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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객의 지 이미지가 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조사하 다. 

방한 외국인 객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인 객을 상으로 조사하 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  표 인 성산일출 을 상지로 선정하여 조사하 다. 조사 결과 지 이미지  일부 요소만

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 이미지가 재방문 의도에도 일부 요소만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 만족은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이미

지에서는 성산일출 의 환경요인과 매력요인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악되었고, 정서  이미지에서는 흥

미요인, 안락요인, 쾌 요인이 만족에 향을 주는 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관광지이미지∣만족도∣재방문의도∣성산일출봉∣중국인관광객∣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image of tourist destination for foreign tourists impact on 

tourist satisfaction and revisiting intension. Among foreign tourists it was surveyed, which 

account for a large number of Chinese tourists. And Seongsan Sunrise Peak is a major tourist 

destin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selected as a study destin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tourist destination image on only some elements affect tourist satisfaction. Also, 

tourist destination image showed only some of the elements on the impact on tourist revisit 

intension. Tourist destinations' satisfaction appeared to affect revisit intension. As a result, 

Seongsan Sunrise Peak is among the cognitive image showed two important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charmming factors. And You can learn from emotional images on the 

interest factor, the comfort factor, the pleasant factor is satisfied.

■ keyword :∣Tourist Destination Image∣Satisfaction∣Revisiting Intension∣Seongsan Sunrise Peak∣Chinese 
To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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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3차산업, 서비스산업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는 새로운 가치와 경제성장을 이

끌 원동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

어서서 산업은 국가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

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이해하고 그 

요성이 더욱 확 되었다. 실제 통령이 주재하는 ‘문

화 산업 경쟁력 회의’가 진행되고 다양한 콘텐

츠 발굴  육성, 품질 개선,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산업 련 확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1].  

이러한 산업이 크게 부각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직 인 외화수익이 가능한 산업이라는 이

다. 2000년  후반부터 국인 객을 심으로 외국

인 객의 국내 방문이 증가하면서 경제  측면에서

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객에 한 변화

추이를 보면, 한민국을 1회(처음)방문한 객수가 

60.8%에서 2015년 53.9%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반

으로 외국인 객의 재방문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2].

산업의 요성이 증 되고, 외국인 객이 증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객의 만족도와 재방

문의도에 한 세부 인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객의 만족

도와 재방문의도에 한 연구는 학계에서는 끊이

지 않는 연구주제 고[3][4], 실제 연구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객을 상으로 조사된 연

구, 특히 특정 지에 한 사 이미지와 만족도, 재

방문의도에 한 연구조사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각 국가별 객들은 국가간의 문화차이가 발생한

다. 동일한 지에 한 이미지가 각 국가의 객

들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도 있고, 만족도 한 다르

게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을 표하는 지에 

해 이미지와 만족도, 재방문의도를 악하면 그 국가

의 객 성향과 지 공 자의 추후방향성을 미리 

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객의 성향에 한 연구

는 향후 객 재방문에도 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성산일출 지역을 연구 상지로 

선정하 다. 성산일출 은 2007년 UNESCO 세계자연

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0년 UNESCO 세계지질공원

으로 등재된 제주의 표 지이자, 가장 많은 외국

인 객이 방문하기도 하는 표 지이다. 많은 

객이 방문하다보니 지 리의 필요성이 두

되고 있고, 세계 인 지로 상을 공고히 하기 

하여 체계 인 육성방안이 필요한 시 이다. 

본 연구는 성산일출 을 방문하는 외국인 객  

국인 객들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객  가장 많은 47.3%를 차지[2]

하고 있으며,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객  가장 

많은 81.6%를 차지[5]하는 국인 객을 상으로 

연구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 객의 지이미지가 만

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 이

를 통한 지 공 자에게 추후 개발방안  개선방안

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다. 객의 지에 

한 이미지를 인지  이미지와 정서  이미지로 분류

하고, 각각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향을 확

인하 다. 한 만족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향

에 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특정 지에 

한 외국인 객의 성향을 악하는데도 도움을  

수 있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관광지 이미지의 개념
이미지(image)의 사  정의는 ‘개인․기 ․상품 

등이 에게 주는 인상이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

정도로 볼 수 있다[6]. 기본 으로 이미지란 용어는 사

람이 인식하고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심리 인 부분에 한 용어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 인 부분이 인간의 행동이

나 행 에 해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

는 꾸 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객의 심리상태가 

행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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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끊임없는 연구주제 다[7-9]. 

