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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방한 일본인 객의 지 매력성이 객의 지각된 가치와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단체 객을 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수거하 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 매력성  자연·문화 요인은 기능  가치, 상징  가치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력성  편의성과 근성은 객의 기능  가치와 상징  가치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편의성과 근성 모두 상징  가치보다 기능  가치에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셋째, 객의 기능  가치는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

징  가치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관광지 매력성∣기능적 가치∣상징적 가치∣충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destination 

attractiveness, perceived value and loyalty of Japanese tourists. In this study, 2 hypothese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were employed. Questionnaire was also developed based on the 

previou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Japanese tourists. Then the data and hypotheses were 

examin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by AMO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nature·culture' factor has no effect on tourist perceived value. Secondly, 

'convenience' and 'access' factor have positive effects on both functional value and symbolic 

value. Moreover, these factors have stronger effects on functional value. Lastly, tourist's 

functional value has a positive effect on loyalty while symbolic value has no effect on loyalty. 

The contribution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and the future possible 

researches were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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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은 지난 삼십 년 동안 경제 성장과 가처분소

득의 증가와 함께 많은 발 을 거듭해 왔다. 객의 

소비는 직, 간 으로 지의 경제발 에 향을 주

기 때문에 담당조직에서 지를 끊임없이 향상

시키고, 한 새로운 지를 개발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1]. 일반 으로 객의 지 선택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매력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지는 발 을 기 할 수 없고[2], 지속 인 객의 

유치를 해서는 다양하고 창조 인 매력물을 제공해

야 한다[3].

한편, 목 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요한 개념이 가치의 개념이며 가치는 객의 

행동에 있어서 단의 기 이 되는 개념으로 모든 소비

상황에서 이러한 가치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4]. 일

반 으로 객들은 비교  비용이 렴하고 여러 가

지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고 여겨지는 역사, 문화 유

지 등의  매력성을 가진 목 지를 선택한다[5]. 

이러한 지 매력성의 요성을 인식하며 행해진 

이 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윤세환, 박진 (2009)이 재

래시장 객을 상으로[5], 한승엽등(2007)이 문화

축제 객을 상으로[6], 김성우(2008)는 강산 

객을 상으로[7], 이윤섭(2005) 문경지방 객

을 상으로[8] 연구가 행해졌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윤유식등(2010)이 강지역을 방문한 객을 상으

로[9], 양승필, 곽 (2010)가 제주생태 지를 찾은 

객을 상으로[10] 지 매력물에 한 연구를 

행하 다. 와 같은 지 매력성에 한 선행연구들

은 주로 매력성에 한 평가로 만족과 재방문 의도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객이 지각하는 가치의 

향 계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학계 연구에서 자원에 한 연구보다는 

의 부수 인 요인인 호텔, 여행사 등이 주요소를 

이루고 있음이 지 되어 왔고[5], 한 일본인은 외래 

입국 객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11] 일

본인 객을 상으로 한 지 매력성과 객들

이 지각하는 가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한 일본인 객을 상으

로 지 매력성의 요인을 도출해보고 이러한 지 

매력성 요인이  지각된 가치와 충성도로 이어지는 구조

인 계에 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관광지 매력성
지 매력물은 지의 존재의미를 갖게 하는 

객의 유인물로 자연 , 인공 , 역사 , 문화 인 볼

거리를 말하며[8], Mayo(1981)는 잠재 객에게 

매력물이 지각되어 그것이 치한 지역에 해 갖게 되

는 반 인 느낌과 그 매력물에 한 요도의 결합을 

지 매력성(destination attractiveness)으로 정의하

다[12]. 

Lew(1987)는 잠재  자가 추구하는 편익에 하

여 부여하는 요성과 그 편익들을 지가 제공해  

것이라고 지각하는 신념을 지 매력성이라 하 고 

뛰어난 경치, 역사  장소, 락 공원, 시설과 서비스, 

각종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 다[13] 이러한 매

력성의 에서 랑스 목 지에 해 연구를 한 

Pestana et al(2011)은 지의 매력성은 지역경제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새

로운 목 지를 개발하고 목 지의 매력성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14].

