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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과 러시아 국적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에 대한 전반적 관광만족도와 
이의 선행요인, 그리고 여행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간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였다. T-test 결과, 

모든 영역에서 러시아 국적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중국 관광객들의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방정식분
석 결과, 중국 관광객의 경우 관광지 매력도, 치안, 쇼핑, 음식, 숙박이 전반적 관광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특
히 한국의 치안과 쇼핑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러시아 관광객의 경우 관광지 
매력도, 치안, 음식 등만이 전반적 관광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관광객들과는 다
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국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만족도와 여행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전반적 만족도, 한국이미지, 중국관광객. 러시아관광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relation among the visitor satisfaction, it's 
antecedents and the modification of images of Korea perceived by Chinese and Russian Tourists after their 
visits to Korea.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the satisfaction of Russian tourists is higher than that of 
Chinese tourists within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esult produc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s that the 
satisfaction of Chinese tourists is affected by destination attractiveness, public order, shopping, food and 
accommodations positively. Especially the public order and shopping of Korea are relative major attributes. In 
comparison, the satisfaction of Russian tourists is affected by only destination attractiveness, public order and 
food positively. Then again, the impact relation between overall satisfaction and the modification of images of 
Korea perceived by tourist visited Korea is affected positively within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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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쟁력은 콘텐츠를 포함한 자원, 제도  

기반, 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1]. 특

히 만족도는 객의 주  평가로서 경쟁력

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을 방

문하는 외국 객의 숫자는 해마다 지속 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망

된다. 외국 객들의 경우 그들의 문화 , 경제 , 개인

 특성의 차이로 인해 행태와 만족수 은 차별 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외국 객들

의 특성을 고려한  상품이 개발되는 등 다양한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 까지 외국인 객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선행요

인과 이의 결과요인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 국내에서 외국인 객에 한 논의의 활성화는 외

국인 객의 지속 인 증가 상을 반 하는 것이다.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 을 해서는 외국인 

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기와 만족도 수 과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과 논

의는 필수이다. 외국인 객은 국내 객과는 차별화

되는 동기와 행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객의 만족도와 그 결과에 한 논의도 비교

 활발하다.

특히 국 객을 상으로 한 연구가 주목할 만하

다. 국 객을 상으로 한 기존 연구로는 한류와 한

국 이미지 는 객 만족 간의 계에 한 논의

[2,3,4], 상품과 만족도에 한 논의[5,6],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한 논의[7,8] 등이 있다. 국 객의 

경우 로벌 경제 기 속에서도 꾸 히 증가하는 추세이

며 우리나라 분야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과 함께 분야에서 심을 받는  다른 국가로

는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는 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신흥 시장으로 평가된다[9]. 러시아는 국과 함께 우리

나라와 지리 으로 인 할 뿐만 아니라 신흥 경제 국으

로 성장 이라는 에서 향후 산업에서의 잠재력 

역시 상당하다. 그러나 러시아 객이 지니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 을 해서

는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정확히 악하고 이를 충족

시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 객

뿐만 아니라 러시아 객에 한 고찰을 통해 이들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과 

러시아는 경제성장과 지리  공통  외에도 상이한 문화

권에 속한 국가라는 에서 목 과 선호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국 객과 러시아 객의 특성을 악

하고 차이 을 확인하여 한 략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한국을 방문한 국과 러시아 

객들을 심으로 이들의 한국 에 한 반  만족도

와 이의 선행요인, 그리고 한국  만족도의 결과요인

으로서 여행후 한국이미지 변화 간의 구조  향 계를 

분석하고, 이론 ․실무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관광만족도

최근 7년간 한국을 찾은 입국 여행자 가운데 국인의 

비 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에

서 차지하는 요성 역시 확 되었다. 마찬가지로 러시

아 객 역시 한류 열풍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에

서 그 역할을 차 키워가고 있는 이다. 국 객과 

러시아 객의 지속 인 유치는 산업의 발 에 있

어 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서는 객들의 만

족도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객들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상품이나 지

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토 로 만족의 정도를 달리한다. 