Hunt[10]는 시장에서 개인의 주 인 인식이라

고 여겨지는 이미지가 자원 만큼이나 지 개발

의 성공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일 되게 인식되고 있

다. 지 개발과 성공에 이 게 큰 향을 미치는 

지 이미지는 Baloglu and McCleary[11]의 인지 ·정

서 (감정 ) 이미지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용

하는 경우가 많다. 인지 , 정서  요소들이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표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

한 선행연구들을 토 로 이미지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김병국․박석희[7], 이후석 외[8], 장호성[12], 이익수

[9], 이주호[13] 등의 국내연구자들도 련 연구를 진행

하 다. 

지 이미지는 객의 방문의사에 한 결정을 

돕고, 재방문의사에 향을 미치며 주변사람들의 이미

지 형성에 큰 향을 미치므로 산업의 성장  발

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14]. 

한 지의 이미지 창출은 기존의 유형 ․물리  

자원이 갖는 한계를 벗어나 서비스 등 무형의 질이 

요시되는  시장에서 한 지 혹은 국가를 

매력을 지닌 상품으로 인식시킴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

이 그 곳을 찾게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15].

2. 만족과 재방문 의도
객이 느끼는  후 만족감은 활동의 궁극

 목 이라고 할 정도로 요한 개념이다. 객 만

족은 객이 방문 에 했던 기 정도와 방문 성과와

의 일치여부 과정에서 형성되는 소비자 심리  태도라

고 할 수 있다. 객 만족에 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

면 Pizam,[16]은 “ 지에 해 객이 가졌던 기

와 객 경험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하 고, 

Dann[17][18]은 “기 에 해 불일치를 경험하는 경우

의 감정과 소비경험에 해 사 으로 객이 

갖는 감정을 복합 으로 야기된 체 인 심리 상태”라 

하 다. Lounsbury and Polik[19]는 “ 객 자신이 

경험 총체에 한 사후 이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경험총체에 한 일종의 태도”라 하 다. 

만족에 해서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제

조건이 있으며, 이는 지에서 을 마친 객을 

상으로 의견을 물었을 때 그 가치가 있다. 만족

이란 지를 방문한 객의 심리상태에 한 일종

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만족과 함께 객의 심리상태에 한 이해를 

돕는 요소가 재방문 의도이다. 에는 지에 한 

재방문을 상품의 재구매 의사와 동일하게 단하여, 마

련 연구에서는 가장 요한 주제들  하나로 인

식하고 있다[20]. Oliver[21]는 재방문 의도가 고객이 미

래에도 지속 으로 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한 생각

과 소신을 의미한다고 하 으며, 객 만족이 재방문 

의도와 깊은 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 다. 일반

으로 마  련 연구에서는 만족수 이 높아지면 재

구매 의사  정 인 구 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

해되고 있다. 지의 경우에서도 그 지에 한 

만족수 이 높아져 그 지를 재방문할 가능성과 다

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객은 

재방문 의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13].

산업에서 재방문은 지의 모든 단계에서 경

제 으로 요한 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

은 지들이 다수의 재방문객에 의해 운 되고 있다

[22][23]. 재방문 의도는  소비자가 서비스 구

매 후 행동으로 미래에도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재이용할 가능성이다. 이러한 재방문의도를 악하면 

보다 명확하게 지 공 자의 추후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지 세부내용에 한 평가를 통

해 개선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된다. 

Ⅲ. 실증연구절차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만족

에 향을 미치고, 이것이 재방문에 미치는 향을 측

정하기 하여 김병국․박석희[7], 이후석․오민재[24], 

황형구[25], 홍철유[26], 박호표[27] 등의 연구를 바탕으

로 연구모형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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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표 1].