Edward and George(2008)는 인도를 찾는 객을 

상으로 해안, 기후, 유 , 술품, 쇼핑, 유흥, 모험이

나 재미, 숙박, 기후 등의 15개의 매력요인을 도출하

고[15], Lee, Qu and Hung(2009)는 타이완의 온천

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연, 문화 /역사 , 이벤

트의 주요 매력물과 숙박, 교통, 음식, 안 등의 부가  

매력물로 구분하 다[16].

국내의 연구로는 먼  임화순, 고계성(2006)은 오끼

나와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자연 매력물, 계 과 기

후, 자연경치, 스포츠 활동, 교통근 성, 다양한 숙박시

설, 지방색, 문화 매력물, 물가, 교통 편리성,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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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다양한 주제공원, 지역축제, 야간 여흥, 다양

한 먹거리, 청결과 생, 안정, 종사원서비스, 주민 

환 태도, 이국  분 기, 교육용 시설물 등의 매력성을 

측정하 다[17]. 

한 윤세환, 박진 (2009)이 재래시장 객을 

상으로 신기성과 체험성의 두 가지 매력성 요인을 도출

하 고[5], 윤유식 등(2010)은 크게 주요 매력물과 부가

 매력물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매력속성을 나 었는

데 주요 매력물은 기후, 생태,  자원성, 문화 /역사

인 것으로, 부가 인 매력물은 호텔, 먹거리, 교통, 여

흥 등이다[9]. 양승필, 곽 (2010)는 자연환경의 보존, 

자연 친화성, 자연환경과, 시설의 조화, 경 의 아름다

움, 자연매력물의 다양성의 자연매력요인과 생태체험 

로그램, 시간의 편의 시설이용의 편리의 이용편의 요

인 그리고  소요시간, 교통수단, 주차시설, 이정표, 도로 

이용 등의 근성을 포함한 3가지 지 매력성을 도

출하 다[10]. 이러한 지 매력물은 객들에게 

목 지 선택이나 재방문 등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

인으로 여겨지고 있다[9].

2. 지각된 가치
경 학 분야에서 가치(value)는 고객이 무엇을 받았

는가와 무엇을 주었는가에 한 인식에 근거한 상품 혹

은 서비스의 유용성(utility)에 한 고객의 반 인 평

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다[18]. 지각

된 가치를 과 연계시킨 연구에서는 객이 

을 체험한 결과로써, 지 이미지와 지에 한 

개인의 반 인 인지, 느낌, 기능 ㆍ감성 ㆍ사회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다[19][20]. 지각된 가치의 범

한 이론 인 체계를 연구한 Sheth등(1991)은 지각된 가

치를 기능  가치(functional), 사회  가치(social), 감

정  가치(emotional), 인식  가치(epistemic), 상황  

가치(conditional)의 5개 구성차원을 제안하 다[21]. 이

후 Sweeney and Soutar(2001)는 PERVAL(Perceived 

Value Scale)이라는 지각된 가치척도를 개발하여 감정

(emotional), 품질/성과(quality/performance), 가격/

가치(price/value), 사회 (social)의 4개의 차원을 정교

화과정을 통해 도출하 다[22]. Sanchez-Fernandez 

and Iniesta-Bonillo(2007)는 이 까지 행해진 지각된 

가치 연구를 종합하여 연구 흐름을 체계화 하 고[23], 

Chen and Chen(2010)은 객들이 반 인 서비스 

혹은 상품품질을 체험한 후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 다

[24]. 

이러한 지각된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서 Chen and 

Hu(2010)는 비용 비 가치 혹은 기능 인 가치의 단일

항목으로 측정되기도 하지만 단일 항목으로의 측정으

로 지각된 가치의 개념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하 다. 

따라서 이들은 지각된 가치를 기능  가치(functional 

value)  6문항과 상징  가치(symbolic value) 8문항으

로 나 어 측정하 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  가치는 

Sheth등(1991)의 연구에서 기능  가치, Sweeney and 

Soutar(2001)의 연구에서 가격 과 품질이 이에 해당되

며, 상징 인 가치란 Sheth등(1991)과 Sweeney and 

Soutar(2001)의 연구에서의 사회 , 감정  가치가 이

에 해당한다[25].

3. 충성도
Caruana(2002)는 일반 으로 충성도는 종사원, 제품, 

서비스 제공자, 랜드, 포, 납품업체 등 다양한 상

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명명된다고 하 다[26]. 

