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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종사원의 제주방언 사용이 지 이미지  만족도,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항에 해서 알아보았다. 방언은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문화 인 요소로 볼 수 있으며, 객들에게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느끼는 감정을 확 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연

구결과 방언의 언어 커뮤니 이션  소통요인은 지의 인지 , 정서  이미지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흥미요인은 지의 인지  이미지에는 정(+)의 향을 미치지만 정서  이미지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방언의 과도한 사용이 객들의 정서에 반드시 정 인 

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 방언을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단어나 표 의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언어커뮤니케이션∣방언∣관광지∣만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Jeju dialect of service worker on tourist 

image, tourist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The Regional dialect can be viewed as a cultural 

element that characterizes the region, It also serves as a medium to inform tourists of the 

feelings they experience while they are out of their area and visiting other area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ommunication factors in the language communication of dialec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gnitive and emotional images of tourist sites. Interesting factors 

showed positive(+) effect on cognitive image of sightseeing spot, but did not affect emotional 

imag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should be noted that excessive use of regional dialects may 

not necessaril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motions of tourists. If you want to develop tourist 

products using dialects, you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use of words and expressions so that 

there is no mis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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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업 직원의 커뮤니 이션 역할에 따라 고객의 감정

에는 변화가 생기고 이는 기업 성과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1][2]. 특히, 기업의 서비스 련 종사원은 항상 고

객들을 면해야 하고 끊임없이 화를 주고받는 역할

을 수행한다. 그 기 때문에 고객이 서비스 장소를 방

문하는 순간부터 나갈 때 까지 고객에 한 세심하고 

정 한 커뮤니 이션을 수행함으로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노력해야 한다[3]. 커뮤니 이션은 기

업의 입장에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지

속 인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서비스 종사원이 고객을 반기는 환 의 말이나 상품 

 서비스에 한 설명, 감사 인사, 고객의 요구에 한 

동의의 표  등은 고객으로 하여  정 인 감정과 반

응을 유발시킬 수 있다[4]. 서비스 종사원은 응 상황에

서 가장 먼  고객을 만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상품

이나 서비스에 한 정  이미지를 심어  수 있는 

가장 요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서비스 종사원은 서비

스 응 상황에서 고객의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특정 

정보에 해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 능

력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이다.

서비스를 으로 제공하는 산업에서 서비스 

종사원의 커뮤니 이션 능력은 요하다. 고객은 구매

행동 시 합리 이고 논리 인 사고보다는 감정 인 동

기를 많이 가지게 되며, 실용  소비보다 쾌락  소비

를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5]. 서비스 종사원의 커뮤

니 이션 상황에 따라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한 인

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에 한 이미지

가 달라질 수 도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종사원의 역할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진하고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창조 으로 고객문

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정 한 매 로 

기업의 약속을 달하는 치에 있기 때문이다[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종사원들의 언어  커

뮤니 이션 능력이 지 이미지 형성과 만족에 미치

는 향에 해 검증하고자 하 다. 특히, 연구 상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언어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에 주목하여 방언사용을 통한 커뮤니 이션 상황에

서 산업의 상품이라 볼 수 있는 지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 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지역이라는 지리  특수성 때문

에 고유의 문화가 다양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제주방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 사투리로 인식되기

도 하지만, 과거의 표 어로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살아

있는 보존가치가 큰 언어이다. 특히, 다른 지방의 언어

에 비해 국어학  가치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

[7],  국어에서는 사라진 ‘’와 같은 표 이 살아있

기도 한 언어이다. 한 제주방언은 섬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를 그 로 

반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부학자들이 제주방언

을 제주어(濟州語)로 명명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지속

으로 연구하는 이유는 제주방언이 고 국어의 원형

을 보 하고 있으며, 제주의 문화  가치를 가진 살아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8]. 

산업의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지에서 서비스 

종사원이 사용하는 제주방언을 한 객의 경우에

는 커뮤니 이션 정도에 따라 지 이미지와 만족정

도가 달라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에 

한 실증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는 

방언과 언어  커뮤니 이션의 계를 알아본다는 학

술  의의가 있으며, 특색있는 지역  상품의 개발이

나 방언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한 기  자

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고찰 

1. 언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 이션은 인간사회에서 모든 사회조직과 사회

상의 기본을 형성한다. 인간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능력인 커뮤니 이션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에

도 두드러진 특징  하나로 볼 수 있다. 커뮤니 이션

이 없으면 사람들 간의 정보교환이나 정서교류, 개인 

는 집단 간의 계약 계나 권력 계, 문화의 세 간 

이가 모두 불가능하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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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언어커뮤니 이션은 인간과의 계에서 가장 

기 가 되는 메시지 달 수단이다. 언어의 본질은 바

로 의미의 달과 표 이며, 인간 계에 있어서 말은 

인간 커뮤니 이션의 심이 된다[10]. 언어는 본인과 

타인의 의사를 달하고, 달받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

회 으로 제정된 기호체계이다. 사회  커뮤니 이션

의 수단으로서 언어가 설득력을 갖기 해서는 조직

인 사고력과 분명하고 쉬운 어휘들을 사용해야 수신자

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다[11].