만족과 불만족은 이  경험이나 기 , 규범 등과 같은 평

가기 에 해 실제 그 제품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로써 

그 차이의 지각에 한 소비자의 반응  태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와 련해 박창규․엄서호는 객의 만

족은 자의 방문  기 와 방문 성과와의 일치여부 

과정에서 형성되는 소비자의 태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

[10]. 김이향은 객 만족을 지의 인 , 물 , 시스

템 , 가치 등에 한 인지 인 만족 정도로 정의하 다

[11]. Baker 등은 만족도를  경험 후 생성되는 

객의 정서  측면에서 경험된 품질이라고 정의하

다[12]. 종합해보면 만족도는 객들이 우리나라

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하는 다양한 경험에 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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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만족도란 우리나라의 독특

한 통문화와 가치, 시스템, 인 ․물  자원, 분

기 등에 해 객들이 얼마나 정 으로 평가하고 

이에 해 만족하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

서 상이한 문화와 가치 을 지닌 서로 다른 국 의 

객들은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해서도 그 만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만족도가 요한 이유는 외국인 객의 감정  

태도를 변화시키는데서 그치지 않고 지속 인 재방문이

나 우리나라의 정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최경은은 만족도가 높은 객일수록 다시 그 목 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  사람들에게도 

정  구 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을 지 하며 만족

은 미래의 재방문 의사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

다[13]. 조혜 의 경우 한류문화가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한 논문에서 다양한 선행연구를 제시하

고, 한류의 사회문화  향에 의해 국 청소년들의 외

양이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에 한 국가 이미지가 우호

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한국 방문과 유

학 등 다양한 양국 간의 교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

고 있다[14]. 만족도는 지속 인 산업의 발 과 

고객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요한 개념이다. 더불어 우

리나라에 한 정  이미지 형성과 한류의 확산, 더 나

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반에 걸친 교류 기회를 

확 한다는 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2 관광만족도의 선행요인에 관한 검토

외국인 객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다양

한 시설과 서비스, 상품 등을 경험하게 된다. 만족도

는 외국인 객이 하는 다양한 경험에 한 포 인 

만족도이다. 따라서 외국인 객들의 만족도는 매

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 

지는 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성과 객

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속성을 지닌다[15]. 지

가 매력 이고 객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수 

있다면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다수의 연구

가 만족도의 요 선행요인으로 매력도와 다양

한 목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Chi의 경우에는 숙소, 매력, 쇼핑, 활동과 이벤트, 근

성, 환경 등의 속성만족도(attribute satisfaction)가 반

인 객들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16]. 김희수 역시 지 매력도와 숙박, 쇼핑 등의 

요인들이 만족도의 향요인임을 제시하 다[17]. 

이들은 개별속성에 한 부정  평가가 정  평가보다 

만족도에 더 큰 향을  수 있으므로 비 칭성을 보이

는 속성에 해서는 우선 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함

을 주장하면서 숙박, 쇼핑, 지 매력도가 이러한 성향

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휴식이 아닌 

쇼핑, 미용 등을 목 으로 하는 이 차 증가함에 따

라 숙박뿐만 아니라 지역이 지니는 고유한 매력과 쇼핑 

여건 등도 요하게 다루어진다. 

외국인 객들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 음식이 제시될 수 있다. 유지윤․서용석

이 지 한 바와 같이 음식은 의 역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경쟁국인 아시아 국가들

이 음식 에 한 역량을 집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

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18]. 이외에도 많은 선행연구에

서 외국인 객을 한 식문화와 한식당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이들이 여행만족도를 좌우하는 요한 항목임

을 강조한다[19,20,21,22]. 그들은 객의 음식만족도를 

제고하기 한 방안으로 한식당의 구조  문제 해결과 

서비스 제공, 밥상 신 식탁, 냉수 신 온차(溫茶)제공, 

국인 선호음식 제공과 조리법 개발, 종업원의 친 도

와 의사소통능력 개선 등을 제시하 다.

