler,

Brown., 

Armstrong

(2001)

Importance of tourism activities, Benefits, sightseeing 

experience

Shani, 

Chen, 

Wang, Hua

(2010)

Tourism policy lead, tourism infrastructure,  variety of 

events and festival, accommodations, natural 

environment, recreation,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social and political stability,  food (local food),  safety, 

shopping, sports, kindness of local residents

Zabkar, 

Makovec, 

Dmitrovic

(2010)

Accessibility, cleanliness, historical and cultural attractions, 

kindness of local residents, break opportunity, personal 

safety, unpolluted nature, local food

Lee. Qu., 

Huang

(2009)

Safety, natural attraction, accommodation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ood, leisure and recreation, cultural attraction

Reisinger, 

Mavodo., 

Crotts

(2009)

Attractiveness, adult entertainment, expense, information, 

service, social activity

Zhang,

Qu.,Tang

(2004)

Safety, natural disaster, cost valu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accommodations, quality of accommodation, 

traffic, beautiful attraction, quality of food,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climate

Kim, 

Yeo, Kim

(2007)

Tourism destination factors, accommodation factors, 

Travel agencies factors, transportation factors, shopping 

factor, diet factors 

Lee

(2012)

souvenir/food factor, visitors' loyalty factor, viewing 

convenience factor

Son

(2011) 

∙Physical properties(tourism attraction, blend in with 

their environment, landscape, Comfort, cleanliness)

∙Service quality(goodwill of local residents, employee 

services, product information, usefulness, service 

reliability) 

∙Accessibility (guidance information, local transport 

convenience, transportation, parking)

Kim,  

Jang

(2012)

Reasonable prices, reasonableness of  Advertising and 

promotion, reasonableness of tourism infrastructure,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Kim

(2013)

Story telling, convenience , uniqueness, human service, 

palace the environment, viewing information

Lee, 

Park,

Song

(2010)

∙Festival participation, 

∙Transportation (parking, accessibility, convenience), 

∙Personnel for an event 

  (kindness, number of people, kindness local residents), 

∙Experience program (composition, sequential event 

progress, diversity, educational program, familial program)

∙Promotion materials and guidance book, quality and 

price of souvenirs

∙Food (quality and price of specialty, abundance of 

food, traditional indigenous foods)

∙Landscape, accessibility of surrounding environment 

Jang, Kim (2011) reconstitution

<Table 1> Classification of selection attributes 2.2 만족도,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 

만족도는 기 와 경험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행동변화

로 을 한 후 느끼는 태도의 변화를 여행자가 느끼는 

실제의 경험과 기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19]. 만

족도는 지를 방문한 후 객에게 기 되는 것을 

충족시켜 주었을 때 나타나는 정 인 태도 는 행동

으로 볼 수 있다[7]. 자의 만족이 요한 이유는 향후 

재방문 확률을 높이고, 구 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 수요를 결정하는데도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24].

재방문의도는 지 하 속성과 련한 경험을 통하

여 해당 지를 재방문할 욕구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

[4]. 재방문의도는 객이 경험한 서비스를 다시 이용

할 것인지에 한 평가로[11] 경험한 상품과 서비스에 

한 만족도를 넘어서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의 경우 계속

으로 구매하게 되고, 경쟁기업의 가격에도 덜 민감하

게 반응하여 지속 으로 같은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한 정 인 구 으로 이어져 잠재고객을 창출하여 기업

에게 이익을 다고 제시하고 있다[22].

추천의도는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정 으로 구 할 의향정도를 말한다. 재방문의도는 구매

행동 단계로 실제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추천의도는 주변사람들에게 추천, 권유 등의 구 의

향을 보이는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24]. 경험을 통

하여 만족도가 높은 여행자의 경우 재방문 확률이 높아

지며, 주 에 정 인 구 효과로 인하여 새로운 잠재

고객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여행만족도와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에 한 연구에 

있어서 객의 기 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

고, 그 만족도에 따라 향후 재방문과 추천의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즉, 만족도가 높은 고객들은 재방문을 하거

나 타인에게 추천하는 하는 등의 호의 인 반응을 보이

지만, 그 지 않은 고객들은 재방문을 하지 않고 타인에

게 부정 인 반응을 보인다[3, 17, 20, 28]. 여행지 선택속

성과 만족도  행동의도에 한 연구에 있어서 여행지 

선택속성은 만족도를 높이고, 만족도가 높은 여행자들은 

향후 재방문확률이 높아지고, 주변에 정 인 구 의향

을 보임을 제시하고 있다[2, 6, 7, 10]. 본 연구에서는 재방

문의도  추천의도로서 재방문, 재방문의도, 추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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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4가지 변수를 제시하 다. 

