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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최근 외래 객의 품질 향상을 한 수용태세 개선에 한 필요성과 심이 증 되고 있으나 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외래 객의 수용태세와 련 우선 개선 요소를 규명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R-IPA분석을 용하여 객유형 시기에따른 수용태세의개선요소를분석, 비교하 다. 체 객을 상으로

한 R-IPA분석결과 재의품질수 을유지할필요가있는요소는음식, 치안, 교통, 쇼핑, 지 매력도 다. 그리고

우선도는 낮으나 개선이 필요한 요소는 언어소통, 여행경비, 안내서비스 다. 객 유형별로 R-IPA분석을 한 결과

개별 객은 교통, 음식, 쇼핑, 지 매력도, 치안에 해서 재 품질수 의 유지가 필요하며, 단체 객은 숙박,

쇼핑, 지 매력, 안내서비스는 재품질수 의 유지가 필요하지만 음식은 시 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수정 IPA, 외래 객, 수용태세, 객 유형, 비교 분석

Abstract Recently, the necessity and interest to improve the tourism preparednes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foreign tourists is increasing, but the related research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eferential improvement elements related to the tourism preparedness of foreign tourists. To do this, we applied the 

R-IPA analys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elements affecting the tourist preparedness according to tourist type and 

time period. As a result of R-IPA analysis for all tourists, the elements that need to maintain the current quality 

levels were food, security, transit, shopping, and tourist attractiveness and the elements that need to be improved 

but low priority were language communication, travel expenses, and tourist information service. As a result of R-IPA 

analysis by tourist type, for individual tourist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current quality levels of transit, food, 

shopping, tourist attractiveness, and security. For group tourist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current quality levels of 

accommodation, shopping, tourist attractiveness, and tourist information service, but food needs to be urgen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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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산업은 세계 으로 속히 성장하는산업 역

으로 세계 GDP의 9% 정도를 차지고하고 있으며

세계 GDP의 성장속도를 월하여 발 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같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산업은 1억명 이

상의직 고용효과와 2조달러정도의직 경제효과를

창출할 정도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경

제에 있어서도 산업의 역할은 크게 증 되고 있다[1].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객 방한시장은 한류 등

매력 요소의 발 과 지속 인 인 라 개선 노력

등을 통해 2016년 외래 객 1,724만명이라는 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국사드 기, 북핵 기 등

의 거시 환경변화에 따라 2017년 방한 외래 객은

년 비 22.7% 감소한 1,334만명에그치는 산업의

기를맞이하고있다[2]. 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

력지수는 2017년 세계 19 로 매년 상승 추세에 있으나

인 라 27 , 객서비스 50 , 가격경쟁력 88 등 세

부환경요소에 한개선필요성은크다고할수있으며

외래 객의 1인당 소비액 지속 인 감소 상은

산업의 체질개선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3]. 이

와 같은환경변화의 향을최소화하고외래 객방한

시장의 지속 발 을 해서는 세분시장 다변화 등의

포트폴리오 략 마련, 객의 방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수용태세의지속 인개선등이필수 으로요

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다수의 문가들은 외래 객

방한시장의패러다임이질 성장 심으로 환되고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4].

정부 지자체에서는질 성장을 한 품질 리

의 요성을 인식하고 외래 객 유치를 한 기본 인

라 라고할 수있는 수용태세 개선을 한다양한

정책, 략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용태세 련 다양

하고 심층 인 조사 연구는 아직 부족하여 세부 이

고 효율 인 정책, 략 마련에 제한 을 가지고 있다.

한편 객의 여행형태별 시장도 제반 환경변화에

큰 향을 받고 있는데, 를 들면 정보 기술 발

달에 따라 개별 객의 수요 향력이 속히 증가

하고있으며특수목 의 SIT 이나 동, 동남아등의

국가로 수요계층이다변화되고 있다. 통 으로

시장에서는개별 객 단체 객여부에따라

활동의행태나 특성은매우다른 성격을가질수있는

데 이런 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개별 객 혹

은단체 객의특정집단만을국한한연구가 부분이

었으며 개별 객과 단체 객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

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5]. 한 외래 객의 방문은

시기별정치, 경제, 사회·문화등의 환경변화에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외래 객 시장의 시기별 변

화에 한 비교연구는 거의없어외래 객의행동 변

화 분석에 있어 제한을 가진다.

