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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엑스포(EXPO)란 국제 인 규모와 체제를 갖추어 개최되는 박람회를 뜻하며 인류 상호간의 이해와 

복지향상, 인류의 비  제시를 목 으로 이루어지는 박람회로 일반 무역박람회와 구분된다. 즉 엑스포

는 참가국의 국가종합홍보를 한 세계  규모의 경제․문화 올림픽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개최된 

2012 여수 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이라는 주제로 93

일간 국가가 주 하여 개최되었다. 바다와 인간의 소통을 한 탈 산업시 의 새로운 해양시민상

(Seatizen)을 제시하고 사람, 바다 그리고 연안이 함께하는 박람회를 목표로 하 다.

 본 논문에서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방문객들을 상으로 축제 만족도 평가에 미치는 향 요인

들을 조사하고, 만족도가 높은 요인들을 악함으로써 향후 축제 만족도 평가 시 측 가능하도록 데

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축제 만족도 평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1. 서론

  엑스포는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들에 하여 해결

방안과 비 을 제시하는 인류공 을 한 장이다. 세계의 

수 많은 참가국과 방문객들이 참여하는 규모 국제행사

로 참가국들이 시공간을 이용하여 엑스포 주제와 련

된 그들의 발 상을 세계에 선보이는 무 이다. 방문객과 

참가국에게 그 나라의 문화, 사회  경제  특성을 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써 엑스포, 월드컵, 올림픽

과 같은  규모의 축제를 메가이벤트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메가이벤트는 개최국이나 개최지역의 산업에 경제

, 사회 , 문화 , 환경 , 정치 으로 향이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1]. 메가이벤트 개최국은 세계인에게 자국

의 기술과 미래 발 가능성을 알려주고 수출을 증가하여 

새로운 투자를 얻고 있다. 한 메가이벤트에 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산업에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축제 속성이 방문객 만족도에 향을 미치며 만족도는 

직 으로 충성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에서 이용기 

등의 경우에는 축제 환경요인으로 “행사진행/내용”, “음식

가치”, “ 근성/지역문화인지”, “축제상품”, “편의시설” 등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2]. 이충기 등의 연구에는 축제 방

문객 이미지 속성이 방문객 만족도에 향을 미치며 “행

사 내용”, “행사 홍보안내”, “가격  상품”, “행사 편의시

설”, “행사 정보”, “주변 ”으로 추출하 다[3]. 지속 으

로 메가이벤트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국

내에서의 축제  규모 축제라고 단하여 선정하게 되

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기 으로 축제 

만족도에 미치는 향 요인들의 모형을 설계하여 만족도

가 높은 요인들을 악하고자 한다. 만족도가 높은 요인들

이 악되면 향후 축제 만족도 평가 시 요인들을 미리 

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제 만족도 평가에 미치는 향 분

석을 통해 축제 개최  계획과 검단계에서 보다 면 히 

축제를 비하고 검할 수 있는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

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

문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  신경망모델을 

이용하여 축제 만족도 평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2. 연구모형 설계  분석

2.1 연구 모형 설계

  본 논문을 수행하기 하여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선

정하 다. 박람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축제 만족도 평

가에 미치는 향 요인이 무엇인지 악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을 설계하기 하여 축제 만족도 평가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구분하 다. 8개의 독

립변수(X1～X8)와 1개의 종속변수(Y)를 사용하 다.

  연구모형 표본설계의 기본 인 모델 구조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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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설계구조 

  연구모형 설계구조에 의한 모형식은 다음 [식1]과 같다.

           
 



         [식1]

2.2 변수 정의

  축제 만족도 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소에 따른 입력 

독립변수는 성별, 거주지역, 입장 매유형, 입장권유형, 

시 입장유형, 입장시간 , 입장시 기시간, 편의시설이 

포함된다. 그런 다음 산출변수로써 5 척도의 축제 만족도

를 선택하게 된다. 축제 만족도 평가시 사용한 입력변수와 

산출변수는 다음 [표1]과 같다.

[Y-축제 만족도, X1-성별, X2-거주지역, X3-입장 매유

형, X4-입장권유형, X5- 시 입장 유형, X6-입장시간 , 

X7-입장시 기시간, X8-편의시설]

변수 
유형 변수이름 특  징 정   의

입력
변수

X1 성 별 남, 여

X2 거주지역 수도권, 수도권 외 지방

X3 입장 매 유형 장 매, 인터넷 매

X4 입장권 유형 특별권, 보통권, 단체권

X5 시  입장 유형 장 입장, 
사 약 입장

X6 입장시간 오 , 오후, 야간

X7 입장시 기시간
2시간 이내, 1시간 이내, 
30분 이내

X8 편의 시설 불만족, 보통, 만족

산출
변수

Y(축제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표 1> 입력변수와 산출변수

2.3 설문 설계

  본 조사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방문한 방문객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설문조사자는 조