그러나 언어 커뮤니 이션이 장애가 발생되면 불신

과 갈등, 오해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이

러한 원인으로 잘못된 단어의 선택과 소통과정이 잡음 

때문에 부정확한 의미가 달되었거나 메시지를 수신

자가 마음 로 해석할 경우 주로 발생하게 된다[12]. 의

미를 달하는 데 있어 잘못된 단어를 선택하거나 소통 

과정의 잡음으로 인해 부정확하게 의미가 달되었거

나 주어진 메시지를 수신자가 자의 로 해석하는 경우

에 언어커뮤니 이션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1]. 그래

서 서비스 기업에서 직원의 언어커뮤니 이션은 고객

과의 신뢰형성에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언어커뮤니 이션은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

확히 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달함으로서 고객과의 

계의 질을 높여서 기업에 한 정 인 감정을 조성

할 수 있다[11][13]. 언어 커뮤니 이션은 면 인 

을 통해 즉각 인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며 의문을 제

기할 수 있고 요 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달 속도가 

빠르다는 장 이 있다[14].

2. 관광지 이미지

이미지(image)의 사 인 의미를 살펴보면 ‘개인․

기 ․상품 등이 에게 주는 인상이나 마음속에 떠

오르는 상’으로 볼 수 있다[15]. 사 으로 본다면 

이미지는 개인의 마음속에서 존재하는 형상을 나타내

는 심리 인 용어이다. 인간의 심리 인 부분이 인간의 

행동이나 행 에 해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에 한 

궁 증은 사회과학 연구의 주요 심거리 다. 특히 

객의 심리상태가 행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하는 연구는 학계에서는 매우 요하게 다루어 

졌다. 심리 인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방안을 찾는 과정

에서 산업 체의 활성화와 련이 있기 때문이다

[16]. 

Hunt[17]는 시장에서 개인의 주 인 인식이라

고 여겨지는 이미지가 자원만큼이나 지 개발

의 성공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일 되게 인식되고 있다. 

지 개발과 성공에 이 게 큰 향을 미치는 지 

이미지는 Baloglu & McCleary[18]의 인지 ·정서 (감

정 ) 이미지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용하는 경

우가 많다. 인지 , 정서  요소들이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표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

구들을 토 로 이미지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김병국․

박석희[19], 이후석 외[20], 장호성[21], 이익수[22], 이주

호[23], 임화순ㆍ남윤섭[16] 등의 국내연구자들도 련 

연구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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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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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커뮤니케이션과 관광 만족

고객의 만족이란 기업이 고객의 기 와 욕구에 최

한 부응한 결과 고객이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제품

과 서비스의 지속 인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

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3]. 서비스 

품질에 한 고객만족은 서비스 에서 서비스제공

자와 고객 사이에는 끊임없이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

질 때 발생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한 커뮤니 이션

으로 소통하 을 때 고객으로부터 정 인 반응을 이

끌어 낼 수 있다[1]. 여러 커뮤니 이션 상황에서 나온 

정보를 처리하면서 형성되는 총체 인 만족이 고객만

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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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종사원이 될 수 있고, 

고객은 객으로 볼 수 있으며, 커뮤니 이션은 종사

원들의 직간 인 응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객이 

느끼는  후 만족감은 활동의 궁극  목 이라

고 할 정도로 요한 개념이다. 

에는 지에 한 재방문을 상품의 재구매 의

사와 동일하게 단하여, 마 련 연구에서의 가장 

요한 주제들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데[25], 일반

으로 마  련 연구에서는 만족수 이 높아지면 재

구매 의사  정 인 구 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

해되고 있다[26]. 지의 경우에서도 그 지에 

한 만족수 이 높아지면 재방문 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

[17]. 따라서 커뮤니 이션으로 인하여 행 에 

한 만족이 높아지면 재방문 의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산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분석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방언이라는 매개를 활용한 언어  커

뮤니 이션 상황이 지의 이미지에 향을 미치고 

이것이 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을 측정

하기 하여 정민주ㆍ김학 [3], 김화연ㆍ이형룡[27], 

이려정[28], 김병국․박석희[29], 이후석․오민재[30]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도출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표 1].

