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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주 한옥마을 방문 시에 중요하
게 생각하는 중요도와 방문 후 만족도를 IPA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하고, 이에 따른 결과와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8년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총 300부를 배포하
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2부를 제외한 총 258부를 유효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유효표본
에 대한 분석은 SPSS for Window Versio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의 일반적인 사항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대응표본 T 검정(Paired Sample 
T-test)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선택속성 중에 관광지의 청결성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 
순위는 주차장 시설, 자연경관, 음식·먹거리, 기후(날씨)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이 만족한 선택속성 항목은 자연경관이 가장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후(날씨), 지역의 특색, 역사문화자원, 
관광지 청결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각하는 선택속성 변수의 중요도-만
족도 값의 사분면 위치에 따라서 한옥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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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search the Selection Attributes of tourists in Jeonju Hanok Vill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fter visiting the Jeonju Hanok 
Village using IPA analysis, and to provide results and marketing implicat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the October to the November in 2018. A total of 3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258 
responded questionnaires were reliable to be used as a sample. The result of the survey was analyzed 
by using SPSS 15.0 version for window with Paired t-test and IPA method. Frequency Analysis was 
also conducted for the characteristic of sample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cleanliness of tourist 
attractions was the highest among the selection attributes, and the next ranking was in the order of 
parking lot facilities, natural scenery, food, and weather. Second, the natural property was the most 
satisfactory as a selection property item that tourists visiting Hanok Village were satisfied with, followed 
by climate(weather), regional characteristic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cleanliness of tourist 
attractions. Third, depending on the importance-satisfaction value of the selection attribute variable 
perceived by tourists visiting Hanok Village,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in Hanok Village 
and prepare measures to increase tourist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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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시 교동과 풍남동 일대 700여 
채의 한옥 군락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촌으로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매년 천 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다. 또한 한옥마을에는 태
조어진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유적 5건, 전라북도지정 
문화유적 3건, 최명희 문학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12곳
의 문화시설이 밀집해있는 전주시의 대표 문화관광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1].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은 2010년 ‘국제슬로시티’에 지
정되었고, 2012년에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2015
년에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
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세계적인 여행서 론리플래닛 
‘아시아 3대 관광명소’로 선정되었다. 특히 2020년 1월
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관광선진 도시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전주는 
2020년 전라감영의 복원사업이 완료 될 예정이며, 복
원 사업이 완료 된다면 한옥마을과 더불어 전라감영, 
풍남문, 객사 그리고 객리단길 등이 많은 관광객으로 
넘칠 것이며, 전주는 전통문화관광의 도시로 거듭날 것
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관광이 성장세에 있으
며, 학자들의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연구도 점차 세분
화,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자들의 연구를 
고찰하면, 전주 한옥마을 상점의 간판에 대한 연구와 
지구단위계획, 한옥의 공간특성연구, 소비자 잉여추정 
연구, 관광객 관광동기 연구, 구 도심 활성화 사업연구,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연구, 도시재생사업, 역
사문화자원 활용방안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
나, 한옥마을의 선택속성 연구는 배기철․최효․정총화[2]
의 전주한옥마을 숙박업 선택속성연구와 정윤희․오치옥
[3]의 관광지 선택속성연구 등으로 국한되고 있어,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의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선택속성연
구를 IPA 기법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의 과제를 선정하고자 한
다. 첫째,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속성이 무엇인가? 둘째, 한옥마을 선택속성 항목 

중에 어떠한 항목이 고객이 만족한 항목이었는가? 셋
째,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각하는 선택속
성 변수의 중요도-만족도 값의 사분면의 위치는 어디에 
속하는가? 등의 연구 과제를 규명하고 연구의 결과는 
학계에는 학문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전주시와 관련 
업계에는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
하고 전략적인 마케팅 수립과 더불어 관광객 증가를 도
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택속성
많은 학자들은 관광지를 둘러싼 관광지 선택속성의 