가설 5가설내용

연구가설1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관광지 인지적 이미지는 관광지 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2 관광지 정서적 이미지는 관광지 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관광지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1 관광지 인지적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관광지 정서적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3 관광지 만족도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표 1.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의 수집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일출 을 

방문한 국인 객을 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지의 이미지, 만족도, 재방문의도를 조사하 다. 2016년 

4월 30일~ 5월 5일까지 성산일출  매표소 주변에서 방

문객을 상으로 설문하 다. 교육된 조사원들이 국

인 객을 상으로 일 일로 연구에 해 설명하고, 

직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 으며, 기입을 마친 설문

지는 즉석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부의 설문지

를 배포하 다. 총 400부의 설문지  381부를 회수하

으며 이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5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고, 분석에는 사회과학 통계 로그램 

SPSS 15.0버 을 사용하 다.

3.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토 로 연

구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진행하 다. 각 변수

에 해서는 [표 2]와 같이 조작  정의를 내렸으며, 변

수들을 리커트 5  척도로 구성하고, 객들이 각 항

목에 스스로 기입하는 형태로 진행하 다.

변수
측정유형과 
항목수

조작  정의 참고문헌

인지적
이미지

12문항 
리커트 5점 

척도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해 객관적이거나 물리적인 
관광지 이미지 속성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

Haahti[28],
Gartner[29]

정서적
이미지

11문항 
리커트 5점 

척도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
낌에 지각하는 정도

Echter&Ritchie[
30],

Baloglu & 
McCleary[11]
O'reilly[31]

만족도 4문항 리커트 
5점 척도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활동 
후 느끼는 심리적인 만족을 
지각하는 정도

Pizam[16],
Lounsbury & 
Polik[19]

재방문
의도

2문항 리커트 
5점 척도

외국인 관광객인 관광활동 
후 같은 관광지를 다시 방문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각하
는 정도

Oliver[21], 
Fridgen[32]

표 2. 설문응답자 분포와 회수내용

Ⅳ. 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201명, 여자가 154명으

로 56.6%와 43.4%의 비율이 나타났다. 연령은 30 가 

가장 많은 105명(29.6%)으로 나타났으며, 40  98명

(27.6%), 50  49명(13.8%)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

는 기혼자가 294명(82.8%)로 월등히 많았으며, 방문회

수도 1회 라는 응답이 312명(87.9%)로 매우 많았다. 방

문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단체여행이 306(86.2%)명으로 

나타나 제주  국인의 방문형태가 여 히 단체여

행객 심인 것으로 단된다. 학력은 고졸(47.3%), 

졸(29.3%), 졸(12.7%)순으로 나타났고, 직업은 사무

직(20.0%), 생산직(19.2%), 자 업(18.6%) 순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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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표본수(%)

성별 남 201(56.6)
여 154(43.4)

연령

19세 미만 19(5.4)
20대 47(13.2)
30대 105(29.6)
40대 98(27.6)
50대 49(13.8)
60대 이상 37(10.4)

결혼여부
미혼 52(14.6)
기혼 294(82.8)
기타 9(2.5)

방문회수
1회 312(87.9)
2회 36(10.1)
3회 이상 7(2.0)

방문형태
단체여행 306(86.2)
개별여행 47(13.2)
기타 2(0.6)

학력

초졸이하 17(4.8)
중졸 45(12.7)
고졸 168(47.3)
대졸 104(29.3)
대졸이상 21(5.9)

직업

전문직 18(5.1)
생산직 68(19.2)
판매/서비스직 63(17.7)
사무직 71(20.0)
자영업 66(18.6)
학생 41(11.5)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요인분석 결과
2.1 관광지 이미지 요인분석 결과

지 이미지에 해서 인지  이미지와 정서  이

미지를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인지  이미지에 한 총 

12개의 설문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변수들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값은 0.809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한 변수선정에 

합하다고 보여진다. 한 요인분석 모형의 합성 여

부를 나타내는 Bartlett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이미지에 한 총 11개의 설문문항을 요인분

석한 결과 변수들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

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값은 0.741로 요인분석을 

한 변수선정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검

정의 유의확률 한 0.000으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모형이 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변수