지 매력도와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요인 외에도 

지를 선택하는 요한 변수가 치안이다. 아무리 좋

은 서비스와 재화를 공 한다 하더라도 안 성을 보장받

을 수 없다면 객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 특히, 안 의 

기본이 되는 질서와 규범이 확립되지 않고 범죄의 발생

이 빈번한 경우 반 인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재방문의사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세계 각국의 

산업 경쟁력을 측정하기 해 여행  경쟁력 

지수(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결정요

인에도 치안과 안 이 포함되어 있다[2]. 그러나  연

구에서 치안이 지니는 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논의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 매

력도와 숙박  음식, 쇼핑, 그리고 치안을 만족도의 

향요인으로 보고 그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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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광만족도의 선행요인에 관한 검토

만족도는 단순히 지에 한 객의 감정  

태도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만족도는 재방

문의도, 주변사람에게의 추천의도 등 다양한 요인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우성은 문화 축제의 방문자 만

족이 재방문 의도와 추천의도 등 행동에 유의 인 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23]. 그는 고객/소비자 

만족이 재구매를 통해 고정 고객을 만들고, 만족한 고객

의 추천효과는 신규고객을 만들기 때문에 요한 변수

라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만족도를 개선함으로

써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최근에는 만족도와 재방문의도나 추천의도 이외

에 지이미지를 연 시켜 설명하는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박재환의 경우 스포츠  이벤트의 

참여만족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지이미지 역시 정

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24]. 박시사 등

은 역시 제주도 객을 상으로 객의 반  만

족도가 제주이미지와 한국이미지에 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고하 다[25]. 노경희는 지역이벤트 참가

자들을 상으로 지역이벤트 만족도가 지역  이미지

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26]. 이러한 논의

들을 종합해보면 객들이 기간동안 한 다양한 

경험에 한 만족도는 지 이미지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지 이미지는 지에 한 개인의 반  지각 

혹은 체 느낌, 는 마음의 묘사로 정의되어 왔다[27]. 

Millman 등은 지 이미지를 소비자에 의해 형성되는 

장소․상품․경험에 한 시각 ․정신  인상으로 규

정한 바 있으며[28], Gunn에 의하면 지 이미지는 유

인  이미지(induced image)와 유기  이미지(organic 

image)로 구분할 수 있다[29]. 자(前 )는 직  

상지를 방문한 후에 형성된 이미지로 여행 로셔, 고, 

인터넷, 여행사 등의  련 기 의 의도된 마

 정보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를 의미하며, 후자(後 )는 

실제 지를 경험하지 않고 신문 고와 친구나 친지 

등의 구 (口傳) 등의 비 기 의 일반 인 각종 정보

원천을 통해 형성되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객들은 

실제 이 이루어지기 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기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동안 

잠재 객들의 지 이미지  방문의도에 한 연구

는 비교  활발히 진행되었다[30,31,32]. 아직까지 우리나

라를 방문한 경험이 없는 외국인 객들을 상으로 하

는 정책  연구의 경우에는 유기  이미지에 주목하고 

이를 통한 방문의도 향상에 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을 한 경험이 있는 외국

인 객들을 상으로 정책  연구를 진행한다면 유인

 이미지에 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 이미지가 

변하지 않고 그 속성을 그 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외

국인 객들의 방문  형성한 유기  이미지와 경험을 

통해 형성한 유인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다. 잠재 객

의 유치도 요하나 지 이미지를 정 으로 변화시

켜 지속 인 재방문의사를 향상하는 것도 지속 인 

분야 발 을 해 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

국인 객들이 방문 에 형성한 우리나라에 한 이미

지가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한 실천  

함의를 제공하는데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독립변수는 만족

도의 선행요인으로 구성하 으며, 종속변수는 만족

도의 결과요인으로 구성하 다. 독립변수인 만족도

의 선행요인은 지 매력도, 치안, 쇼핑, 음식, 그리고 

숙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개변수는 반  한국

 만족도, 종속변수는 여행후 한국 이미지 변화 등으

로 구성된다. 지 매력도, 치안, 쇼핑, 음식, 그리고 숙

박 등의 독립변수들은 반 인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며, 한국 에 한 반  

만족도는 여행후 한국 이미지 변화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 설정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이들 간의 구조  계에서 국 객과 러시아 

객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에서 기존 연구들

과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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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Chinese Tourist(N=1,828) Russian Tourist(N=382)