가설 가설내용
연구
가설1

방언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관광지 이미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2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3

관광지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연구
가설4

관광지 만족도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표 1.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의 수집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표 인 

지인 문 단지를 방문한 방문객  제주도민 

제외한 객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2017년 

5월 3일~ 5월 9일까지 문 단지에서 방언의 언어

커뮤니 이션, 지의 이미지, 만족도, 재방문의도를 

조사하 으며, 제주방언의 경험을 확인하고자 교육된 

조사원들이 외부 객을 상으로 일 일로 연구에 

해 설명하고, 직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 다. 기입

을 마친 설문지는 즉석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총 35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다. 총 350부의 설문지  317

부를 회수하 으며 이  방언을 경험하지 못하 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6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

하 다. 분석에는 사회과학 통계 로그램 SPSS 15.0버

과 AMOS 6.0버 을 사용하 다.

3.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변수
측정유형과 
항목수

조작  정의 참고문헌

방언
언어적 
커뮤니
케이션

5문항 
리커트 5점 

척도

제주도 방언사용으로 관광
객이 언어적으로 커뮤니케
이션 하는 정도

Mehrabian[31],
Elizur[32]

관광지
이미지

13문항 
리커트 5점 

척도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해 객
관적이거나 물리적인 관광
지 이미지 속성에 대해 지
각하는 정도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해 개
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에 지
각하는 정도

Haahti[33],
Gartner[34]

Echter&Ritchie[
35],

Baloglu & 
McCleary[18],
O'reilly[36]

만족도
3문항 

리커트 5점 
척도

관광객이 관광활동 후 느끼
는 심리적인 만족을 지각하
는 정도

Pizam[37],
Lounsbury & 
Polik[38]

재방문
의도

2문항 
리커트 5점 

척도

관광객이 관광활동 후 같은 
관광지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각하는 정도

Oliver[26] 
Fridgen[39]

표 2. 변수들의 항목과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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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토 로 [표 

2]와 같이 연구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진행하

다. 변수들을 리커트 5  척도로 구성하고, 객들

이 각 항목에 스스로 기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Ⅳ. 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표본수(%)

성별
남 88(32.7)

여 181(67.3)

연령

19세 미만 61(22.7)

20대 75(27.9)

30대 58(21.6)

40대 46(17.1)

50대 22(8.2)

60대 이상 7(2.6)

결혼
여부

미혼 178(66.2)

기혼 88(32.7)

기타 3(1.1)

방문
회수

1회 112(41.6)

2회 89(33.1)

3회 이상 68(25.3)

방문
형태

단체여행 65(24.2)

개별여행 197(73.2)

기타 7(2.6)

학력

대졸이상 9(3.3)

대졸 96(35.7)

고졸 161(59.9)

중졸이하 2(0.7)

기타 1(0.4)

직업

1차산업 4(1.5)

사무직 51(19.0)

공무원 24(8.9)

전문직 11(4.1)

생산직 9(3.3)

판매/서비스직 23(8.6)

전업주부 19(7.1)

자영업 17(6.3)

학생 105(39.0)

무직 6(2.2)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88명, 여자가 181명으

로 32.7%와 67.3%의 비율이 나타났다. 연령은 20 가 

가장 많은 75명(27.9%)으로 나타났으며, 10  61명

(22.7%), 40  46명(17.1%)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

는 미혼자가 178명(66.2%)로 월등히 많았으며, 방문회

수도 1회 라는 응답이 112명(41.6%)로 가장 많았다. 방

문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개별여행이 197(73.2%)명으로 

나타나 제주  형태가 개별여행 심으로 진행된다

는 것을 악하 다. 학력은 고졸(59.9%), 졸(35.7%), 

졸이상(3.3%)순으로 나타났고, 직업은 학생(39.0%), 

사무직(19.0%), 공무원(8.9%) 순으로 나타났다. 

2. 요인분석 결과

2.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방언 

언어 커뮤니 이션, 지, 만족도, 재방문의도에 

한 신뢰성 분석과 3회의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분리하여 분석을 진행하

으며, 설명력은 79.016%로 조사되었다. 일반 으로 

Cronbach’s α가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단하는데 모든 요인에서 

Cronbach’s α 0.6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가설검증에 사

용하기에 충분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요인 변수

분석결과

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Cronb
ach’s 

α

소통
요인

명확한 인지 .896 .803

3.016 37.213 .912명확한 의사전달 .834 .718

편안한 말투 .812 .697

흥미
요인

표현의 재미 .730 .711
2.829 31.610 .802

억양의 재미 .758 .718

인지적
이미지

관광지 안전 .826 .745

1.852 16.912 .784

정돈된 구조 .753 .701

주변편의시설 .776 .722

기초인프라 .758 .718

적절한 안내표시 .710 .681

정서적
이미지

호기심 .853 .759

2.807 25.517 .816

이국적임 .846 .724

독특함 .817 .698

편안함 .783 .657

흥미로움 .644 .614

여유로움 .565 .491

유쾌함 .563 .511

만족
요인

환경만족 .934 .893

3.554 74.891 .845경험만족 .917 .881

선택만족 .901 .873

재방문
요인

개인활동 
재방문 의도

.899 .809

2.255 67.157 .871
단체활동 

재방문 의도
.862 .742

누적설명력 : 79.016%

표 4.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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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요인분석 결과, 방언 커뮤니 이션의 요인으