요인분석결과

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환경
요인

관광지 안전 .785 .634
2.297 19.14

6 0.792쾌적한 환경 .757 .644
정돈된 구조 .671 .613
위생시설 청결 .642 .515

시설
요인

주변편의시설 .796 .658
1.903 15.85

7 0.644식음료 판매점 .644 .611
기초인프라 .565 .493
적절한안내표시 .559 .502

매력
요인

아름다운 경관 .843 .723 1.730 14.41
4 0.686문화적인 흥미 .747 .656

친절
요인

종사원친절 .869 .714 1.345 11.20
6 0.614주민친절 .641 .544

총분산 설명력: 60.6%, KMO: 0.809, 유의확률: 0.000

표 4. 인지적 이미지 요인분석결과

요인 변수

요인분석결과

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흥미요
인

호기심 .853 .759
2.807 25.517 0.834이국적임 .846 .724

독특함 .817 .698
재미있음 .728 .677

안락요
인

편안함 .846 .747
2.654 24.123 0.824친근함 .819 .704

여유로움 .770 .712
유쾌함 .753 .686

쾌적요
인

청결함 .776 .722
1.862 16.922 0.669깨끗함 .757 .716

깔끔함 .717 .687
총분산 설명력: 66.6%, KMO: 0.741, 유의확률: 0.000

표 5. 정서적 이미지 요인분석결과

2.2 관광지 이미지 요인분석 결과
만족도에 한 총 4개의 설문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변수들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

도를 나타내는 KMO값은 0.787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한 변수선정에 합하다고 보여진다. 한 요인분석 

모형의 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 검정의 유의확

률이 0.000으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변수

요인분석결과

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만족요
인

이미지만족 .865 .648
2.758 69.894 0.853환경만족 .851 .726

경험만족 .814 .762
선택만족 .789 .673

총분산 설명력: 69.9%, KMO: 0.787, 유의확률: 0.000

표 6. 만족도 요인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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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방문의도 요인분석 결과
재방문의도에 한 총 2개의 설문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변수들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

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값은 0.737로 나타나 요인분

석을 한 변수선정에 합하다고 보여진다. 한 요인

분석 모형의 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변수

요인분석결과

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재방문
요인

개인활동 
재방문의도 .878 .798

1.561 39.015 0.725단체활동 
재방문의도 .806 .711

총분산 설명력: 39.015%, KMO: 0.737, 유의확률: 0.000

표 7. 재방문의도 요인분석결과

3. 가설의 검증
3.1 가설1의 검증
연구가설 1-1 ‘ 지 인지  이미지는 지 만족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

기 하여 인지  이미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만족

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인지  이미지가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설명하는 

정도는 21.0%로 나타났으며 환경요인과 매력요인은 유

의수  0.000(p<0.01, 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요인, 친 요인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는 부분 

채택되었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 오
차

베타

만족
도

(상수) 2.855 .267 17.110 .000
환경요인 .598 .084 .436 7.096 .000**
시설요인 .026 .058 .036 .437 .662
매력요인 .322 .045 .434 7.124 .000**
친절요인 .056 .058 .075 .964 .336
R=.527,R² =.231, ADj R²=.210, F=11.190, 

** p<0.01, *p<0.1

표 8. 인지적 이미지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2 ‘ 지 정서  이미지는 지 만족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

기 하여 인지  이미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만족

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정서  이미지가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설명하는 정도는 52.9%로 나타났으며 유의수  0.000(p<0.01, 

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이미지의 흥미요인, 안락요인, 쾌 요인의 유의

수 이 p<0.01, p<0.1수 에서 만족도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만족도
(상수) .675 .208 3.241 .001

흥미요인 .511 .258 .501 8.841 .000**
안락요인 .253 .054 .232 4.466 .000**
쾌적요인 .101 .055 .105 1.854 .065*
R=.731,R² =.534, ADj R²=.529, F=107.234

** p<0.01, *p<0.1

표 9. 정서적 이미지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3.2 가설2의 검증
연구가설 2-1 ‘ 지 인지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인지  이미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재방문

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인지  이미지가 재방문의도 미치는 향을 설명하

는 정도는 22.4%로 나타났으며 매력요인은 유의수  

0.000(p<0.01, 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요인, 시설요인, 친 요인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부분 채택되었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 오
차