Items Frequency % Items Frequency %

Gender
male

female

837

991

45.8

54.2

male

female

212

170

55.5

44.5

Education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ther

missing

305

1,261

137

75

49

16.7

69.0

7.5

4.1

2.7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ther

missing

57

274

28

13

10

14.9

71.7

7.3

3.4

2.6

Age

15～20

21～30

31～40

41～50

51～60

>61

missing

135

752

552

251

109

24

5

7.4

41.1

30.2

13.7

6.0

1.3

0.3

15～20

21～30

31～40

41～50

51～60

>61

missing

13

101

108

77

54

21

8

3.4

26.4

28.3

20.2

14.1

5.5

2.1

<Table 1> Demographic profile

[Fig. 1] Research model

3.2 자료 및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을 해 2012년에 실시된 

『2012 외래 객 실태조사』(International Visitor 

Survey: IVS) 데이터(raw data)를 활용하 다. 한국문화

연구원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외래 객의 한국 여

행실태, 한국내 소비실태  한국 여행평가 등에 한 기

자료 제공을 해 매년 만 15세 이상 외래 객을 

상으로 IVS를 실시하고 있다. IVS는 한국 에 한 

반  만족도와 이의 향요인으로서 지 매력도, 

치안, 쇼핑, 음식, 그리고 숙박 등에 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다. 이외에도 방한 객의 여행후 한국 이미지 변

화 등에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국과 러시아 

객의 반 인 만족도와 한국 이미지 변화 간의 구

조  계를 분석하기에 합하다고 단된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를 통해 분석되었다. 자

료분석방법은 기 통계분석, 객 국 에 따른 차이분

석을 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으며, 측정변수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한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 다. 그리고 지 매력도, 치안, 쇼

핑, 음식, 숙박과 한국 에 한 반  만족도, 그

리고 여행후 한국이미지 변화 간의 구조  계와 국

과 러시아 객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

다.

3.2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변수와 측정 변수값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지 매력도, 치안, 쇼핑, 음식, 그리고 숙박 등은 각각 

Likert 5  척도(①매우 불만족↔⑤매우 만족)로 측정되

었다. 

그리고 내생변수인 한국여행에 한 반  만족도를 

의미하는 반  만족도와 여행후 한국에 한 이미

지 변화(① 보다 매우 나빠졌다↔⑤ 보다 매우 좋아졌

다)를 의미하는 한국이미지 변화 등으로 구성하 으며, 

이들도 각각 Likert 5  척도로 측정되었다. 

4. 분석결과

4.1 표본특성

체 표본  국 객은 1,828명이고,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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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Nation N Mean S.D. T Sig.

destination attractiveness
Chinese Tourist 1,772 4.10 .697

-4.571 .000
Russian Tourist 325 4.30 .774

public order
Chinese Tourist 1,824 4.33 .612

-7.892 .000
Russian Tourist 380 4.62 .656

shopping
Chinese Tourist 1,818 4.27 .627

-2.647 .008
Russian Tourist 369 4.37 .744

food
Chinese Tourist 1,823 4.07 .753

-4.007 .000
Russian Tourist 378 4.25 .903

accommodations
Chinese Tourist 1,819 4.17 .644

-6.597 .000
Russian Tourist 372 4.42 .743

overall satisfaction(OS)
Chinese Tourist 1,818 4.14 .495

-4.865 .000
Russian Tourist 382 4.28 .578

modification of 

images of Korea(MIK)

Chinese Tourist 1,821 3.64 .821
-13.807 .000

Russian Tourist 372 4.29 .821

*p<0.1, **p<0.05, ***p<0.01

<Table 3> Results of the independent samples t-test

Construct Mean S.D.
Factor 

loading

eigenval

ue
% of variance Cronbach's 

destination attractiveness(DA) 4.13 .71 .776

2.831 56.62% 0.806

public order(PA) 4.38 .63 .636

shopping(SP) 4.28 .65 .788

food(FD) 4.10 .78 .779

accommodations(AC) 4.22 .67 .77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of scales and factor analysis

객은 382명으로 국 객이 많았다. <Table 1>은 

국 별 객 표본의 성별, 학력별, 연령별 분포를 보

여 다.