최근 정부 3.0 에서 공공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가 자료조사인 외래 객실태조

사의데이터는 분야의매우 요한자료이며방 한

자료를가진일종의빅데이터로서분석결과의일반화와

종단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 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활용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6]. 이런 에서 이돈재·

황호종(2017)은 방 한 외래 객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부분 이루어지는 1년

데이터 분석 연구가 아닌 다년간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분석된트 드를 정책에반 할필요가있

음을주장하 다. 즉 기존외래 객실태조사의원자료

를 활용한 보다세분화된분석과 종단 결과비교 연구

가 필요하다는 이다[6]. 따라서 본 연구는 외래 객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고 외래 객의 수용

태세 련 개선 요소를 도출하기 해 객의 우선

요구에 해 효율 이고 합리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

는 R-IPA분석을 용하며 개별 객과 단체 객으

로이루어지는 객유형 시기별특성을분석, 비교

하여 종합 인 연구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론적 배경

2.1 래 객 수용태

수용태세의 정의를 보면 윤정헌(2009)은 객

이 지를 방문했을 때 경험하는 출입국, 교통, 숙박,

음식, 안내, 쇼핑, 치안, 지역민환 등의제반 역의질

·양 구비수 이라고 하 으며[7], 한국문화 연구

원(2010)은 방문 객에게 최상의 편의와 만족을

주기 해 사 비가 필요한 상품, 출입국 교통,

숙박, 음식, 쇼핑, 정보 안내, 시설 등의 총체라고

하 다[8]. 하지만 수용태세에 한 연구 심의

부족과범 의모호성등의이유로인해 수용태세의

개념 합의 정립은 아직잘 이루어지지지않고 있다

[4]. 수용태세에 한선행실증연구의내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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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음과같다. 윤정헌(2009)은 일본인 객을 상으

로한실증연구에서 수용태세의세부요인으로교통

요인, 서비스, 안내, 숙박요인, 홍보물 정

보, 생요인, 편의시설의 7개요인을도출하 으며

수용태세는 사후 태도와 사후 이미지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정승훈·고미 (2013)

은 제주방문외국인개별여행객의수용태세개선을 한

과제 우선순 를 돌출하기 하여 문가 조사를 통한

AHP분석을 실시하 으며, 수용태세의 계층구조를

상품/ 로그램개발, 마 , 안내서비스,

교통/숙박, 쇼핑/음식으로 정의하여 제시하 다[9]. 유

아남·김 (2014)은 국, 아세안 인센티 참가자

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용태세를 비자발 ,

출입국, 직원친 도, 한국인친 도, 안 , 교통요소로이

루어진 근 환 요인과 지매력도, 쇼핑, 정

보서비스, 식음료, 숙박요소로이루어진매력 편의요

인의 2개요인을도출하 다. 2개 요인에 한국 별차

이 분석 결과 근 환 요인은 국 객이, 매력

편의 요인은 아세안 객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구혜경 외(2017)는 외래 객 실태조사

데이터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국 객의한국

만족, 재방문, 추천의도 인식에 미치는 수용태세 요

인 가장 큰 향 요인은 ‘음식’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출입국 차, 치안, 지 매력등인 것으로나타났다[11].

2.2 개별 객과 단체 객

객의형태를 통 으로 유형에따라개별

객과 단체 객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별 객은

FIT(Free Independent Tourist)라고 불리우며여행사등

의도움없이스스로여행계획을짜고실행하는 9인이하

의 소규모 여행객이라고 할 수 있다[12]. 단체 객은

흔히미리기획 상품화된여행패키지상품을구매하는

패키지 객을 의미하여 10인 이상의 참가인원을 가진

큰 규모의 여행객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객과 단체

객은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행동과 만족인식에서 여러 차이 을 보일 수 있는데 개

별 객은 여행일정, 숙소 등을 직 편성하고 계획하

기 때문에 정보의 의존도가 높고 알뜰한 여행을 선

호하고 다소 모험 인 특성을 가지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것이많을수록여행만족도높아질수있다. 한 체

재기간이길어여행소비가높고 지숙식, 교통에더많

은 비용을 지출하고 친환경 ㆍ친문화 경험을 선호하

는 경향을 가진다. 반면 단체 객은 안 추구 성향을

보이고 년층 이상의 연령 가 많으며 로그램,

인솔자, 숙박, 음식등이만족도의주요 향요인이될수

있다[5,13].