Kotler(2000)는 제품, 서비스, 랜드, 포, 기업 등에 

해 고객이 애착을 가지는 정도로 충성도를 정의하

고[27], Chen and Chen(2010)에 의하면 이러한 지 

목 지에 한 충성도는 객이 목 지를 재방문하

고자 하는 의도와 기꺼이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서 반 된다고 하 다[24]. 경주지역을 심으로 한 문

화콘텐츠 의 충성도 연구에서 강인원(2010)은 추

천, 재방문 의향, 경험·체험담 구 , 지 재방문

으로 충성도를 측정하 고 충성도 확인 측면에서 구

효과의 요성에 해 주장하 다[28].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방한 일본인 객들을 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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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성이 지각된 가치  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하

여 알아보고자 하 다. 이론  고찰을 통해 연구 모형

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2.1 관광지 매력성과 지각된 가치의 관계
김민철, 부창산, 김 훈(2008)은 제주지역을 방문한 

국인과 일본인을 상으로 선택속성의 차이분석을 

연구하 다. 그 결과 국 객은 자 편리성 요

인이 서비스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일본인 객은 편의시설 요인이 서비스 가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29]. 해외여행 경험

이 있는 내국인을 상으로 한 형규, 강인호, 조원섭

(2010)의 연구에서는 지의 특성  물리 인 속성

과 서비스 품질이 객의 효용  가치와 쾌락  가치

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 다. 근성은 쾌락  

가치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험

은 효용  가치와 쾌락  가치 두 변수 모두에 부(-)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 다[30]. 김기호, 정기한

(2010)은 통 ·거제 지역을 방문한 해양 의 맥락에

서 해양 지의 매력성, 정보성, 편의성 등의 속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특히 해양 지 속성  정보성이 가장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가 정확하고, 풍부하고 유용

하다고 느낄수록 객의 지각된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 따라서 지 매력성과 객의 지각

된 가치에 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지 매력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지 매력성  자연/문화는 기능  가

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지 매력성  자연/문화는 상징  가

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지 매력성  편의성은 기능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지 매력성  편의성은 상징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지 매력성  근성은 기능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지 매력성  근성은 상징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2 지각된 가치와 충성도의 관계
Chen and Chen(2010)은 타이완의 타이난시의 주요 

문화유 지 4곳을 방문한 객을 상으로 지를 

재방문하는데 있어서 요한 선행요인으로 객이 

지각하는 가치를 제시하 고[24], Tsai등(2010)은 상품 

가치와 서비스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요한 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하 고, 이들은 상품 가치와 서비스 

가치를 높게 인지할수록 형마켓을 더 선호하고 고객

충성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 다[31].

Chiu, Hsieh, Chang and Lee(2009)는 쾌락  가치와 

실용 인 가치가 충성도의 요한 선행요이라고 하

고[32], 형규등(2010)은 효용  가치와 쾌락 가치가 

만족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30]. 한 Caruana and Ewing(2010)은 충성도에 

있어서 만족보다 가치의 역할이 더 요하다고 하 고, 

이러한 고객의 지각된 가치가 충성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도 하고, 다른 변수를 매개하여 간 으로

도 향을 미친다고 하 다[33].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

구들을 토 로 지각된 가치와 충성도 사이에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객의 지각된 가치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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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 : 지각된 가치  기능  가치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지각된 가치  상징  가치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지 매력성을 방한 일본인 객

이 우리나라를 목 지로 선정할 때 자연 , 인공 , 

역사 , 문화  볼거리로서 가지게 되는 반 인 느낌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매력성의 측정은  Lew(1987), 

Edward and George(2008), Lee, Qu and Hung(2009), 

윤유식 등(2010), 양승필, 곽 (2010)등의 연구를 토

로 자연경 의 아름다움, 휴양  휴식시설, 문화/유

지, 기후, 유흥/오락, 다양한 쇼핑장소와 상품, 숙박시

설, 먹거리, 안 , 공항시설의 편리성, 편리한 교통수단, 

도로이용, 이동소요시간, 이정표의 1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객의 지각된 가치는 객이 

을 체험한 결과로써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Sheth 등

(1991), Sweeney and Soutar(2001), Chen and 

Hu(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지각된 가치 측정  기능

 가치(3문항)와 상징  가치(3문항) 차원으로 구분하

여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객의 충성도는 일본인이 한국을 

목 지로 선정하 을 때 가지게 되는 애착의 정도

를 의미하며 Caruana(2002), Chen and Chen(2010), 강

인원등(2010)의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에 맞게 용하

여 “ 지를 친구나 지인에게 추천, 지를 친구나 

지인에게 정  구 , 지를 재방문”의 3항목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모든 변수는 Likert 5  척도로 측정

하 다.

