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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국제공항 이용객 혼잡지각, 감정적 반응 및 재방문의사 사이의 영향관계 관계 검증 방법을 제안한

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공항의 시설적 혼잡성은 이용객의 부정적 반응 및 재방문의사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형성됨

을 알 수 있으며, 이용객의 인적 혼잡성과 긍정적인 감정반응은 재방문의사에 유의한 영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국제공항 이용객의 인적 혼잡지각과 긍정적 감정반응인 고마움, 즐거움, 편안함, 친근감, 만

족감, 믿음감 등은 이용객의 긍정적인 재방문의사와 타인 추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AMOS 

7.0을 활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모형검증(Model Test)을 

실시하였다.

▸Keywords :국제공항, 혼잡지각, 감정적 반응, 재방문의사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finding out the relational effect of perceived crowding of international airport 

on emotional response and revisit intention. The data of this study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 and 

based o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visitors. A total 260 validity sample was analyzed a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from SPSS 21, 

a hypothesis through ou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rom AMOS 7.0.

As a result of this study, visitors' human perceived crowding of international airport and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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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response showed a significant effects on revisit intention.

▸Keywords : International Airport, Perceived Crowding, Emotional Response, Revisit Intention

I. 서 론

외래관광객 1,200만 명을맞이하는첫관문이자자국으로

돌아가는최종관문역할을하는국제공항은우리나라관광의

이미지와경험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 인천국제공

항은 1단계및 2단계를통한성공적인 공항건설과 운영을 통

해독자적인노하우를축적해오고있으며, 최근에는ACI에서

주관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평가에서 2006년 이후 9년 연속

세계1위의자리를굳건히수성하고있다[1]. 인천국제공항은

연간이용객이 4,000만 명이넘는대형공항으로이용객이연

평균 10% 넘게 급증하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공항이다[1].

최근에는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서 국제공항의

경우 발권, 수하물 및 보안검색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혼잡

함을이루는것이보통이다.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출국장

은이미포화상태에달했다는지적이나오고있으며, 평일에

도하루평균13만명이상의이용객이몰려출국장게이트의

혼잡한 상황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2].

연구 수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공항서비스 품

질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공항 혼잡지각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혼잡지각에 관한 연구들

은 주로 리조트, 워터파크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Mehrabian & Russel(1974) 등의 연구에서 혼잡도에 따

라고객이느끼는감정반응도변화하고그결과로써고객만

족과 회피, 재방문, 구전, 불평행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3]. 국제공항과 관련하여 국제공항의 공간은 발권 데

스크, 세관 및출입국심사대와같이다양한공간으로구성되

어공간마다특유의환경을지니고있으며, 이를활용하는방

법 또한 다양하고 각 공간마다 다양한 느낌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어 국제공항 이용객들의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잡지각에 대한 감정반응은 국제공항

방문을회피하거나좋지못한일들의구전행위로이어져결국

에는국제공항방문의사를결정짓는조건이될수있다. 따라

서 국제공항에서의 혼잡지각은 국제공항의 이윤창출과 고객

과의 관계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본연구는국제공항이용객들의혼잡지각과감정적

반응, 재방문의사가어떠한관계를가지고있는지파악하고자

수행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공항 시설

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가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혼잡지각

관광수용력 연구에 있어서의 ‘혼잡’의 개념은 이용밀도가

증가할 때 생기는 부정적인 평가로, 이용밀도의 증가로 개인

의 목적 또는 가치가 방해 받았다고 지각되는 상태를 말한다

[4]. 지성구․이상근(2005) 등에 따르면 사람이나 사물의 수
는 많은데 비해 공간이 부족할 경우 개인들의 활동이나 목적

달성이저지당하거나방해받을때사람들은환경이혼잡하다

고지각하게된다고한다[5]. 이처럼혼잡지각은개념의평가

적인 또는 주관적인 본질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바로 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심리적인 특질이다[6].