송 민·한수 ·이홍재(2013)는 일본 객을 상으

로제도 요인(출입국, 치안), 인 라요인( 교통,

숙박), 자원요인(쇼핑, 음식, 지 매력도)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의 유형별 다 집단 분석을

실시하 는데 분석 결과 개별 객 집단은 쇼핑, 치안,

음식, 숙박등의순으로, 단체 객집단은치안, 지

매력도, 음식, 쇼핑등의순으로 만족도에 향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 진·송 민(2012)의 방한

일본 객 상연구에서는 반 만족에 향을미치

는 수용태세요소는개별 객은 지매력도, 음

식, 쇼핑, 안내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체

객은 안내서비스, 지 매력도, 음식, 숙박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15]. 최동희(2018)의 방한 국

객 상연구분석 결과 형태집단 변수인개별

과 단체 여부는 라이 스타일, 정보, 행동의도

간의 향 계사이에서조 변수의역할을하는것으로

나타나 형태의특성을활용한차별 인마 이필

요한것으로나타났다[16]. 이와 같이개별 객과단체

객의 행동과 성향은 실제 으로 상이할 수 있음을

알수있으며 객유형별특성을비교, 분석하는 근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3 수정된 IPA

Martilla & James(1977)에 의해 제안된 통 IPA분

석[17]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상의 요도와 성취도를

매트릭스를 통해서 한 에 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마

략수립을 한 주요 분석방법으로 리 사용되어

왔다[18-20]. 통 인 IPA 분석을 용한 연구를

보면 김도훈·김 규(2017)는 방한 국인 개별자유여행

객을 상으로한국 지 선택속성의 요도-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선택속성 련 만족도는 요도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주요

속성으로는 매력물인 것으로 나타났다[21].

하지만 통 IPA분석은 요도와 만족도 속성은 상

호 독립 이지 못한 등 해석의 오류가능성이 지속

으로 제기되어 이에 한 안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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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즉, 통 IPA분석은 원칙 으로 경험 에

요도를측정하고경험후에만족도를측정해야하지만

시간 비용 문제등에 따라 부분 요도와만족도를

동시에 측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응답자가 해당 항목의

만족도가 요도의 향을 받거나 혹은 그 반 경우가

발생하여 응답결과의 심각한 편향이 제기된다는 이다

[22]. 이에 한 안 방법으로 회귀계수를 통한 통계

추정을 용하는 Vavra(1997)의 수정 IPA와편상 계수

를 통한 통계 추정을 용하는 Deng(2007)의 수정 IPA

모델이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23,24]. 오민재·

류재숙(2016)은 통 IPA와 수정 IPA의 정성을 비

교하기 하여인천차이나타운 객을 상으로

매력성 련 통 IPA와수정 IPA를각각 용하 는

데 연구 결과 그들은 통 IPA 보다 수정 IPA가사분

면에 비교 고른 분포를 보여 보다 한 모델이라고

주장하 으며[18] 그 외 다수의 련 IPA연구에서

도 통 IPA 보다수정 IPA가 한모델이라고제시

되고 있다[25 ,26]. 수정 IPA 분석을 용한 연구를

보면김동한·김 (2017)은 2014년 회의참가목 의서

울 방문 외래 객을 상으로 Deng(2007)의 수정된

IPA모형을 용하여서울지역MICE 개최지수용태세의

요도-만족도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우선 개선이

필요한 요소로는 ‘식음료’, ‘ 지매력’으로 분석되었다

[27]. 김남 ·이충기(2013)는 종로 방문 유경험자를 상

으로 Deng(2007)의 수정된 IPA모형을 용하여 품

질의 요도-만족도를분석하 는데 우선 으로개선이

필요한 품질 요소는 정보 홈페이지와 기념품의

질로 분석되었다[28].

3. 연  상 및 방법

3.1 연 상 및 항목 

본 연구는 문화체육 부에서 제공하는 2011년과

2016년 외래 객실태조사원자료를활용하 는데, 외

래 객 실태조사의 연구 상 표본은 만 15세 이상 외

국인 객이며 주요공항 항만에서조사, 수집된다.