2.3 여행지 선택속성, 만족도,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

여행지의 선택속성은 자원의 매력도를 결정짓는 

요소이며, 지 선택의 의사결정을 해 필요한 요소

로 만족도와 향후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

시되고 있다. 여행지 선택속성과 만족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에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Ryu, Choi(2014)는 익산미륵사지를 방문한 객을 

상으로 선택속성이 지각가치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한 향을 규명한 결과 선택속성의 다양성은 지각가치

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 객의 만족도와 행동의도

에도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활

성화를 해서는 다양한 선택속성을 제공하여 지각가치

를 높임으로써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7].

Lee(2012)는 충사를 방문한 객을 상으로 선

택속성이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한 향을 규명한 결과 

지 선택속성  기념품  음식요인, 람충실성요

인, 람평의성요인이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선택속성이 행동의도에도 유의한 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반 인 만족도가 행동의도

에 향을 다는 것을 확인하 다[10].

Kim(2013)은 고궁 람객의 선택속성 요인이 만족도

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한 결과 선택속성요인

(고궁환경, 인 서비스, 람정보, 스토리텔링 등)이 반

인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반 인 만족

도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궁 문화유산 람객의 만족도를 측

정하여 국가이미지와 고궁 랜드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31].

Lee, Park, Song(2010)은 지역문화 선택속성 요도에 

한 지각차이  만족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한 결과 축제 참가형태에 따라 선택속성의 요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으며, 선택속성의 만족도가 행동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 다[1].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백두 간

권 지역을 방문한 객을 상으로 하여 선택속성의 

요도와 만족도 요인이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

의 차이 은 선택속성의 요도와 만족도를 기 으로 군

집분석을 실시하여 하 집단으로 분류하 고, 그룹별 재

방문의도  추천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으

로써 백두 간권역을 방문하면서 어떠한 선택속성이 

요한 요인인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3. 연구 방법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여행지 선택속성 요

도와 만족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이다. 변수의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행지 선택속성은 여행지를 선택함에 있어 의

사결정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의하 다. 여행지 선

택속성 요도는 여행지를 선택하는 의사결정단계에서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정의하 으며, 이를 정보요

소(4문항), 환경요소(7문항), 내용요소(6문항), 비용요소

(6문항)로 구성하 다. 여행지 선택속성 만족도는 여행지

를 방문한 후 경험에 한 평가로 정의하 으며, 이를 정

보요소(4문항), 환경요소(7문항), 내용요소(6문항), 비용

요소(6문항)로 구성하 다. 둘째, 재방문의도  추천의

도는 여행지를 경험한 후의 행동변화로서 재방문의도는 

지를 재방문할 욕구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 으며, 

추천의도는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정 으

로 구 할 의향정도로 정의하 다. 재방문의도  추천

의도 변수는 ‘같은 지역을 재방문한 이 있다.’, ‘타인에

게 추천한 이 있다.’, ‘재방문할 계획이 있다.’, ‘ 추천할 

계획이 있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모두 리커트(Likert) 5  

척도를 사용하 다.

Classification Question

Selection attributes importance 23

Selection attributes satisfaction 23

Revisit intention and intention of recommendation 4 

<Table 2> Questionnair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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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 설계

본 연구를 하여 국 시․도 생활체육회에 의뢰하

여 만 19세 이상을 상으로(단, 제주도 제외)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총 4,820부가 수집되었다.

응답자의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분석을 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한 여행지를 선택함에 있

어서 어떤 선택속성이 요한지를 규명하기 하여 선택

속성 요도와 만족도를 기 으로 계층  군집분석을 실

시하 다. 군집분석은 상자들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유

사한 동류집단으로 분류하는 분석기법으로 군집분석을 

통하여 동일집단으로 분류된 개체들은 공유하는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행지 

선택속성 요도와 만족도에 근거하여 하  유형들을 분

류하기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도출된 그룹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을 한 로그램은 SPSS v.22

를 사용하 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여행지 선택속성 요도의 군집그룹에 따라 재

방문의도  추천의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여행지 선택속성 만족도의 군집그룹에 따라 재