결정 요인을 규명하고자 연구하였으며, 관광지의 여러 
속성들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행동이나 태도를 연구하
여왔다[4]. 일반적으로 관광객은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서 관광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택
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광지 속성이며, 
관광지 선택속성은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선택하고 방
문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5][6]. 이
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관광지 선택속성은 관
광지에서 관광객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요소이
자 관광과 관련된 물리적, 사회적, 행동적인 모든 특성
을 의미한다고 하였다[7].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김현․장호성[8]은 고객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인의 파악과 다른 상품
이나 서비스의 차이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차별
화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고, 
이상일․유현순[9]은 물리적이고 관찰 가능한 제품의 특
성을 나타내는 것을 선택속성이라 정의하였고, 소비자
가 대안을 선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akeyes[10]는 관광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관광객의 
특정 관광지에 대한 방문 여부와 목적, 그리고 인구통
계학적 특성도 관광지 선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연구
하였다. 그리고 김연선․이상희[11]의 관광 펜션업 선택
속성 연구에서는 펜션 시설의 이용성, 가격 및 분위기, 
객실 서비스, 접근성, 이용 적합성 등으로 요인화 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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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4]은 부산 관광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관광지 
선택속성요인을 숙박가치, 행사쇼핑, 전통문화, 전통체
험, 흥미접근으로 요인화 하여 연구하였으며, 하재원
[12]은 관광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속성 요인을 숙박시
설의 질, 특별한 음식, 교통편의, 지역 내 교통시설, 편
의시설로 구분하였다. 전주지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
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 선택속성연구에서 선택속성 
요인을 매력성, 역사･ 문화성, 프로그램, 접근성, 편의
성으로 설정하였고, 관광지 선택속성 중 매력성, 프로그
램, 접근성, 편의성은 관광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하였다[13]. 그리고 김주진․신우진
[14]은 남원관광단지의 선택속성 연구에서 관광객 선택
속성을 매력성, 역사문화성, 접근성, 서비스품질로 요인
화 하였으며, 김연선․김영식[15]은 교통 및 접근성, 서
비스품질, 오락성, 매력성, 스포츠 환경으로 관광지 선
택속성을 요인화 하여 연구하였다.

학자들의 관광지 선택속성연구는 주로 선택속성이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고 선택속성을 요인화 하였고, 이러한 영향관계를 통해
서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
자 하는 선택속성은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선
택속성으로 김현진[4], 김주진․신우진[14], 안시은[13], 
하재원[12], Fakeyes[10] 등의 선행연구에서 변수를 
도출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선
행연구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2. IPA 기법을 활용한 선행연구
Martilla & James[22]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자 각 속성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IPA 분석결과 가격정책, 행동, 
품질보증정책 등을 마케팅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IPA는 많은 분야에서 학자들이 활용하였고 특히 관광 
분야와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최
대의 성과를 낼 수 있으며,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의 이상적인 조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효
율적인 의사결정 도구로써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23]. IPA기법(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중요 속성들에 대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선 소비자가 어떤 속성을 중
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이용 후 만족도를 스스로 평가
하여, 각각의 속성을 상대적인 중요도와 성과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마케팅적 기법을 말한다[24][25].

 또한 IPA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하여 2차
원 도면상에 4분면 속성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1사분면
은 중요도와 동시에 만족도가 모두 높은 사면으로 서비
스나 제품의 품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
한다. 따라서 만족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현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2사분
면은 중요도는 높게 인식되나 고객의 만족도는 낮게 나
타나므로 기업에서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많
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3사분면은 고객들의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
은 경우이며, 기업에서는 제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분면은 고객들의 중요도는 낮게 인식되지
만 오히려 고객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는 속성을 들 
수 있고, 불필요한 과잉관리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따라
서 1사분면은 ‘유지’, 2사분면은 ‘집중’, 3사분면은 ‘저순
위’, 4분면은 ‘과잉’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22].