2011년과 2016년을 비교시기로 설정하고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외래 객의 수용태세와 련된 출입국

차, 교통, 숙박, 음식, 쇼핑, 지 매력도, 안내

서비스, 언어소통, 여행경비, 치안의 10개 역항목이정

립되어 설문조사가 진행된것이 2011년이며, 외래 객

실태조사의 가장 최근 데이터로 공개된 것이 2016년 조

사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2011년과 2016년 외래 객

실태조사 원자료의 체 조사응답자는 각각 12,038명과

12,003명이었으며 이 본 연구의 목 에맞는 형태

인 개별 객 혹은 단체 객인 응답데이터를 선택한

후 결측값 응답을 제외하여 2011년은 8,615명, 2016년은

9,738명의 최종 데이터를 실제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분석항목은 성별 등 인구통계변수와 여행

유형, 재방문 여부, 방문목 등 행태 변수, 그리고

리커트 5 척도로 조사된 외래 객의 수용태세

련 10개 항목, 반 만족 1개 항목, 행동의도 1개 항

목을 실증 분석에 활용하 다.

3.2 방법

실증분석은 수집 정제된 유효 데이터를 상으로

SPSS 통계패키지를 분석도구로 활용하 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과정을 진행하 다. 첫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

을 한 표본의 특성 악을 해 빈도분석과 t-test를

실시하 으며, 둘째, 수용태세요소 련측정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 다. 셋

째, 수정 IPA분석방법은Deng(2007)의 수정 IPA분석모

델을근간으로 2011년과 2016년 데이터별로 체 객,

개별 객, 단체 객 분석모델을 설정, 분석하 다.

수정 IPA분석을 한상 요도의도출을 해

수용태세요소만족도를자연로그로변환후편상 계

분석을실시하 고, 분석결과에 한 IPA grid를 작성하

여 제시하 다.

4. 연   결과

4.1 표본  특   결과

본 연구의 연구 표본인 2011년과 2016년 외래 객

실태조사의데이터특징을살펴보기 한빈도분석을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 2011년 표본은 체 8,615

명으로개별 객 6,129명, 단체 객 2,486명이었으며,

2016년 표본은 체 9,738명으로 개별 객 7,789명, 단

체 객 1,949명이었다. 성별 특징을 보면 2011년 표본

의경우개별 객은남성(3,509명, 57.3%)의 비 이높

은반면단체 객은여성(1,504명, 60.5%)의 비 이높

았으며, 2016년 표본의 경우 여성이 개별 객(4,3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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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과 단체 객(1,176명, 60.3%)에서 모두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재방문 여부의 경우 2011년 표본

2016년 표본 모두 공통 으로 개별 객과 단체 객

에서 처음방문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방문목 을 살펴보면 개별 객의 경우 2011년

표본에서는 사업/ 문 활동 2,536명(41.4%), 여가/ 락/

휴가 1,616명(26.4%)의 순이었으나 2016년 표본에서는

여가/ 락/휴가 3,945명(50.6%), 사업/ 문 활동 1,583명

(20.3%)의 순으로 환된것으로나타나순수 목 의

개별 객이 증가한 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단체

객의경우 2011년 표본과 2016년 표본에서공통 으로

여가/ 락/휴가목 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나외국인단체 객의경우 부분순수 목

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4.2 조사 시기별 객 형 간 수용태  

 식 차   결과

조사 시기별 개별 객과 단체 객으로 구분되는

객 유형 간 수용태세 요소에 한 인식 차이를

t-test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011년도 조사 샘

에서는 수용태세 련모든세부요소의만족도가

개별 객이 단체 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차이는 교통, 출입국 차, 숙박, 치안, 음식 요