4. 연구대상자 선정과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방한 일본인의 지 매력성이 

객의 지각된 가치와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자 하 다. 이를 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단체 

객을 상으로 일본어가 능통한 한국인 가이드를 

통해 설문을 배포하고 실증조사를 수행하 다.  2011년 

1월 10일에서 2월 11일 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진행되었

으며 총 230부  222부(96.5%)를 수거하 으며 응답이 

부실한 32(14.4%)부를 제외하고 총190부(85.6%)를 분

석에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통계 패키지 로그

램과 AMOS 5.0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먼  표본의 인구 통계  특성을 살펴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을 해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개념신뢰도

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 다. 한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에 사용된 개념  독립성을 검증하 으며, 측

정된 구성개념들 간의 모형분석과 연구가설을 검증하

기 해 AMOS 5.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

해 분석하 다. 

IV. 실증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24 65.2
여자 66 34.8

연령
20~29세 31 16.3
30~39세 87 45.8
40~49세 50 26.3
50세 이상 22 11.6

직업

회사원(임원포함) 73 38.4
공무원 21 11.1
학생 14 7.4
자영업 23 12.1

전문직(교수, 의사 등) 11 5.8
주부 44 23.2
기타 4 2.0

학력

고졸 38 20.0
전문대졸 46 24.2

대졸(또는 재학) 93 48.9
대학원 이상 10 5.2

무응답 3 1.7

방문
횟수

1회 62 32.6
2회 72 37.9
3회 31 16.4

4회 이상 23 12.1
무응답 2 1.0

월
소득

20만엔~30만엔 미만 88 46.3
30만엔~40만엔 미만 55 28.9
40만엔~50만엔 미만 19 10.1

50만엔 이상 12 6.3
무응답 1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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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항목
표 화된
재값

 t 값 SMC AVE

자연·
문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 .627 6.687** .400
0.725가볼만한 문화·유적지 .636 ----- .405

관광하기 좋은 기후 .761 7.829** .740

편의성
유흥·오락시설 .628 ----- .644

0.609다양한 쇼핑장소와 상품 .815 8.484** .579
숙박시설 .761 8.051** .660
전통음식과 먹거리 .813 8.733** .678

접근성
편리한 교통수단 .801 10.421** .642

0.663도로이용의 편리성 .840 10.634** .705
이동소요시간의 적정성 .741 ----- .547
신속한 통관절차와 편리한 공항시설 .832 9.433** .501

기능적
가치

관광지 선택한 것은 편리함을 느끼게 해줌 .893 ----- .797
0.727지불한 비용 대비 좋은 가치 제공 .822 13.006** .675

관광지선택은 투여한 시간 대비 좋은 가치 .726 10.789** .526
상징적
가치

관광지 선택은 현명함 .599 ----- .401
0.642관광지 선택으로 나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낌 .746 7.900** .557

관광지 선택으로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줌 .897 7.947** .805

충성도
나는 향후 이 관광지를 추천할 의향이 있음 .885 ----- .784 0.845지인과 친구들에게 긍정적으로 구전 .912 16.310** .831
이 관광지를 재방문 .775 12.550** .601

χ2=246.509(df=124, p=0.000), χ2/df=1.988, RMR=0.034, GFI=0.876, AGFI=0.811, IFI=0.944, CFI=0.943 **:P<.01
Construct reliability: 자연·문화 0.916, 편의성 0.932, 접근성 0.933,  기능적 가치 0.922, 상징적 가치 0.948, 충성도 0.933 

표 2. 확인요인분석

여행
목적

관광/휴가 165 86.8
친구/친지 방문 14 7.4
상용/업무 출장 2 1.1

교육/연수 5 2.6
기타 3 1.6
무응답 1 0.5

합계 190 100.0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2.1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선별과 정교화를 해서

AMOS 5.O을 사용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를 이용하여 신뢰성분석을 하 다. 개념신뢰도는 일반

으로 0.7이상이면 측정항목의 개념신뢰도가 높은 것

으로 인정되기에[34]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요인이 

0.9를 상회하여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개념 

신뢰도 값은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측정항목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합도의 기 을 엄격