베타

재방문
의도

(상수) 1.315 .457 2.877 .005*
환경요인 .090 .073 .065 1.225 .221
시설요인 .048 .069 .044 .699 .485
매력요인 .521 .079 .411 6.585 .000**
친절요인 .114 .097 .086 1.168 .244

R=.532, R² =.240, ADj R²=.224, F=18.636
** p<0.01, *p<0.1

표 10. 인지적 이미지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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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2 ‘ 지 정서  이미지는 지 만족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

기 하여 정서  이미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재방

문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정서  이미지가 재방문의도 미치는 

향을 설명하는 정도는 32.3%로 나타났으며 흥미요인은 

유의수  0.000(p<0.01, 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락요인과 쾌 요인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부분 채택되었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재방
문의
도

(상수) .242 .066 3.684 .000**
흥미요인 .344 .069 .339 5.017 .000**
안락요인 .028 .078 .027 .404 .687
쾌적요인 .017 .082 .014 .212 .832
R=.674,  R² =.329,  ADj R²=.323,  F=51.259

** p<0.01, *p<0.1

표 11. 정서적 이미지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3.3 가설3의 검증
연구가설 3 ‘ 지 만족도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만

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재방문의도를 종속변수

로 설정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만족

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을 설명하는 정도는 

55.2%로 나타났으며 유의수  0.000(p<0.01, 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재방문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재방문
의도

(상수) 1.051 .187 5.623 .000**
만족도 .769 .046 .744 16.85

6 .000**
R=.796, R² =.554, ADj R²=.552, F=284.115

** p<0.01, *p<0.1

표 12. 만족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체 가설에 한 검증결과는 [표 13]과 같다. 

가설 내용 결과

연구가설 1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1-1 관광지 인지적 이미지는 관광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1-2 관광지 정서적 이미지는 관광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2 관광지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2-1 관광지 인지적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2-2 관광지 정서적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연구가설 3 관광지 만족도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13. 전체 가설 검증결과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객의 지에 한 

이미지가 만족도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항에 

해서 알아보았다. 최근 증하고 있는 외국인 객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인 객을 상으

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표 인 지인 성산일출 을 

연구 상지로 선정하여 진행하 다. 

연구결과 ‘ 지 이미지가 지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1은 부분 채택되었다. 

지 인지  이미지  환경요인과 매력요인은 

지 만족도에 향을 주지만, 시설요인과 친 요인은 유

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 정서  이

미지 에서는 흥미요인, 안락요인, 쾌 요인 모두 

지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 이미지가 재방문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2는 부분 채택되었다. 인지  이미지 

 매력요인 만이 재방문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  이미지 에서는 흥미요인 만이 재방

문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 만

족도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

는 가설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국인 객에게 생성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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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의 이미지가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치는 상

[33]이나 국가의 이미지가 만족과 재방문의사에 향을 

다는 연구[34]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반 으

로 외국인 객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활동에 한 만족이나 재방

문의도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개별 지 한 이러한 선행연

구들과 크게 다르기 않다는 것이 부분 으로 증명되었

다. 그러나 개별 지는 그 지의 특성에 따라 조

씩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산일출

의 경우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표 지 답게 

인지  이미지 에서는 환경요인과 매력요인이 요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매력요인의 경우 재방문 의

도에도 향을 미치는 만큼 매력요인을 확충하거나 정

비하는 방안들이 지속 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

서  이미지 에서는 흥미요인, 안락요인, 쾌 요인이 

모두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자연 지로서의 기 심리가 매우 크고, 이를 충족시

킬 경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 다. 

성산일출 에 해 외국인 객의 정서  이미지

가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

서  이미지를 정 으로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시설물과 스토리를 개발하는 방안

과 편안하고 쾌 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하겠다. 성산일출 이 표 인 자연

지 인 것을 감안하면 주변환경 정비가 무엇보다 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이미지와 만족도 재방문에 한 연구는 다

양하게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는 내국인 객이 아닌 

외국인 객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문화 인 

차이를 지닌 객에 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하 다는 , 성산일출 이라는 매력 인 지의 개

선방향에 해 정책  의견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성산일출 이라는 지에 

한 정책 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향후 유사 지

에 한 지 제공자들의 개발방안에 한 기 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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