방문의도  추천의도는 유의 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분석 및 결과 

4.1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 인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성별은 남성 2,332명(49.2%), 여성 2,406명(50.8%)으로 나

타났으며, 결혼여부는 미혼 1,733명(37.6.0%), 기혼 

2,881(62.4%)로 나타났다. 연령은 10  35명(9%), 20  

1,083명(26.5%), 30  1,057명(25.8%), 40  987명(24.1%), 

50  852명(20.8%), 60  이상 78명(1.9%)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1,256명(27.6%), 직업 문학교 104명

(2.3%), 문 학 1,060명(23.3%), 4년제 학 1,827명

(40.2%), 학원 이상 296명(6.5%)으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Variable Frequency(%)

Gender
Male 2332(48.2%)

Female 2406(50.8%)

Single or

married

Single 1733(37.6%)

Married 2881(62.4%)

Age

10 35(9.0%)

20 1083(26.5%)

30 1057(25.8%)

40 987(24.1%)

50 852(20.8%)

≥60 78(1.9%)

Education

High school 1256(27.6%)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104(2.3%)

College. 1060(23.3%)

University 1827(40.2%)

More than graduate school 296(6.5%)

<Table 3> Demographic information

4.2 요인 및 신뢰도 분석

선택속성 요도와 만족도 항목에 한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요인분석결과,  선택속성 요도와 만족도 항목이 

각각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은 첫째, 고  홍

보, 인터넷 운용, 사 매, 안내 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정보요소로 명명하 다. 둘째, 숙박시설의 질과 양, 

숙박시설의 입지. 교통수단인 라, 도로인 라, 기후, 경

  경치, 주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환경요소로 명

명하 다. 셋째, 축제운 , 먹거리, 특산품, 편의 , 역사

이야기, 스포츠 참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내용

요소로 명명하 다. 넷째, 숙박비, 교통비, 음식비, 유흥

비, 비용, 스포츠 이용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를 비용요소로 명명하 다. 각 요인별 Cronbach's alpha 

값이 0.8이상으로 나타났다.

4.3 선택속성 중요도와 만족도에 따른 그룹의

    분류

선택속성 요도와 만족도에 따른 그룹을 분류하기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여행지 선택속성 요도

와 만족도에 따라 도출된 그룹은 각각 4그룹이며, 분류된 

그룹은 공유하는 특징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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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1 　2 　3 　4

Envi

ron

men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0.756  0.228 0.156 0.268 

Landscape 0.745  0.217 0.173 0.178 

Accommodation 

position

0.735  0.228 0.164 0.282 

Roadway

infrastructure

0.732  0.232 0.173 0.233 

Quality & 

quantity of

accommodation

0.701  0.256 0.106 0.365 

Climate 0.687  0.190 0.257 0.159 

Parking 0.615  0.264 0.262 0.183 

Exp

ense

Tourism  costs 0.248 0.777  0.229 0.173 

Food&beverage 

expenses

0.416 0.732  0.157 0.173 

Leisure sports 0.236 0.711  0.230 0.196 

Entertainment 

expenses

0.062 0.683  0.286 0.094 

Transportation 

expenses

0.453 0.679  0.133 0.174 

Room charge 0.477 0.659  0.109 0.212 

Cont

ents

Well-known  

local products

0.193 0.140 0.785  0.032 

Convenience 

store

0.120 0.208 0.736  0.169 

Story of history

(education)

0.109 0.099 0.723  0.170 

Festival 

operations

0.345 0.214 0.576  0.178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0.166 0.283 0.524  0.261 

Food 0.482 0.279 0.499  0.129 

Infor

mati

on

Internet  

operating

0.292 0.189 0.140 0.773  

Advance 

reservations

0.253 0.164 0.195 0.770  

Advertising& 

promotion

0.292 0.162 0.153 0.742  

Information call 0.206 0.158 0.200 0.695  

Eigen Value(%) 45.9 7.4 6.6 5.1

Cumulative 

EigenValue(%)

45.9 53.2 59.8 64.9

Cronbach's  alpha 0.914 0.896 0.831 0.849 

<Table 4>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election attributes importance

먼 , 선택속성 요도의 정보요소, 환경요소, 내용요

소, 비용요소의 요인 수를 이용해 계층  군집분석으로 

군집화(Group A)한 결과 그룹들은 반 으로 환경요소

에 한 선택속성을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정보요소와 내용요소에 한 선택속성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Classification 　1 　2 　3 　4