히 용하는 경우 RMR은 0.05이하, GFI, NFI, CFI는 

0.9이상, AGFI는 0.8이상이 되어야한다고 본다[30]. [표 

2]에서 제시한 확인요인분석의 합도 지수는 타당성

을 해하는 항목을 제거한 후의 모형 합도 지수를 보

여주고 있으며, 합도 지수는 χ2=246.509(df=124, 

p=0.000), χ2/df=1.988, RMR=0.034, GFI=0.876, 

AGFI=0.811, IFI=0.944, CFI=0.943로 나타났고, 표본크

기에 민감한 χ2 값을 제외하고는[35] 수용할만한 수

이다.

측정항목과 해당요인을 연결하는 표 화된 재치 

값을 살펴보면 모두 0.5 이상이며, 연구단 에 의하여 

분산이 설명된 양을 측정하는 AVE 역시 0.50 이상이

다. t값은 수용수 인 ±1.96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 측정

문항들의 집 타당성이 확인되었다[36].

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 을 때, 얻어

진 측정치들 간에는 상 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측정모형의 

별타당성을 분석하기 하여 연구 단 들의 평균분산

추출값(AVE)과 상 계수 값을 비교하 는데, 두 요인 

사이의 AVE가 각 요인의 상 계수의 제곱보다 크기에 

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36]. 요약하면, 이상의 다양

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모형의 신뢰성, 집 타당성, 

별타당성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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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문화 편의성 근성 기능  가치 상징  가치 충성도

자연·문화 0.851
편의성 .188(**) 0.780
접근성 .361(**) .537(**) 0.814

기능적 가치 .255(**) .439(**) .408(**) 0.853
상징적 가치 .203(**) .292(**)     .259(**) .711(**) 0.802

충성도 .205(**) .351(**) .177(**) .664(**) .514(**) 0.919
대각선 값:  각 연구단위의 square root AVE  **:p<0.01(2-tailed)

표 3. 상관관계행렬

3. 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의 검정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 다. 연구 모형의 체 인 구조모형을 검정한 

결과 χ2=206.526 (p=0.000), GFI=0.894, AGFI=0.838, 

NFI=0.911, RMR=0.032를 갖는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

러한 모형은 공분산 구조분석의 일반 인 평가지표들

과 비교해 볼 때 한 수 으로 단되기에 모형은 

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31]. 그리고 χ2/df(124)=1.666

로 표  카이 자승 지수가 약 1.6정도로 아주 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계수에 한 결과는 

[그림 2]에 표시하 고,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림 2. 연구결과

표 4.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가
설

경      로 Estimate S.E C.R p값
채택
여부

1-1 자연·문화-->
기능적가치 -.216 .792 -.272 .785 기각

1-2 자연·문화-->
상징적가치 -.298 .477 -.624 .532 기각

1-3 편의성-->
기능적가치 5.211 1.468 3.506* .000 채택

1-4 편의성-->
상징적가치 3.183 .917 3.472* .000 채택

1-5 접근성-->
기능적가치 3.902 1.188 3.301* .000 채택

1-6 접근성-->
상징적가치 2.286 .696 3.285* .001 채택

2-1 기능적가치-->충성도 1.066 .206 5.168* .000 채택
2-2 상징적가치-->충성도 -.305 .282 -1.243 .214 기각

 * : P<0.01

가설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에서

는 지 매력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다. 매력성  자연ㆍ문화요

인은 기능  가치에 -0.216(t값=0.792), 상징  가치에

는 -0.298(t값=0.532)의 경로계수를 보여주어 두 변수 

모두 t값이 유의한 수 (t값≧±2.575)을 보여주지 않았

기에 가설 1-1과 가설1-2는 기각되었다. 매력성  편

의성은 기능  가치에 5.211(t값=1.468), 상징  가치에 

3.813(t값=0,917)의 경로계수를 보여주었고 두 변수 모

두 유의한  t값을(t값≧±2.575) 나타내었으므로 가설 

1-3과 가설 1-4는 채택되었다. 매력성  근성은 기

능  가치에 3.902(t값=1.188), 상징  가치에 2.286(t값

=0.696)의 경로계수를 보여주었으며 t값이 유의한 수

(t값≧±2.575)을 보여주었기에 가설 1-5과 가설1-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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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었다. 가설 2에서는 지각된 가치가 충성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다. 먼  