연 구 자 연구 내용 요약

김현진[4] 관광지 선택속성요인을 숙박가치, 행사쇼핑, 전통문
화, 전통체험, 흥미접근으로 요인화하여 연구

김주진․신우진[14] 관광객 선택속성을 매력성, 역사문화성, 접근성, 서비
스품질로 요인화하여 연구

최일선․홍장원․이정
아[16]

관광지 선택속성을 지역환경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
성, 여행 합리성으로 요인화하여 연구 

김범진․권태길․ 고호
석[17]

편의성, 지역성, 매력성, 활동성, 접근 및 친절성 등 5
개 요인으로 구성하여 연구

김동환[18]) 도시 관광 선택속성 연구로 편의 및 휴게시설, 매력
성, 안전 및 청결도의 3개 요인 20개 항목으로 도출

박혜영[7] 안전성, 매력성, 체험성, 경관성으로 연구 

신형섭[19] 관광객 선택속성 요인을 물리적 속성, 서비스 품질, 
접근성, 프로그램 등으로 도출

송옥방․차석빈[20]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 도시 관광 선택속성
의 중요도-만족도 연구

하재원[12] 숙박시설의 질, 특별한 음식, 교통편의, 지역내 교통
시설, 편의시설로 구분하여 연구

Murpy[21] 관광자원의 매력성, 환대수준, 체험수준, 기반시설, 관
광지의 접근성 등을 제시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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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PA 매트릭스

이관표․권상미[26]는 IPA를 활용하여 오토캠핑장의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실시하여 캠핑장의 선택속
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김상훈[27]은 IPA를 활
용하여 실내 골프 연습장의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를 하였으며, 이재섭․김홍일․한범
수[28]는 국내온천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IPA
를 분석하여 관광객과 잠재관광객에게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조병호․류태창[29]은 IPA
분석을 활용하여 대구 서문시장의 상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고, 그리고 류재숙․박연옥[25]은 그의 연구에
서 항공기 이용 승객의 증가에 따른 고객의 항공사 선
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III. 연구설계

1. 연구과제 설정
본 연구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

으로 하여 관광객들이 중요시 하는 선택속성의 중요도
와 만족도를 연구하였으며,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과제의 해결을 통해 전주 한옥마
을의 매력성을 평가하며, 관광객 증대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연구과제 1: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선택속
성으로 중요하게 인식한 항목은 무엇인
가?

연구과제 2: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만족한 
선택속성 항목은 무엇인가? 

연구과제 3: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각하
는 선택속성 변수의 중요도-만족도 값의 
사분면의 위치는 어디에 속하는가?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하였다. 설문기간은 2018년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2달간 불특정다수의 편의표본추출 방식으로 진행하였
다. 총 300부를 배포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지 42부를 제외한 총 258부(86%)를 유효표본으로 활
용하였다. 

본 연구의 유효표본에 대한 분석은 SPSS for 
Window Versio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먼저, 표본의 일반적인 사항은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관
광객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대응표본 t-test(Paired 
Sample T-test)을 시행하였으며, IPA분석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 변수추출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변수의 추출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24개의 측정변수를 추출하였다. 관광지
의 선택속성을 연구한 김현진[4], 김주진․신우진[14], 안
시은[13], 하재원[12], Fakeyes[10]의 연구에서 본 연
구에 적합한 변수를 추출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하였고, 관광객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IPA기법을 활용한 한옥마을 선택속성의 중요도-만족도 연구 589

표 2.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N=258)
변         수 빈  도(명) 비  율(%)

성별
남성 136 52.7
여성 122 47.3

결혼   
미혼 101 39.1
기혼 157 60.9

연령

20대 77 29.8
30대 62 24.0
40대 68 26.4

50대이상 51 19.8

최종학력

고졸 76 29.5
대학생 36 14.0
대졸 134 51.9

대학원 재학이상 12 4.7

평균
소득

100만이하 58 22.5
101-200 46 17.8
201-300 69 26.7
301-400 54 20.9
401-500 25 9.7
501이상 6 2.3

직업

회사원 81 31.4
전문직 36 14.0
자영업 33 12.8

유통/서비스직 9 3.5
공무원 17 6.6
학생 44 17.1
기타 38 14.7

전체 표본은 258명이며, 남성이 136명(52.7%)으로 
여성 122명(47.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미혼이 
101명(39.1%), 기혼자가 157명(60.9%)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관광지의 선택속성 항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24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주성분 분석법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추출
하였으며, 회전방법으로는 요인간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Varimax 직각회전 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 적재값을 
0.4이상으로 지정하고 공통성(Communality)을 고려
하여 요인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2개 항목이 
제거되고 최종적으로 22개의 측정변수가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5개의 축약된 요인들로 도출되었다. 