Eroglu et al.(2005)은 혼잡지각을 인적 혼잡지각

(human crowding perceptions)과 공간적 혼잡지각

(spatial crowding perceptions)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7]. 인적 혼잡지각은 사람의 수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 정도

에기반을두어인식하는혼잡성이라면공간적혼잡지각은상

점내진열상품및고정물품수, 배열상태에기반을두어인

식하는 혼잡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관광분야의 혼잡지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립

공원과 관광지[8], 리조트[9], 스키장[10], 테마파크[11],

이벤트및축제[12][13] 등의공간집약적인관광지연구위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혼잡지각에 대한 연구들은 상황별

혹은환경별로조금씩다르게적용되고있다. 축제와같은실

외공간에서 혼잡지각은 축제 참가객들에게 환기(arousa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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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여 즐거움을 배가하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지만, 공항

과 같은 실내공간에서는 승객들을 쉽게 피곤하게 할 수 있는

원인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한효민․홍경완(2006) 등은 실
내 축제에 관한 연구와 양태석․박영배(2006) 등의 레스토랑
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혼잡지각은 방문객들의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14][15].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혼잡을 지각하면 긍정적 감정, 만족,

사후행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2][16]. 또한 이용

객각자는자극수준에대한선호가다르기때문에, 같은장소

라 하더라도 개인의 특징․상황에 따라 지각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17].

양태석․박인수․이보연(2008) 등은레스토랑에방문한고객
이 인지하는 혼잡지각이 클수록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파악하였다. 선행연구를통해혼잡지각은고객의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8].

2. 감정적 반응

Izard(1993)는 인간의행동반응은 감정이발전한것이라

고 한다[19]. 이러한 감정은 특별한 사건 또는 상황을 거쳐

영향을 받아 인간 내면에 형성되는 다차원적 구조라고 한다

[17]. 소비자행동 측면에서 Westbrook(1987; p. 260)은

감정적반응을 “고객의제품 구매시 수반되는주관적인느낌

으로서좋아하거나싫어하는감정이나타나는것”이라고하였

다[20]. 일반적으로감정적반응은환경자극으로부터이용자

들이 나타내는 심리적․정신적인반응의 의미로 제시되고 있으
며[21][22], 이용자들의 내적반응으로 표현하면서 인지적

(신념, 범주화, 상징적의미), 정서적(기분, 태도), 생리적(고

통, 안정감, 움직임, 신체적적응)으로구분하기도한다[23].

Oliver(1993)는 소비감정이 긍정적 부정적으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24], 이후 감정적 반

응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분류

하여 이루어졌으며[25] [26] [27], 감정적 반응에 대한 측

정에관한선행연구에서White & Yu(2005)는만족감정과

행동의도 간의 연구에서 감정을 긍정적 감정(기대감, 행복,

긍정적 놀라움), 부정적 감정(죄의식, 굴욕적인, 우울한, 후

회), 쌍방향(화남, 실망)과 같은 3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28]. 관광분야에서는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의 감정과 반응

은 감정표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

적감정의2차원척도를적용한선행연구가주로이루어져왔

다[29][30][31][32][33].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변환경이 혼잡하다고 지각하게 되

면 개인들의 활동이나 목적달성이 저지당하거나 방해받는다

고생각한다. 결과적으로혼잡성은쇼핑객들의만족수준을저

하시키고 점포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5]. 홍성도

(2003)의 연구에서는 혼잡지각과 감정적 반응을 분석한 결

과혼잡지각과감정적반응과는유의한영향관계가있는것으

로 나타났다[21]. 또한 Obermiller & Bitner(1984) 등의

연구에서도 정서적으로 유쾌한 환경에서 소매제품을 본 사람

들이불유쾌한환경에서동일한제품을본사람들보다더긍

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4].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볼때혼잡지각은감정적반응에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재방문의사

방문의사란 행동의도로써 태도를 구성하는 행동적 요소로

특정목적지에대한신뢰와평가를통해그대상에대해호의

적인 행동을 하는 잠재고객의 성향이자 심리적인 행동결정이

라 할 수 있다[35]. 관광산업에서 방문의사는 방문객이 관광

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 그 관광지를 방문할 의사여부를 의미

하며, 본인이 선호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직접 방문의사와 본

인이선호한관광지를주변사람들에게추천하는간접방문의

사로 나눈다. 따라서 방문의사는 어떤 지역이나 장소에 대한

태도를 특정한 미래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

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36].