4.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Table 2>는 측정도구의 신뢰도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해 내  

일 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 매력도, 치안, 쇼핑, 

음식, 그리고 숙박 등의 독립변수들의 Cronbach's 계

수는 0.80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형결합인 주성분 분

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과 베리맥스(varimax) 

회 법을 용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이들 변수들의 

고유값(eigenvalue) 2.831로 나타났으며, 요인 재량

(factor loading)도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확

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4.3 관광객 국적별 차이분석

국 객과 러시아 객의 한국 에 한 만

족도와 여행후 한국이미지 변화 등에 한 집단간 차이

분석을 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국과 러시아 국 의 객 모두 지 매력

도, 치안, 쇼핑, 음식, 그리고 숙박 등 모든 역의 평균이 

4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  높은 수 의 만족도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 매력도, 치안, 쇼핑, 

음식, 그리고 숙박 등 모든 역에서 러시아 국 의 

객들의 만족도가 국 국 의 객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여행에 한 반  만족도에 해서는 러

시아 국 의 객들의 만족도(평균=4.28)가 국 국  

객의 만족도(평균=4.1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여행후 한국에 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

하 는지에 해서도 러시아 국 의 객의 인식(평균

=4.29)이 국 국 의 객의 인식(평균=3.64)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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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index  GFI RMSEA RMR NFI TLI CFI

Chinese Tourist 38.23 0.99 0.06 0.02 0.99 0.96 0.99

Russian Tourist 61.21 0.96 0.17 0.06 0.91 0.66 0.92

<Table 4> Structural model fit

Construct relationship
Chinese Tourist Russian Tourist

Estimate Std. Estimate p Estimate Std. Estimate p

DA    →   OS   .101*** .140 .000 .208*** .257 .000

PO   →   OS   .182*** .225 .000 .208*** .236 .000

SP   →   OS   .150*** .190 .000 -.002 -.003 .965

FD    →   OS   .060** .091 .000 .088* .137 .016

AC    →   OS   .100*** .130 .000 .023 .030 .594

OS    →   MIK   .571*** .344 .000 .262*** .186 .000

*p<0.05, **p<0.01, ***p<0.001

<Table 5> Structural model: parameter estimages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는 러시아 객들의 경우 한국 여행이 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 한 이미지가 상당히 정 으로 변화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 객의 경우에는 한국 

여행 이 과 이후가 비슷하거나 약간 나아진 정도로 분

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 구조분석

한국을 방문한 국과 러시아 객의 한국 에 

한 반  만족도와 그 선행요인, 그리고 여행후 한국 

이미지 변화 간의 구조  향 계를 분석하기 해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용한 SEM분석을 실

시하 다. 국 객을 상으로 한 분석결과, 모든 

합도 지수들이 수용기 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과 실제 자료가 비교  잘 부합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 객 집단의 경우에는 일부 

합도 지수가 수용기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의 지수들이 수용기 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 객의 경우, 지 매력도(0.101), 치안

(0.182), 쇼핑(0.150), 음식(0.060), 그리고 숙박(0.100) 모

두 반  만족도에 p<0.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화계수를 

기 으로 할 때 치안(=0.225)이 반  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쇼핑(=0.190), 지 매력도(=0.140), 숙박(=0.130), 

음식(=0.091) 등의 순으로 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여행에 한 반

 만족도와 여행후 한국에 한 이미지 변화 간의 

경로계수(0.571)는 p<0.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국 객들의 경우  한국 지 매력도, 치안, 쇼

핑, 음식, 그리고 숙박 등은 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한국여행에 한 반  만족도

가 높을수록 여행후 한국에 한 이미지도 정 으로 

변화됨을 시사한다. 