소순으로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2016년도조사샘

에서는 안내서비스와 여행경비 요소에서는

객 유형 간 차이가 없었으며 언어소통은 단체 객이

개별 객보다 만족도가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나머지

7가지요소는개별 객이단체 객보다만족도가높

　
2011 2016

FIT GT t-value FIT GT t-value

1. Emigration & immigration 4.27 3.96 17.823** 4.31 4.26 3.272**

2. Transit 4.29 3.95 19.065** 4.42 4.24 10.371**

3. Stay 4.19 3.92 14.407** 4.41 4.29 7.207**

4. Food 4.14 3.89 13.163** 4.36 4.11 13.887**

5. Shopping 4.22 4.15 4.075** 4.41 4.37 2.915**

6. Tourist attractiveness 4.04 3.96 4.426** 4.37 4.30 4.497**

7. Tourist information service 3.99 3.92 3.486** 4.27 4.27 -0.074

8. Language communication 3.42 3.37 2.385* 3.82 3.92 -4.592**

9. Travelling expenses 3.85 3.76 4.747** 4.07 4.04 1.447

10. Security 4.35 4.10 14.711** 4.52 4.42 6.180**

Overall satisfaction 4.41 4.22 6.810** 4.46 4.32 9.376**

Revisit intention 4.11 3.81 15.584** 4.29 3.99 15.472**

* note : FIT(Free Independent Tourist), GT(Group Tourist), * p<0.05, ** p<0.01,

Table 2. T-test by type of tourist

2011(n=8,615) 2016(n=9,738)

FIT Group Tourist FIT Group Tourist

Total
N Ratio N Ratio N Ratio N Ratio

6,129 100 2,486 100 7,789 100 1,949 100

Gender
Male 3,509 57.3 982 39.5 3,484 44.7 773 39.7

Female 2,620 42.7 1,504 60.5 4,305 55.3 1,176 60.3

Visit
First Visit 3,626 59.2 2,081 83.7 4,570 58.7 1,521 78.0

Revisit 2,503 40.8 405 16.3 3,219 41.3 428 22.0

Purpose

Leisure/Amusement/Vacations 1,616 26.4 1,835 73.8 3,945 50.6 1,600 82.1

Health & Therapy 38 0.6 4 0.2 91 1.2 5 0.3

Religion and pilgrimage 43 0.7 20 0.8 37 0.5 22 1.1

Shopping 376 6.1 313 12.6 671 8.6 231 11.9

Visit friends/relatives 963 15.7 27 1.1 1,010 13.0 15 0.8

Business/Professional Activities 2,536 41.4 222 8.9 1,583 20.3 55 2.8

Education 494 8.1 57 2.3 448 5.8 19 1.0

Other 37 0.6 4 0.2 4 0.1 2 0.1

Non-response 26 0.4 4 0.2 - - - -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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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음식, 교통, 숙박 요소의 순으로 평균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반 만족도와 재방문의도

는 2011년과 2016샘 공통 으로 개별 객이 단체

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R-IPA  결과  

외래 객의 수용태세 요소 인식에 해

Deng(2007)이 제시한수정 IPA분석을 용하기 해세

부요소만족도를자연로그(ln)로 변환한후 반 만족

도와의세부요소만족도간편상 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순차 으로 도출하 으며, 도출된 요소별

편상 계수(PCC)를 수용태세요소의 상 요도

로 설정하 다. 수용태세 세부 요소의 만족도와 상

요도의도출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만족도항목

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수치는

2011년, 2016년 샘 각각 0.872, 0.879로 신뢰성을 확보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 2016