Bitner(1992)는 서비스기업의환경에대한 개인의내적

반응 즉,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여부에 따라 소비자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의 각각 접근(approach) 또는 회피

(avoidance)라는 상반된 행동의도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

다[37]. Boulding et al.(1993)과 Zeithaml et

al.(1996)은 행동의도의구성요소로재이용, 계속적인이용,

그리고 긍정적인 구전으로 구분하고 있다[38][39]. 국내 연

구에서도 고동우(1998)와 이재만(2008)은 행동의도는소비

자가제공되었던서비스에대해반복적으로계속하여구매혹

은 방문할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생각과 태도가 행동으

로옮겨지는행위적의도이자고객이미래에도서비스제공자

를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이라고 하였다[40][41].

혼잡지각과 방문의사에 관한 연구에서 김사헌․홍재선
(1998)은 스키장을 방문한 집단의 스키장에 대한 혼잡지각

이높을수록인내하기보다는혼잡을회피하려는욕구가더강

렬하다고 하였다[10]. 외국의 연구에서는 Kuentzel &

Heberlein(1992) 등은 Apostle섬에서 보트 이용객을 대상

으로연구한결과혼잡지각은이용회피반응을초래한다고것

을밝혔다[42]. 행동의도는포괄적개념으로몇가지구성요

소로 분류하여 측정 할 수 있는데, 다수의 연구들이 행동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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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구성차원으로 재방문 의도와 구전을 사용한다(Baker

& Crompton, 2000). 지성구․임채운․이상근(2005), 홍성
도․한범수(2004) 등의 연구에서 감정적 반응을 긍정적 감정
과부정적감정으로나누어분석한결과재구매의도, 구전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43][44].

III. 연구방법

1. 측정항목 도출

본 연구는 Eroglu et al.(2005), Hui &

Bateson(1991), 오은주(2011), 박정하・장인현(2012) 그
리고 김화경(2013)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혼잡지각을

시설적혼잡성과인적혼잡성의두가지차원으로도보관광지

의이미지를측정하기위하여 9개의항목을도출하였으며, 여

기에는 시설적 혼잡성 4개 항목, 인적 혼잡성 5개 항목을 포

함한다[7][16][45][46]. 공항이용객의 감정적 반응을 측정

하는 14개 항목은 조미나(2006), Chebat &

Slusarczyk(2005), Dolen et al.(2001)로부터 각각 도출

되었고[25][26][27], 재방문의사를측정하는 3개항목은송

영석・조은아・이보연(2008), 이창수(2009) 등의 연구로부
터 각각 도출 되었다[47][48].

위에서 도출된 항목들이 공항이용객의 혼잡지각과 감정적

반응 및 재방문의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본조사에앞서대학생들을대상으로예비조사를실시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하여다소이해하기힘들거나오해의소지가

있는 문장들을수정‧보완하였다. 이들 측정항목들은 5점 리커
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

다)를 이용해 측정되었다.

2. 연구가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공항의시설적혼잡성은공항이용객의긍정적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공항의시설적혼잡성은공항이용객의부정적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공항의 인적 혼잡성은 공항이용객의 긍정적 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공항의 인적 혼잡성은 공항이용객의 부정적 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공항의 시설적 혼잡성은 공항이용객의 재방문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공항의인적혼잡성은공항이용객의재방문의사에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공항의 시설적 혼잡성에 대한 공항이용객의 긍정적

반응은 재방문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공항의 인적 혼잡성에 대한 공항이용객의 부정적 반

응은 재방문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연구의설문조사는2015년 3월 4일부터3월 29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여행객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하여 조사와 관련된 사전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연

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사에 대한 동의를 구한 다음,

해외 여행객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self-administrated

methods)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300명이 설문응답에

참여하였으며, 분석에활용된유효표본은 260부이다. 분석은

SPSS 21 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빈도분석, 요인분석, 신

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으며, 또한 AMOS 7.0을

활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모형검증(Model Test)을

실시하였다.