표 3.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수행된 요인분석의 타당성은 KMO계수(0.805)와 구
형성 검증(Chi-square=2351.937(p<.000)) 등을 통해
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신뢰성 검증에서도 모
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자세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3. 한옥마을 선택속성의 중요도-만족도 차이분석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한옥마을 선택속성의 중

요도-만족도 간의 대응표본 T 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시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인지하는 중요도의 평
균 점수(3.77)가 대체적으로 높았고, 이에 비해 관광지 
방문 후 만족도의 평균 점수(3.22)는 전반적으로 낮았
다. 관광들의 한옥마을 방문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항목은 관광지의 청결성(4.21)이 가장 높았고, 그다
음 순위는 주차장 시설(4.15), 자연경관(4.13) 등의 순
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만족도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
수는 자연경관(3.74)이 가장 높았고, 기후조건(3.63), 
지역의 특색(3.62)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
목은 관광지의 편의시설로써 0.84이며, 주차시설
(0.78), 관광지의 종사원 서비스(0.73) 등의 순서로 조
사되었다. 전주 한옥마을을 이용한 관광객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관광객의 기대가 높은 반

요인명 측정문항 요인
적재량

분산
비율

아이겐
값

신뢰
도 

교통 및 교통및편의성1 .612 26.501 5.830 .811

편의성

교통및편의성2
교통및편의성3
교통및편의성4
교통및편의성5

.717

.731

.777

.799

환대서비스

환대서비스1
환대서비스2
환대서비스3
환대서비스4

.529

.809

.773

.725

12.371 1.818 .781

오락성

오락성1
오락성2
오락성3
오락성4

.582

.841

.811

.530

8.247 1.595 .746

역사문화성

역사문화성1
역사문화성2
역사문화성3
역사문화성4
역사문화성5

.504

.683

.789

.714

.596

7.713 1.349 .760

프로그램

프로그램1
프로그램2
프로그램3
프로그램4

.500

.690

.756

.683

6.846 1.167 .711

                 총분산(%)     61.680
                  KMO         0.80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2351.937(p<.000)
                      df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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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상대적으로 관광객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편의시설
과 주차시설 그리고 종사원의 서비스는 한옥마을의 고
질적인 문제들로서 관광객의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문제로 판단되며 시의 관련 부서와 해당 업체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요도-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모든 항목에서 유의수준(p<0.1, p<0.01, 
p<0.001)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이다. 

또한 [그림 2]는 한옥마을의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
와 만족도의 평균값을 IPA를 이용하여 도식화 하였고,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축은 중요도 평균값 
3.77을 이용하였고, Y축은 만족도 평균값 3.22를 나타
내고 사분면에 표시하였다.

표 4. 한옥마을 선택속성의 중요도-만족도 차이분석

**p<0.1, **p<0.01, ***p<0.001

우측 상단 1사분면(유지)의 경우에는 한옥마을 선택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속성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1사분면(유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관광지의 종사원 서
비스, 관광지의 청결성, 관광지의 자연경관, 관광지의 
역사, 문화적 자원, 관광지 지역의 특색, 관광지의 기후, 
관광지의 쇼핑시설, 관광지의 음식, 먹거리, 관광지의 
접근성, 관광지의 주차장 시설 등의 항목이 이에 해당
된다. 위와 같은 속성은 고객의 이용 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좌측 상단의 2사분면(집중)은 중요도는 높으나 이에 
비해 고객의 성취도는 낮게 나타나는 항목이며 이는 관
광지의 지명도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좌측 하단의 3
사분면(저 순위)은 고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
며 이에 따라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속성에 대한 대처방법은 많은 관심보다는 제한
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관
광지의 오락시설, 관광지의 숙박시설, 관광지의 타인과