Exp

ense

Tourism  costs 0.796 0.166  0.220 0.132 

Food&beverage 

expenses

0.772 0.269  0.219 0.126 

Leisure sports 0.759 0.105  0.245 0.191 

Entertainment 

expenses

0.742 0.108  0.239 0.165 

Transportation 

expenses

0.734 0.344  0.182 0.154 

Room charge 0.717 0.310  0.189 0.159 

Envi

ron

ment

Landscape 0.020  0.730 0.222 0.089 

Climate 0.134  0.712 0.213 0.134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0.288  0.702 0.153 0.251 

Roadway

infrastructure

0.267  0.687 0.178 0.221 

Accommodation 

position

0.316  0.667 0.117 0.324 

Quality &

quantity of

accommodation

0.311  0.640 0.114 0.355 

Parking 0.217  0.560 0.304 0.156 

Cont

ents

Well-known  

local products

0.192 0.202 0.788  0.120 

Convenience 

store

0.208 0.138 0.719  0.199 

Food 0.216 0.388 0.673  0.090 

Story of history

(education)

0.245 0.098 0.648  0.220 

Festival

operations

0.205 0.339 0.643  0.162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0.355 0.150 0.482  0.260 

Infor

mati

on

Advance  

reservations

0.168 0.221 0.207 0.796  

Internet 

operating

0.164 0.297 0.167 0.756  

Information call 0.190 0.136 0.236 0.751  

Advert ising& 

promotion

0.170 0.291 0.158 0.699  

Eigen Value(%) 43.9 8.1 6.3 5.9

Cumulative

Eigen Value(%)

43.9 52.0 58.3 64.2

Cronbach's alpha 0.908 0.884 0.850 0.855 

<Table 5>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election attributes satisfaction

각 그룹에서 상  비교를 하면  Group A1은 환경요

소에 한 선택속성을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설문 상자들의 거주지별로 군집화 된 지역은 서

울, 구, 부산, 경기, 경북지역으로 구분되었다. Group 

A2는 선택속성 요도가 반 으로 나타났으며, 설문

상자들의 거주지별로 군집화 된 지역은 인천, 북, 남, 

충남지역으로 구분되었다. Group A3은 상 으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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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선택속성을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 상자들의 거주지별로 군집화 된 지역은 경남, 

, 세종, 주, 울산으로 구분되었다. Group A4는 정보

요소에 한 선택속성을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설문 상자들의 거주지별로 군집화 된 지역은 

충북, 강원지역으로 구분되었다. 

Group A를 선택속성 요도에 따라 이더차트로 도

식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Fig. 1] Selection attributes importance
         distribution of the groups

선택속성 만족도 정보요소, 환경요소, 내용요소, 비용

요소의 요인 수를 이용해  계층  군집분석으로  군집

화(Group B)한 결과, 그룹들은 반 으로 환경요소에 

한 선택속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요소에 

한 선택속성 만족도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각 그룹에서 상  비교를 하면 Group B1은 환경요

소의 선택속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 상자들

의 거주지별로 군집화 된 지역은 서울, 구지역으로 구

분되었다. Group B2는 비용요소 선택속성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설문 상자들의 거주지별로 군집화 된 지역

은 부산, 경남, 충북지역으로 구분되었다. Group B3은 

체 인 선택속성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설문

상자들의 거주지별로 군집화 된 지역은 인천, 북, 

남, , 세종, 강원지역으로 구분되었다. Group B4는 

정보요소의 선택속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

상자들의 거주지별로 군집화 된 지역은 경기, 경북, 충남, 

주, 울산지역으로 구분되었다.  

Group B를 선택속성 만족도에 따라 이더차트로 도

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2] Selection attributes satisfaction
        distribution of the groups

<Table 6>는 설문 상자의 거주지인 16개 지자체를 

기 으로 일을 통합(Aggregate)하고 선택속성 요도

와 만족도의 요인 수에 의해 계층  군집분석을 실시하

여 지자체를 요도(Group A)와 만족도(Group B)의 각

각 4개의 그룹으로 제시한 교차표이다.