IV. 자료분석 및 가설의 검증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최종적으로분석에사용된 260부에대해표본의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

녀성별분포도에서는남성이131명(50.4%), 여성이 129명

(49.6%)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연령별 분포에서는20대

이하가 31명(12%), 30대가 28명(10.7%), 40대가 115명

(44.3%), 50대 이상이 86명(33%)으로 40대 이상의 연령

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61명

(23.5%), 대졸 157명(60.4%), 대학원졸 42명(16.1%)이

었고, 월평균 가족 수입은 2,000만원 미만이 9명(3.5%),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이 53명(20.3%), 3,000이

상 4,0000미만이 92명(35.4%), 4,000만원 이상이 106명

(40.8%)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년 이내 해외여행 횟수는

1-5회 163명(62.7%), 6-10회 81명(31%), 10회 이상이

16명(6.3%)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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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1) 혼잡지각

본연구에서는측정항목의신뢰성및측정결과의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시설적혼잡성 4개, 인적혼잡성 5개측정도구의타당도검증

을 위해 주성분의 직각회전법에 의한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

였고, 각 측정변수의 개별 요인적재량=.704 이상, 누적분산

=67.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KMO 값이 0.847

Bartlett 구형성 검정치의 값은 1786.1202(p=0.000)

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또한 Cronbach’s α 계수가모두 0.6을 상회하였

으므로 측정문항들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49].

표 1. 혼잡지각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및신뢰도분석

Table 1. Results of Verification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f

Perceived Crowding

측정변수 평균a
요인

적재량

분산

설명력

신뢰

계수

요인 1: 시설적 혼잡성

차량주차및차량이용시혼잡도 3.46 .892

38.1 .847
탑승권발매시혼잡도 3.47 .881

검색대및세관통관시혼잡도 3.87 .863

휴식 및편의시설이용시혼잡도 3.36 .815

요인 2: 인적 혼잡성

공항이용객들이많음 3.88 .899

26.3 .869

공항 이용객들로혼잡함 3.76 .879

공항 이용객들의왕래가많음 359 .843

공항 이용객들로분주함 398 .828

공항 이용객들로 인해 행동에 지장을 받

음
3.60 .801

총분산설명력 67.4

KMO=0.847, Bartlett의 구형성검정(1786.1202, p=0.000).

a 리커트 5점척도(1=전혀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5=매우그렇다).

2) 감정적 반응 및 재방문의사에 대한 신뢰도 분석

긍정적 반응(7항목), 부정적 반응(7항목), 재방문 의도(3

항목) 그리고 구전 의도(3항목) 각각에 대하여 Cronbach’s

α값에의한신뢰도를측정하였다. 신뢰도분석결과 <표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개념에서 α계수는 긍정적 반응의 경

우 0.923, 부정적 반응의 경우 0.904, 재방문 의도의 경우

0.914, 구전의도의경우0.908로각요인내에서문항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신뢰도는 비교적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50].