중요도-만
족도 변수

    중요도    만족도 Correl
(Sig)

평균
차이 t값 P값평균 표준

편차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1. 관광지의 
편의시설 4.02 .05 6 3.17 .04 15 .211 .84 14.02 .000

***

2. 관광지의 
오락시설 3.49 .06 18 2.89 .05 22 .210 .59 8.516 .000

***

3. 관광지의 
숙박시설 3.75 .06 16 3.07 .05 16 .242 .68 10.081 .000

***

4. 관광지의 
축제 및 이
벤트

3.80 .06 15 3.07 .05 17 .219 .72 12.024 .000
***

5. 관광지의 
휴양시설 3.91 .05 12 3.22 .04 12 .179 .69 11.646 .000

***

6. 관광지의 
색다른 경험 
및 체험

4.00 .05 7 3.18 .05 14 .137 .81 12.443 .000
***

7. 관광지의 
종사원 서비
스

4.00 .05 7 3.26 .04 11 .116 .73 11.222 .007
**

8. 관광지의 
타인과의 교
류

3.28 .06 21 3.05 .12 18 .058 .22 1.682 .094
*

9. 관광지의 
지역주민과
의 환대

3.39 .06 20 2.98 .05 21 .234 .40 5.974 .000
***

10. 관광지
의 교육 기
회 

3.21 .06 22 3.01 .05 20 .261 .20 2.999 .003
**

11. 관광지
의 청결성 4.21 .05 1 3.49 .05 5 .114 .72 11.395 .000

***
12. 관광지
의 자연경관 4.13 .05 3 3.74 .05 1 .377 .38 6.905 .000

***

13. 관광지
의 역사, 문
화적 자원

3.94 .05 11 3.51 .05 4 .257 .43 7.358 .004
**

14. 관광지 
지역의 특색 3.99 .05 10 3.62 .05 3 .299 .36 6.608 .000

***

15. 관광지
의 지명도 3.73 .05 17 3.48 .05 6 .383 .24 4.364 .000

***
16. 관광지
의 기후 4.07 .05 5 3.63 .05 2 .336 .43 7.482 .000

***
17. 관광지
의 레저스포
츠 시설

3.00 .07 24 2.53 .06 24 .454 .46 6.813 .000
***

18. 관광지
의 관광안내 
및 정보제공

3.01 .06 23 2.58 .06 23 .412 .43 6.281 .000
***

19. 관광지
의 안전성 3.86 .05 14 3.21 .04 13 .218 .64 11.076 .000

***

20. 관광지
의 쇼핑시설 3.90 .05 13 3.37 .04 9 .069 .52 8.696 .000

***

21. 관광지
의 음식, 먹
거리

4.13 .05 4 3.43 .04 7 .153 .69 11.772 .000
***

22. 관광지 
교통이용의 
편리

3.41 .06 19 3.03 .04 19 .327 .38 6.358 .000
***

23. 관광지
의 접근성 4.00 .05 7 3.33 .05 10 .172 .67 11.252 .000

***
24. 관광지
의 주차장 
시설

4.15 .05 2 3.41 .12 8 .115 .73 5.772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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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류, 관광지의 지역주민과의 환대, 관광지의 교육 
기회, 관광지의 레저스포츠 시설, 관광지의 관광안내 및 
정보제공, 관광지 교통이용의 편리 등이 이에 속하는 
항목이다. 우측 하단의 4분면(과잉)은 고객들의 중요도
는 낮게 인식되지만 오히려 고객의 성취도는 오히려 높
게 나타나는 속성이라 할 수 있으며 과도한 노력은 지
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관광
지의 편의시설, 관광지의 축제 및 이벤트, 관광지의 휴
양시설, 관광지의 색다른 경험 및 체험, 관광지의 안전
성 등이다.