기능  가치는 충성도에 1.066(t값=0.206)의 경로계수를 

보여주었고 t값이 유의한 수 (t값≧±2.575)이기에 가

설2-1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가설 2-2의 상징  가치가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0.305(t값=0.282)의 경로계수를 보여 주었고 t값이 유

의한 수 (t값≧±2.575)을 보여주지 않았기에 기각되었

다. 채택된 가설은 모두 유의수  0.01에서 채택되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방한 일본인 객을 상으로 지 매

력성 요인을 도출하고 제 요인이 객의 지각된 가치

와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실증분

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  지 매력성 요인  자연·문화 요인은 기능

 가치와 상징  가치 두 변수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1, 가설 1-2). 이

는 생태 의 매력속성  자연매력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양승필, 곽 의 

연구[10]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연 

경 의 아름다움, 가볼만한 문화 유 지, 하기 좋은 

기후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더라도 기능  가치와 상

징  가치 측면에 있어 부정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경우 지리 으로 우리나라와 근

해 있기 때문에 자연 경 이나 기후의 측면에서 자국

과 구분이 되는 매력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로 해석이 되며 문화 유 지 한 우리나라의 

문화가 일본의 문화 형성에 많은 향을 미쳐 유사한 

문화권의  유 지를 가지고 있는 결과로 해석이 된다. 

둘째, 매력성  편의성 요인은 기능  가치와 상징

 가치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3, 가설 1-4). 한 편의성이 기능  가치에 미

치는 향이 상징  가치에 미치는 향보다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지 속성 연구에서 편의성

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기호, 정기한의 연구결과와[20]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유흥·오락시설, 다양한 쇼핑장소와 상품, 숙박시설, 

통음식과 먹거리 등이 매력 이라고 지각 할수록 고

객의 기능 인 가치와 상징 인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

을 의미하며, 특히 편의성을 통해 기능 인 가치를 더 

높게 지각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 터들은 

일본인 객이 한국을 지로 선택하도록 유인 할 

때는 자연경 이나, 기후 혹은 가볼만한 문화 유 지 

등의 요인으로 유인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유흥 오락이나 다양한 쇼핑장소, 쇼핑상품 혹은 

한국의 통음식이나 다양한 먹거리 등에 을 두고 

유인책을 펼쳐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격조 

높은 숙박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갖추

어 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매력성  근성은 기능  가치와 상징  가

치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5, 가설 1-6). 한 매력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의 크기는 편의성과 마찬가지로 상징  가치보다 

기능  가치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리한 교통수단, 도로이용의 편리성, 이동소요시

간의 정성, 통 차가 신속하고 공항시설이 편리하

다고 지각 할수록 객은 지 선택이 명하다고 

느끼고, 투여한 노력이나 시간 비 좋은 가치를 제공받

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리 인 근 성으로 인해 기후나 자연경

의 아름다움 등은 유사하게 지각할 수 있으나 그로인해 

근성의 측면에서는 객들이 높은 가치를 지각하

고 있으므로 근성 측면에서 객들을 지속 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객의 기능 인 가치가 충성도에 미치는 

향은 채택되었고(가설 2-1), 상징 인 가치가 충성도에 

미치는 향은 기각되었다(가설 2-2). 이는 우리나라를 

지로 선택함으로써 편리함을 느끼고 좋은 가치를 

제공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지를 추천하고 재방문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 선택으로 사회  지 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끼고, 

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상징 인 가치는 재



관광지 매력성이 지각된 가치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방한 일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475

방문과 정 인 구 을 유도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지로서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지리 인 

근 성으로 편리함은 가져다주지만 객으로 하여  

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고 사회 인 지휘가 높은 것

처럼 느끼게 해주지는 않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

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인 객을 상으로 한 

객의 지각된 가치 측면에서는 기능 인 가치가 상

징 인 가치보다 더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방한 일본인 객을 지속 으로 유치하

기 해서는 지 매력성  편의성과 근성을 

으로 부각시키고 기능 인 가치에 을 두고 마

 략을 펼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연구 방법상의 한계로 편의표본추출을 사

용하여 한 연구이기에 자료를 일반화하여 해석 하는 데

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방한 일본인 객을 

상으로 지의 매력성과 지각된 가치에 한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고와의 비교를 통해 다양

한 에서 략 인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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