한편 러시아 객의 경우, 지 매력도(0.208), 치

안(0.208), 음식(0.088)은 반  만족도에 각각 

p<0.001, p<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쇼핑과 숙박의 경로계

수는 p<0.0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화계수를 기 으로 할 

때 러시아 객의 경우 지 매력도(=0.257)가 

반  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 치안(=0.236), 음식(=0.137) 등의 

순으로 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한국여행에 한 반  만족도와 여

행후 한국에 한 이미지 변화 간의 경로계수(0.262)는 

p<0.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러시아 객들

의 경우 한국 지 매력도, 치안, 음식 등은 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한국여행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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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행후 한국에 한 이미

지도 정 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국과 러시아 국  

객을 상으로 한국 에 한 반  만족도와 

이의 선행요인, 그리고 여행 후 한국에 한 이미지 변화 

간의 향 계를 분석하 다.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 국 을 기 으로 독립표본 T-test를 실

시한 결과, 지 매력도, 치안, 쇼핑, 음식, 그리고 숙박  

등에서 러시아 국  객들의 만족도가 국 국  

객들의 만족도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여행에 한 반  만족도와 여행후 

한국에 한 이미지 변화에 있어서도 러시아 국  

객의 만족도가 국 객의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행후 한국에 한 이미지 변

화의 경우 국 국  객들의 경우에는 평균 3 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 객들의 경우에는 4  이상

으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국 객의 경우 러시아 객에 비해 한

국드라마나 가요 등을 통해 한국에 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미 한류문화의 확산으로 인터넷과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을 악한 국 객의 경우 실제 

을 통한 이미지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한

류문화의 확산이 더디고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활성화되

지 못한 러시아의 객들은 실제 을 통해 보다 큰 

이미지 변화를 경험했을 수 있다. 

둘째, 한국 에 한 반  만족도와 이의 선행요

인, 그리고 여행후 한국에 한 이미지 변화 간의 SEM 

분석결과, 국 객의 경우 지 매력도, 치안, 쇼

핑, 음식, 그리고 숙박 모두 반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수들이 반  한국  만족도에 미

치는 향력은 치안>쇼핑> 지 매력도>숙박>음식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의 치안과 쇼핑 등이 상 으

로 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러시아 

객의 경우 지 매력도, 치안, 음식 등만이 반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쇼핑과 숙박은 통계 으로 유의

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한

국  만족도에 미치는 상  향력은 지 매력

도>치안>음식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 객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국

에 한 반 인 만족도와 여행후 한국에 한 이

미지 변화 간의 계에 해서는 국과 러시아 객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과 러시아 객 모두 한국여

행에 한 반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행후 한국에 

한 이미지도 정 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 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 매력도, 치안, 쇼핑, 음식, 숙박 등의 

만족도 선행요인과 한국 에 한 만족도, 그리고 

이의 결과요인인 여행후 한국 이미지 변화 간의 유의한 

구조  계를 경험 으로 검증하 다는 에서 이론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만족도의 결과로 재방문, 

구   추천의도 등에 을 맞추었던 기존 연구들과

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국  러시아 객들의 한국

에 한 만족도와 여행후 한국이미지 변화 간의 

계에 을 두고 이를 경험 으로 검증하 다. 이러한 

논의를 토 로 향후 외국인 객을 상으로 하는 

만족도와 그 효과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 객과 러시아 객에 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인 한 국가라는 공통 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서로 상이

한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을 방

문한 국과 러시아 객의 반  만족도에 한 선

행요인의 내용과 이들 요인들의 상  향력은 차별

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 객의 경우 러시아 객

과는 달리 지 매력도 보다는 쇼핑이 상 으로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 

객들의 경우 국 객과는 달리 쇼핑과 숙박은 한국 

에 한 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을 감안할 때 국과 러시아 객에 한 차별화

된 상품개발  홍보 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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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국 객들의 경우 한류와 쇼핑 등 은 

계층들을 상으로 하는 략  상품개발과 마

이 필요하다. 국 객과는 달리 상 으로 한국문

화를 많이 해보지 못한 러시아 객들의 경우에는 

주로 한국문화와 통을 경험할 수 있는 지를 심

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 에 한 외국인들의 만족도 향상

을 해 치안분야에 한 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치

안의 경우 국과 러시아 객 모두에서 반  

만족도에 상 으로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을 고려할 때 국과 러시아 객이 주

로 방문하는 지를 심으로 치안시스템을 보다 강화

하고 안 하다는 인식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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