그림 2. IPA 매트릭스 

주) - 1사분면(유지): 7 관광지의 종사원 서비스, 11 관광지의 청결성, 12 관광지
의 자연경관, 13 관광지의 역사,  문화적 자원, 14 관광지 지역의 특색, 16 
관광지의 기후, 20 관광지의 쇼핑시설, 21 관광지의 음식, 먹거리, 23 관광지
의 접근성, 24 관광지의 주차장 시설

   - 2사분면(집중): 15 관광지의 지명도
   - 3사분면(저 순위): 2 관광지의 오락시설, 3 관광지의 숙박시설, 8 관광지의 

타인과의 교류, 9 관광지의 지역주민과의 환대, 10 관광지의 교육 기회, 17 
관광지의 레저스포츠 시설, 18 관광지의 관광안내 및 정보제공, 22 관광지 
교통이용의 편리

   - 4분면(과잉): 1 관광지의 편의시설, 4 관광지의 축제 및 이벤트,  5 관광지의 
휴양시설,  6 관광지의 색다른 경험 및 체험, 19 관광지의 안전  

V.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

으로 하여 진행한 연구이며,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
는 선택속성과 이용 후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한옥마을의 방문 시 선택속성의 중요도-만족도 연
구를 통해 관광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그리고 만

족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IPA 분석
을 활용하여 마케팅적 시사점을 구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선택속성으로 
중요하게 인식한 항목은 관광지의 청결성(4.21)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 순위는 주차장 시설(4.15), 자연경관
(4.13), 음식·먹거리(4,13), 기후(날씨)(4.07) 등의 순서
로 나타났다. 둘째,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만
족한 선택속성 항목은 자연경관(3.74)이 가장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후(날씨)(3.63), 지역의 특색(3.62), 
역사문화자원(3,51), 관광지 청결(3,49) 순으로 조사되
었다. 

셋째,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각하는 선
택속성 변수의 중요도-만족도 값의 사분면 위치는 다음
과 같다. 1사분면(유지)은 관광지의 종사원 서비스, 관
광지의 청결성, 관광지의 자연경관, 관광지의 역사, 문
화적 자원, 관광지 지역의 특색, 관광지의 기후, 관광지
의 쇼핑시설, 관광지의 음식, 먹거리, 관광지의 접근성, 
관광지의 주차장 시설 등의 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이
러한 요인들은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게 인지하는 것
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된다. 따
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
요성이 있으며 주차장 시설 등은 주말이나 휴가철과 관
광 성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
며,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먹거리의 개발이 필요하고,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쇼핑과 대단위 첨단 쇼
핑 시설의 건립 등을 보완하여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사분면(집중)은 관광지의 지명도가 이에 해당되는
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경우로 이
는 집중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옥마을의 지명도는 
높으나 기대만큼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한옥마을의 
지명도에 비해서 관광객이 만족할 만한 콘텐츠가 부족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주 한옥마을의 지명도에 부합하
고 내실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3사분면(저 순위)은 관광지의 오락시설, 관광지
의 숙박시설, 관광지의 타인과의 교류, 관광지의 지역주
민과의 환대, 관광지의 교육 기회, 관광지의 레저스포츠 
시설, 관광지의 관광안내 및 정보제공, 관광지 교통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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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리 등이 이에 속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중요도
도 낮고 만족도 역시 낮은 항목이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며,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객들의 
쇼핑, 오락, 숙박시설의 전면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의지를 두고 진행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분면(과잉)은 관광지의 편의시설, 관광
지의 축제 및 이벤트, 관광지의 휴양시설, 관광지의 색
다른 경험 및 체험, 관광지의 안전성 등이다. 이 항목은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요인으로 추가
적인 비용의 지출이 없어도 관광객의 만족도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도 언급
한 바와같이 전주시의 관광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관광객이 요
구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
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만족도 낮은 
요인의 분석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
시 지정으로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광객들
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
할 만한 성과 도출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2. 연구의 한계점

연구의 한계점은 전주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
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한옥마을 방문객의 특성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서울 남
산 한옥마을, 순천 낙안읍성, 안동 하회마을 등 전국적
인 규모의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상호 
비교분석 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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