표 2. 감정적반응및재방문의사에대한신뢰도분석

Table 2. Results of Verification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f

Emotional Response and Revisit Intention

변수 측정항목수 Cronbach’s α

긍정적반응 7 .923

부정적반응 7 .904

재방문의사 3 .914

3. 측정모형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혼잡지각, 감정적 반응 그리고 재

방문의사의 각 연구단위에 대하여 판별타당성과 수렴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에 대

한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확인적요인분석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1.88, df=174 (p<0.01),

GFI=.912, AGFI=.911, CFI=..928, NFI=.918,

RMSEA=.022로 나타나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측정모형분석을통해혼잡지각, 감정적반응및재방문

의사에는 판별과 수렴타당성을 저해시키는 항목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 확인적요인분석에의한측정모형분석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연구단위와항목
표준화요

인적재값
t-값 CR AVE

시설적혼잡성 0.913 0.758

차량 주차 및 차량 이용

시혼잡도
0.832 18.427

탑승권발매시혼잡도 0.813 17.157

검색대 및 세관 통관 시

혼잡도
0.827 19.357

휴식 및 편의시설 이용

시혼잡도
0.847 21.413

인적혼잡성 0.909 0.722

공항이용객들이많음 0.804 21.512

공항이용객들로혼잡함 0.792 20.473

공항 이용객들의 왕래가

많음
0.787 19.231

공항이용객들로분주함 0.769 19.639

공항 이용객들로 인해 행

동에지장을받음
0.811 18.446

긍정적반응 0.935 0.706

고마웠다 0.831 21.215

즐거웠다 0802 20.874

편안했다 0.779 20.336

기분이좋았다 0.826 18.219

친근감있었다 0.773 19.293

흡족했다 0.793 19.593

믿을만했다 0.818 21.224

부정적반응 0.903 0.743

당혹스러웠다 0.753 20.473

짜증났다 0.812 21.263

불편했다 0.766 19.217

실망스럽다 0.818 1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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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단위들에 대한 집중타당성을 검도한 결과, 표준요

인부하량(standardized loadings)이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

나(t>17.0)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각 연구단위들에 대한

판별타당성은다음의두가지방법으로검토되었다. 첫째, 연

구단위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Φ계수의 신뢰구간(Φ

±(2×S.E)에 1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Anderson &

Gerbing, 1992). 둘째, 평균추출분산(AVE)이 모든연구단

위 간 상관자승치(squared correlation)보다 커야한다

(Fornell & Lacker, 1981). <표 3>의 평균추출분산값

(AVE)과 <표 4>의연구단위간상관관계의자승값을비교해

보면, 각연구단위의AVE가모든연구단위간상관자승치보

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상관관계분석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구성

개념
평균

표준

편차

구성개념간상관관계

1 2 3 4 5

1 3.53 0.68 1.000

2 3.48 0.75 .769* 1.000

3 3.29 0.57 .773 .730 1.000

4 3.57 0.69 .761 .751 .751 1.000

5 3.61 0.62 .782 .729 .729 .762* 1.000

주) * p<0.01.

1=시설적혼잡성, 2=인적혼잡성, 3=긍정적반응,

4=부정적반응, 5=재방문의사

4.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291.34,

df=142, GFI=0.922, AGFI=0.915, RMR=0.031,

CFI=0.942, NFI=0.938, RMSEA=0.062, p<0.000).

따라서 적합도 지수들은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개념들

간의 인간관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가설별연구개념들간의구조적관계를분석한

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공항의혼잡지각과감정적반응간의

관계규명을위한가설H1, H2, H3, 그리고H4는모두지지

되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시설적혼잡성은긍정적반

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12,

t=3.236, p>0.05). 또한, 시설적혼잡성은부정적반응에정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β=0.585, t=2.943,

p<0.001). 그리고인적혼잡성은긍정적반응에부(-)의영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β=0.237, t=6.321, p>0.05).

또한, 인적혼잡성은부정적반응에부(-)의영향을미치는것으

로나타났다(β=0.301, t=4.811, p>0.05). 한편시설적혼

잡성이인적혼잡성보다긍정적반응과부정적반응에더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의혼잡지각과재방문의사간의관계규명을위한가설

H5그리고H6을살펴보면모든가설은지지되었다. 이를구체

적으로살펴보면시설적혼잡지각은재방문의사에부(-)의영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β=0.688, t=10.539 p>0.05).

또한, 인적혼잡지각은재방문의사에정(+)의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42, t=11.357, p<0.001).