 Satisfaction

Important

Group B1
 Group 

B2

Group 

B3

Group 

B4

Group A1
Seoul, 

Daegu
Busan 

Gyeonggi 

Gyeongbuk

Group A2

Incheon, 

Jeonbuk

Jeonnam 

Chungnam

Group A3 Gyeongnam
Daejeon, 

Sejong

Gwangju, 

Ulsan 

Group A4 Chungbuk Gangwon

<Table 6> Cross tabulation of group

4.4 군집 그룹에 따른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 

분석

가설1을 분석하기 하여 여행지 선택속성 요도를 

기 으로 도출된 그룹 Group A(Group A1, Group A2, 

Group A3, Group A4)를 상으로 재방문의도  추천의

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가설1. 여행지 선택속성 요도의 군집그룹에 따라 재

방문의도  추천의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군집그룹 Group A에 따라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에 

한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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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의 경우 그룹에 따라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가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 그룹간의 상

 비교에서 체 으로 재방문의도  추천의도가 

Group A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Group A2가 낮게 나타

났다. Group A1은 숙박시설의 질과 양, 숙박시설의 입지, 

교통인 라, 주차, 경  등의 환경요소에 한 선택속성

을 요하게 고려하는 그룹으로 백두 간권역을 방문한 

후 만족도가 비교  높은 것으로 단된다. Group A2는 

선택속성에 한 요도를 반 으로 고려하지 않는 그

룹으로 백두 간권 지에 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

던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 그룹의 경우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에 한 수도 비교  낮게 나타났다.  여행

지 선택속성 요도는 지 선택의 의사결정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향후 행동의도에도 향을 주기 때문에 

지의 특징과 고객의 수요에 맞는 마  략을 개

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백두 간권을 

선택함에 있어서 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환경요소로 나

타남에 따라 백두 간권의 자연환경 요인을 잘 고려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단

된다. 

Classificati

on

Mean(SD)

Revisit
Recommend

ation

Revisit 

intention

Intention of 

recommend

ation 

Group 

A1

3.26

(1.049)

3.41

(.988)

3.40

(.972)

3.42

(.963)

Group

A2

3.16

(1.037)

3.29

(1.004)

3.25

(.995)

3.32

(.991)

Group

A3

3.18

(1.000)

3.34

(.948)

3.35

(.907)

3.39

(.908)

Group

A4

3.16

(1.085)

3.29

(1.023)

3.29

(1.006)

3.31

(1.016)

F

p-value　　

2.881 

 .0347*

4.296  

.0050**

6.122 

 .0004**

3.833 

 .0094**

Duncan's

test

{G2,G4,G3}

{G3,G1}

{G2,G4,G3}

{G3,G1}

{G2,G4}{G4,G3}

{G3,G1}

{G4,G2,G3}

{G3,G1}

* p<0.05, ** p<0.01

<Table 7> Analysis of revisit intention and intention
of recommendation of the groups  

          (Selection attributes importance)

가설2를 분석하기 하여 여행지 선택속성 만족도를 

기 으로 도출된 그룹  Group B(Group B1, Group B2, 

Group B3, Group B4)를  상으로 재방문의도  추천의

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가설2. 여행지 선택속성 만족도의 군집그룹에 따라 재

방문의도  추천의도는 유의 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군집그룹 Group B에 따라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에 

한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Classifi

cation

Mean(SD)

Revisit
Recommend

ation

Revisit 

intention

Intention of 

recommend

ation 

Group 

B1

3.27

(1.025)

3.43

(.967)

3.42

(.933) 

3.43

(.932)

Group

B2

3.21

(1.044)

3.34

(.990)

3.32

(.952)

3.37

(.950)

Group

B3

3.13

(1.063)

3.26

(1.022)

3.25

(.998)

3.30

(1.016)

Group

B4

3.21

(1.037)

3.36

(.972)

3.37

(.987)

3.41

(.960)

F

p-value　　

3.394 

 .0173* 

6.322  

.0003**

6.743  

.0002**

4.301 

 .0049**

Duncan's

test

{G3,G2G,4}

{G2,G4,G1}

{G3}

{G2,G,4,G1}

{G3,G2}{G2,G4}

{G4,G1}

{G3,G2}

{G2,G4,G1}

* p<0.05, ** p<0.01

<Table 8> Analysis of revisit intention and intention 
of recommendation of the groups 

           (Selection attributes satisfaction)

Group B의 경우 그룹에 따라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가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 그룹간의 상

 비교에서 체 으로 재방문의도  추천의도가 

Group B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Group B3이 낮게 나타

났다. Group B1은 숙박시설의 질과 양, 숙박시설의 입지, 

교통인 라, 주차, 경  등의 환경요소에 한 선택속성

에 한 만족도가 높은 그룹으로 환경요소에 한 만족

도가 높은 그룹의 경우 향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에 

높은 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roup B3은 

체 인 선택속성에 한 만족도가 낮은 그룹으로 향후 

행동의도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여행지 선택속성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방문의도 