사목 을 응답자에게 설명하고, 인터뷰  자기기입식 설

문지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응답자들은 본인의 

성별, 거주지역, 입장 매유형, 입장권유형, 시 입장유

형, 입장 시간 , 입장시 기시간, 편의시설, 축제 만족도

를 통하여 평가하도록 요구되었다. 분석을 한 총 설문지

는 185부 으며, 그 가운데 미응답  불성실한 응답이 있

다고 단되는 설문지 35부를 제외한 150부의 설문지를 

최종 으로 분석에 이용하 다. 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Data Cording)을 거쳐 처리하여, PASW 통

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3. 연구 결과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서는 데이터의 합도를 검증하

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  신경망 분석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3.1 회귀분석 결과

  8개의 요인들 즉 성별, 거주지역, 입장 매유형, 입장권

유형, 시 입장유형, 입장시간 , 입장시 기시간 그리

고 편의시설이 축제의 만족도 평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는 0.668이며 수정된 결정계수는 

0.649로써 략 66.8%의 설명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독립변수인 성별, 거주지역, 입장 매유형, 입장권유형, 

시 입장유형, 입장 시간 , 입장시 기시간, 편의시설

이 종속변수인 축제 만족도에 한 체 설명력을 나타내

는 것이다. 모형요약은 다음 [표2]과 같다.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1 .817 .668 .649 .572

<표 2> 모형 요약

  축제만족도와 성별간의 향 계를 악한 결과, t값은 

.623, p값은 .534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t값 3.939, p값 

.000으로 축제만족도평가에서 유의 으로 나타났다. 입장

매유형은 t값 -1.079, p값은 .282로 나타났으며, 입장권

유형에서는 t값 -1.095, p값은 .275로 나타났다. 시 입

장유형에서는 t값 -3.509, p값 .001로 축제만족도평가에서 

유의 으로 나났다. 입장시간 는 t값 .678, p값 .499로 나

타났으며, 입장시 기시간에서는 t값 3.918, p값 .000으로 

축제만족도평가에서 유의 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에서는 

t값 13.333, p값 .000으로 축제만족도평가에서 유의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축제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편의시설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거주지

역, 입장시 기시간, 시 입장유형, 입장권유형, 입장

매유형, 입장시간  그리고 성별의 순서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정계수의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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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B 표 오차 Beta t p

(상수) .106 .389 .273 .785

성별 .086 .138 .044 .623 .534

거주지역 .450 .114 .230 3.939 .000

입장 매유형 -.127 .118 -.066 -1.079 .282

입장권유형 -.073 .067 -.065 -1.095 .275

시 입장유형 -.422 .120 -.176 -3.509 .001

입장시간 .060 .088 .041 .678 .499

입장시 기시간 .259 .066 .198 3.918 .000

편의시설 1.201 .090 .690 13.333 .000

<표 3> 축제 만족도에 미치는 향 분석

  [표3]을 기 으로 작성한 회귀식의 결과는 다음 [식2]와 

같다.

           [식2]

3.2 신경망 분석 결과

  데이터마이닝 기법  신경망 분석을 이용하여 축제 만

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모형 분석에서

의 정확도는 80%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측자 요도에

서는 편의시설이 요도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8개의 독립변수들  편의시설, 기시간, 거

주지역, 시간 , 성별, 입장유형, 매유형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신경망 구조에서는 8개의 입력층으로부터 1개의 

출력층 그리고 1개의 은닉층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도 마

찬가지로 최 요는 편의시설이 나타났으며, 최소 요는 

매유형으로 만족도 평가 시 편의시설이 가장 요한 평

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구결과 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결과 모형

4. 결론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기 으로 축제 

만족도 평가에 미치는 향 요인들을 조사하고, 만족도가 

높은 요인들을 악함으로써 향후 축제 만족도 평가에 높

게 용될 요인들을 측 가능 하도록 하 다. 먼  데이

터의 합도를 검증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  신경

망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기 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

과 회귀분석에서는 축제 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편의시설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거주지

역, 입장시 기시간, 시 입장유형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경망 분석에서도 최 요는 편의시설로 나타났으며, 

최소 요는 매유형으로 만족도 평가 시 편의시설이 가

장 요한 평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와 같은 분석결과는 다른 축제 개최시 마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축제 규모에 따라 독립변수들 

 많은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미리 선정하여 방문객들

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향후 연구과제는 재는 2012 여수 세계

박람회를 기 으로 만족도 평가가 진행되었지만 다른 축

제에도 만족도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

문객들의 축제 만족도 평가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을 외부 환경요인, 내부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만족도 요

인이 악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매년 개최되는 축제들

은 향후 재방문에 한 평가에도 변수들을 일반화시켜 

용한다면 축제에 한 방문객들의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

을 것이라 기 한다.

본 논문은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_충남(과제번호 : 

A001100187)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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