Satisfa
ction

PCC
Satisfa
ction

PCC

1. Emigration &
immigration

4.18 0.086 4.30 0.086

2. Transit 4.19 0.042 4.39 0.111

3. Stay 4.11 0.033 4.39 0.100

4. Food 4.07 0.068 4.31 0.157

5. Shopping 4.20 0.044 4.41 0.158

6. Tourist attractiveness 4.01 0.037 4.36 0.128

7. Tourist information
service

3.97 0.048 4.27 0.074

8. Language
communication

3.41 0.025 3.84 0.032

9. Travelling expenses 3.82 0.011 4.06 0.046

10. Security 4.28 0.071 4.50 0.118

Average rate 4.024 0.047 4.28 0.100

Table 3. Satisfaction and implicitly derived importance

(PCC) - overall tourist sample

이후외래 객의 수용태세요소에 한만족도

를 X축으로 설정하고 상 요도(PCC)를 Y축으로

설정하는 IPA grid를 Fig. 1∼3 과 같이 도출하 다. 먼

2011년과 2016년 체 객 샘 을 상으로 Fig. 1

과 같이 수용태세의 수정된 IPA를 분석, 비교한 결

과만족도 상 요도가모두 높게인식되어 재

상태수 의지속 유지가필요한Ⅰ사분면의 수용

태세 련 공통 요소는 음식(4)과 치안(10)이, 2016년

에 추가된 요소는 교통(2), 쇼핑(5), 지 매력도

(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11년에는 만족도가 낮

았던 지매력도(6)가 지속유지 역으로 환된것이

특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 요도는높으나만족도가낮게인식되어우선

으로집 해야할개선노력이필요한 II사분면의 수

용태세 련 요소는 2011년에는 안내서비스(7)가 있

었으나 2016년에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만족도가 낮아

서개선이필요하나상 요도역시낮아시 성은낮

은 순 에 해당하는 III사분면의 수용태세 련 공

통 요소는언어소통(8), 여행경비(9) 으며, 2016년에추

가된 요소는 안내서비스(7)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

요도는낮으나만족도가높아기 이상의성과로인

식되어과잉노력지양이필요한 IV사분면의 수용태세

련 요소는 공통 으로 숙박(3)이었으며, 2016년에 추가

된 요소는 출입국 차(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6년 개별 객 샘 을 상으로 Fig. 2

와 같이 수정된 IPA를 분석, 비교한결과 지속 유지가

필요한Ⅰ사분면의 수용태세 련 공통 요소는 음

식(4), 쇼핑(5), 치안(10)이었으며 2016년에 추가된 요소

는 교통(2)과 지 매력도(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객에 해 우선 으로 집 인 개선노력이 필

요한 II사분면의 수용태세 련 요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과 같이 2011년과 2016년 단체 객샘 을

상으로 수정된 IPA를 분석, 비교한 결과 지속 유지가

필요한Ⅰ사분면의 수용태세 련 공통 요소는 숙

박(3)과 안내서비스(7)이었으며 2016년에 추가된 요

소는쇼핑(5), 지 매력도(6)인 것으로나타났다. 단체

객에 해 우선 으로 집 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II사분면의 수용태세 련 2016년에 추가된 요소는

음식(4)인 것으로 나타났다.

Quadr
ant

2011 2016

Overall FIT GT
Overa
ll

FIT GT

I
1, 4,
10,　

1, 4, 5,
10　

1, 3,
7, 10　

2, 4,
5, 6,
10

2, 4,
5, 6,
10

3, 5,
6, 7

II 　7 - 　- 　- 　- 　4

III 6, 8, 9
6, 7, 8,
9

4, 8,
9

7, 8,
9

7, 8,
9

8, 9

IV 2, 3, 5 2, 3
2, 5,
6

1, 3 1, 3
1, 2,
10

1.Emigration & immigration, 2.Transit, 3.Stay, 4.Food, 5.Shopping,
6.Tourist attractiveness, 7.Tourist information service, 8.Language
communication, 9.Travelling expenses, 10.Security

Table 4. Summary of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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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Overall tourist sample> <2016 Overall tourist sample>

Fig. 1. Comparison of overall tourist preparedness between 2011 and 2016

<2011 Free independent tourist sample> <2016 Free independent tourist sample>

Fig. 2. Comparison of free independent tourist preparedness between 2011 and 2016

<2011 Group tourist sample> <2016 Group tourist sample>

Fig. 3. Comparison of group tourist preparedness between 2011 an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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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2011년과 2016년 외래 객 샘 을 상으로

한수정된 IPA분석결과를 비교, 종합하면 Table 4와 같

다. 수용태세 요소의 략 우선도의 경우 2011년

에 비해 2016년에는 체 객과 개별 객의 역별

개선요소가 일치하는 특징을 알 수 있다. 이 은 개별

객의 향력이증가한다는 과개별 객 심의

수용태세 개선이 필요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지속 인유지가필요한 수용태세요소는 2011년

에 비해 2016년에 반 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

수용태세의여러요소가 반 으로개선되고있는것으

로 단된다.

5. 결론

최근 외래 객 방한시장의 질 성장과 품질 리를

한 수용태세개선에 한필요성과 심이증 되

고 있으나 이에 한 연구 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요도-만족도 비교와 련 효율 이

고 안 인방법으로주목받고있는R-IPA를 용하여

외래 객의 수용태세인식의특성 개선 략의

우선순 를 제시하고자 하 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의특성 악을 한빈도분석과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 객 단체 객 모두 처

음방문과순수 목 객비 이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 개별 객은단체 객에비해 부분의

수용태세요소에 높은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반

만족과재방문의도역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외래 객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개별 객이

방한시장 성장의 핵심 타겟일 수 있다는 을 의미하여

개별 객 심의마 략수립이필요함을시사한다.