 추천의도가 높아짐에 따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체 으로 비용요

소 선택속성 만족도가 낮은 그룹과 정보요소 선택속성 

만족도가 높은 그룹에서 재방문의도  추천의도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백두 간권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정

보요소와 비용요소에 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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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에 따라 극 인 고  홍보, 안내, 인터넷 

운  등의 정보요소에 한 보완이 필요하며, 숙박비, 음

식비, 스포츠 비용 등에 있어서 가격 비 여행자들

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품질의 질  보완이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백두 간권역에 한 여행지 선택속성 

요도  만족도 요인을 분석하고 군집분석을 통하여 설

문 상자들을 여행지 선택속성 요도와 만족도를 기

으로 군집화하여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의 유의 인 차

이를 분석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속성 요도의 4개 요소(정보요소, 환경요

소, 내용요소, 비용요소)의 요인 수를 이용해 군집화한 

그룹의 경우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의 요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 환경요소에 한 선택

속성을 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에서는 재방문의도  추

천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행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숙박시설, 교통수단인 라, 주차, 경   경치 

등의 환경요소가 백두 간권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

게 요한 선택속성임을 알 수 있었다. 백두 간권역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 이 수려하고, 기

후 등이 여행자들에게 매력 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단

된다. 둘째, 선택속성 만족도의 4개 요소(정보요소, 환경

요소, 내용요소, 비용요소)의 요인 수를 이용해 군집화

한 그룹의 경우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의 요인에서 통

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 환경요소에 한 

만족도가 높은 그룹의 재방문의도  추천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요소가 향후 행동의도에 결정 인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의 시간 ㆍ공간  범 가 넓어

짐에 따라 숙박시설, 도로인 라, 교통수단인 라에 한 

요성이 차 으로 증 되고 있다. 지의 근 성이 

높고 숙박시설의 입지와 질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

고 향후 재방문확률을 높이며, 정 인 구 에 향을 

 것으로 단된다. 한 모든 요소에 있어서 만족도가 

낮은 그룹의 경우 재방문의도  추천의도가 낮게 나타

남에 따라 지를 경험한 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재

방문 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 에 부정 인 구 을 

함으로써 새로운 잠재고객 창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셋째, 백두 간권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의 경우 상 으

로 정보요소, 내용요소, 비용요소에 한 선택속성 만족

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요소로서 고  홍보, 인

터넷 운 , 안내 등이 미흡한 것으로 단되며, 내용요소

로서 백두 간권역이 지닐 수 있는 독특한 로그램이 

부재한 것으로 단된다. 향후에는 특산품개발  홍보, 

축제운 , 가족성과 교육성 등을 겸비한 다양한 로그

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비용요소에 있

어서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여행자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가

격 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실무 인 측면과 학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국민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백두 간권역의 자원 개발에 필요한 실

질 인 자료를 제공하 다는 이다. 여행자들이 지

를 선택함에 있어 요하게 고려하는 과 만족도에 

해 살펴 으로써 지 선택의 요한 속성을 확인하고 

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 개발의 안을 찾

는데 기여하 다. 둘째, 여행지 선택속성을 기 으로 군

집분석을 실시하여 하 집단으로 분류하 고, 그룹별 재

방문의도  추천의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

다. 이를 통하여 백두 간권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속성을 확인하 다는 이다. 백

두 간권역의 자원의 경우 환경요소가 가장 요한 

요인이었으며, 상 으로 정보요소와 내용요소가 부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들을 보완하기 하여 

고  홍보활동, 인터넷 운 , 사 매 등의 노력이 필

요할 것이며, 지 활성화를 한 로그램의 다양성

과, 축제 운 , 특산품, 역사 이야기 등을 통한 스토리텔

링 마 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 선택속성이 

향후 행동의도에 향을 다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환경

요소에 한 요도와 만족도가 높을 경우 정 인 행

동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넷째, 백두 간권

역을 방문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향후 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함에 

따라 지를 경험한 후 만족도는 재방문 확률을 높이

고 정 인 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백두 간

권역이 가질 수 있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매력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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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방문 확률을 높이고 정 인 구 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요한 것임을 확인하 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행지 선택속성과 만족도  행동

의도의 향 계를 규명하지 못하 다는 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지의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의 향력을 규명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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