공항이용객의 감정적 반응과 재방문의사 간의 관계규명을

위한가설 H7 그리고 H8을살펴보면모든가설은지지되었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항이용객의 감정적 반응은

재방문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649, t=6.341 p<0.001). 또한, 공항이용객의 감정적

반응은재방문의사에부(-)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β=0.153, t=5.835, p>0.05). 한편 공항이용객의 긍정

적 반응은 부정적 반응보다 재방문의사에 더 강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가설검증결과
Table 5. Results of Hypothesis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편차
t-값 p-값

채택

여부

H1
시설적혼잡성

→긍정적반응
0.312 0.060 3.236 0.143 기각

H2
시설적혼잡성

→부정적반응
0.585 0.074 2.943 0.000 채택

H3
인적혼잡성

→긍정적반응
0237 0.041 6.321 0.216 기각

H4
인적혼잡성

→부정적반응
0.301 0.048 4.811 0.187 기각

H5
시설적혼잡성

→재방문의사
0.688 0.047 10.539 0.279 기각

H6
인적혼잡성

→재방문의사
0.242 0.035 11.357 0.000 채택

H7
긍정적반응

→재방문의사
0.649 0.051 6.341 0.000 채택

H8
부정적반응

→재방문의사
0.153 0.042 5.835 0.311 기각

부담스럽다 0.822 19.192

불쾌했다 0.841 19.234

지루했다 0.798 18.763

재방문의사 0.823 0.716

다시방문하겠다 0.823 21193

더자주방문하겠다 0.803 22.314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다

시이용할것이다
0.789 19.239

친구및지인에게권유 0.778 19.189

타인에게긍정적구전 0.792 19.631

타인에게추천 0.842 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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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그동안 관광분야에서 공항의 혼잡지각과 감정적 반응 및

재방문의사에관한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 특히

공항의 혼잡지각에 관한 연구는 학술적이나 실무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연구가부족했던공항의혼잡지각에집중하였고, 실

증분석을위해 경기도소재의 C공항이용객들을대상으로연

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공항의 혼잡지각과 공항이용객의 감정적 반응에 대

한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항의 혼잡지각은 시설적 혼잡성, 인적 혼잡성

의 두 가지 차원, 감정적 반응은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

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항 이용객의 혼잡지각과 감정적 반응의 영향관계

를살펴본결과주차시설, 발권데스크, 검색대및세관, 휴게

편의시설등시설적인부분에서혼잡을높게지각할수록긍정

적 반응은 낮아지고 부정적 반응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공항이용객들로혼잡함과분주함등의공항의이용

객이밀집함으로써발생하는인적혼잡성과공항이용객의감

정적 반응은 아무런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

한연구결과로미루어공항의시설적혼잡성이공항이용객의

감정적반응에부정적영향을미치므로공항의시설적측면에

서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항이라는 계절

적 성수기와 비수기의 특성이 한정된 시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와 같은 예약 서

비스의 도입을 확대하거나 주차장, 휴게편의시설, 나아가 노

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 등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항 이용객의 혼잡지각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

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설적 혼잡성만이 재방문의사에 유의

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지지하는결과로서인적혼잡성은사전에인지하고방

문하는 경향으로 인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51], 시설적

혼잡성을 높게 인지하면 할수록 향후 재방문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수있음을알 수있다. 따라서공항 이용객의혼

잡지각과 감정적 반응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시설적 혼잡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항 이용객들의 감정적

반응과 재방문의사와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공항

이용객의 긍정적 반응은 재방문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반응은 재방문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항 이용객의 긍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공항 시설의 혼잡지각을 해소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 개의 국제공항의 이용객

혼잡지각과 감정적 반응 그리고 재방문의사 간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범위의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적 범위를

극복하고 다양한 공항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항에서 근무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원들은 공항 이용객들의

혼잡지각을 완화시키고 여러가지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항 이용객의 혼잡지각과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모형에 포함시킨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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