둘째, 체 객 샘 상 수용태세 R-IPA 분

석, 비교 결과 향후 지속 유지가 필요한 역(I사분면)

은 쇼핑, 음식, 지 매력도, 치안, 교통인 것으로

나타났고우선 개선 역(II사분면)은 없는것으로나타

났으며 시 성은 낮으나 개선이 필요한 역(III사분면)

은 언어소통, 여행경비, 안내서비스인것으로나타났

다. 특히 2011년에는 만족도가 낮았던 지 매력도가

지속유지 역으로 환된 것은 주목할 부분이며 외래

객의 한국 매력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방한 상품 체험 로그램 등의 콘텐츠가

개선이 되었으며 최근 유튜 나 TV리얼리티 로그램

을통해한국 의매력이많이노출, 홍보된결과로

단된다.

셋째, 객 유형별 샘 상 수용태세 R-IPA

분석, 비교 결과 향후 지속 유지가 필요한 역(I사분

면) 요소는 개별 객은 교통, 음식, 쇼핑, 지

매력도, 치안이었으며, 단체 객은숙박, 쇼핑, 지

매력도, 안내서비스인것으로나타났다. 시 히개선

해야할우선 개선 역(II사분면) 요소는개별 객은

없었으며 단체 객은 음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은 국인 객을 비롯한 단체 객들이 평소에

가장 큰 불만의 이유로 제기하는 사항으로 집 인 개

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체 객에

한 음식 련개선 필요성을정부 지차체에서도 크게

인식하고 있는데 구, 부산시의 경우 단체 객 문

식당 지정제를 운 하고 있다. 단체 객 문식당 지

정제를 통해 다국어 메뉴 설치, 종사원 친 서비스 교

육 등과함께다양한 홍보마 활동을 지원하는등 단

체 객의음식질 리를 한노력을펼치고있다. 이

는 이 란·육운·조문수(2011)의 국인 객 상 음식

서비스 품질인식의 IPA분석연구에서도 의사소통, 메뉴

설명, 음식의맛, 메뉴의다양성 개선이시 히필요하다

고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29].

본 연구의 시사 은 첫째, 선행연구의 주장처럼

R-IPA가 소비자의만족요소와 련개선사항을도출하

는데 효율 이고 합리 인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7,23]. 최근 연구 역에서는 R-IPA를 용한 연

구가활발하지만 실무 역에서는 아직 기존 통 IPA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추후 마 기획자는 소비

자의요구사항에 한개선방향도출에있어 R-IPA방법

을 극활용할필요가 있다고사료된다. 둘째, 수용

태세 개선의 요도 우선순 와 세분시장의 특성에

따른 방한시장 마 략의 선택과 집 이 필요할 것

이다. 본 연구 기존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별 객과 단체 객 등 객의 세분유형별로

요시하고 선호하는 경험 속성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태세 개선과 마 활동의 방향을 략

인세분시장의핵심속성에근거하여집 이고효율

으로 개할 때방한시장의질 향상을 기 할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래 객실태조사의원자료데이터를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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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다양한 연구 근의 확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데이터의활용가능성에비해아직활용연구가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외래 객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

여 유형별, 시기별변화와차이를비교할수있는기

회가되었다. 향후외래 객실태조사의원자료를 다양

한 연구방법과 모델에 용하거나 세분시장별, 종단

데이터를 보다 세부 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의 강화

를통해 정책의방향성 제시에 도움을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 IPA의 문제 을 극복하는 안

근인 수정IPA모델을 용하 으며 유형별, 시기

별 비교를 통하여 외래 객의 수용태세 개선을 한

우선 요소와 략 시사 을도출하 다는 에서연

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

을 가지는데 첫째, 아직 수용태세에 한 정의와 척

도에 한합의가부족한 등의이유로인해본연구에

용한측정항목의수가제한된 이있다. 향후 수

용태세의 정측정항목과다차원성을규명하는연구를

통해보완할필요가있을것이다. 둘째, 향후연구에서는

외래방문객 국 별, 인구통계 특성 등 보다 다양한 시

장세분화 요소를 기 으로 수용태세의 주요 요소를

규명해 으로써 보다 심화된 마 시사 을 확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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