로써 소통요인과 흥미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지 이

미지는 인지 이미지와 정서 이미지, 만족요인과 재

방문 요인 등 총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소통요인 부

분에 명확한 인지, 명확한 의사 달 외에 편안한 말투

가 변수로서 도출된 이유는 지라고 하는 연구 상

지의 특성상 서비스 에서 의사소통 분 기와 련

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언어  커뮤니 이션 수단

으로서 제주도 방언의 특성상 표 의 차별성, 억양이나 

음높이의 차별성 등으로 인해 흥미요인이 도출된 것으

로 단된다. 

2.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변수

분석결과

표
추정치

표
오차

Cron
bach’
s α

CCR AVE

소통요인

명확한 인지 .876 .093

.912 .898 0.615명확한 의사전달 .810 .081

편안한 말투 .801 .091

흥미요인
표현의 재미 .756 .065

.802 .798 0.593
억양의 재미 .757 .055

인지적
이미지
요인

관광지 안전 .851 .072

.784 .723 0.505

정돈된 구조 .809 .066

주변편의시설 .793 .084

기초인프라 .750 .078

적절한안내표시 .739 .068

정서적
이미지
요인

호기심 .902 .064

.816 .801 0.579

이국적임 .808 .096

독특함 .877 .082

편안함 .784 .048

흥미로움 .751 .061

여유로움 .731 .057

유쾌함 .719 .088

만족요인

환경만족 .712 .074

.845 .788 0.680경험만족 .698 .079

선택만족 .714 .051

재방문
요인

개인활동 재방문 의도 .833 .085
.871 .736 0.558

단체활동 재방문 의도 .851 .065

=913.122(df=417) CMIN/df=2.156  RMR=0.071  GFI=0.797  

NFI=0.856  IFI=0.950  TLI=0.923  CFI-0.884  RMSEA=0.061  

표 5.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탐색  요인분석을 거친 측정항목을 확인  요인분

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내 일

성 검증을 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값이 모

든 요인에서 0.7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타당성 검증을 

한 합성신뢰도 한 0.7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결과 모형 합도는 =913.122(df=417) CMIN/df=2.156 

RMR=0.071 GFI=0.797 NFI=0.856 IFI=0.950 TLI=0.923 

CFI-0.884 RMSEA=0.061 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으로 단하 다.

3. 가설의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서비스 직원의 방언을 사용

한 언어  커뮤니 이션 능력이 지 이미지에 미치는 

향에 해 검증하 다. 검증결과 =923.339(df=412), 

CMIN/df=2.241, RMR=0.068, GFI=0.802, NFI=0.873, 

IFI=0.937, TLI=0.934, CFI-0.881, RMSEA=0.068 등으

로 나타나 모형은 합한 수 으로 단되었다. 

방언의 언어  커뮤니 이션은 지 이미지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1은 언어  커뮤

니 이션을 소통요인과 흥미요인으로 구분하고, 

지 이미지를 인지  이미지와 정서  이미지로 구분하

여 진행하 다. 검증 결과 방언의 소통 언어  커뮤니

이션은 지 인지  이미지와 정서  이미지 모두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언의 흥

미 언어  커뮤니 이션은 지 인지  이미지에는 

정(+)의 향을 미치지만 정서  이미지에는 유의한 

계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가설 1-4는 기각되었다. 제주

도의 특징  방언을 함으로서 응답자가 거주하던 지

역과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인지  달에 해서는 공

감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서 인 측면에서 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 이미지가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 

검증한 결과 지 인지  이미지와 정서  이미지 모

두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연구가설 2는 모두 채택되었다. 지에 한 이미

지가 확립되면 객들의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

라고 기 할 수 있다. 

지 이미지가 재방문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은 인지  이미지의 경우 채택되

었으나, 정서  이미지의 경우 기각되었다. 앞서 연구가

설 1과 같이 정서  이미지의 경우 객들의 감정 등

에 의하여 나타나는 상이기 때문에 개별 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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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에 따라 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만족도가 재방문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4는 채택되었다. 

가설 경로
표 화
계수

C.R. 채택여부

연구
가설1

방언 언어 커뮤니케이션↔
관광지이미지

부분채택

1-1
소통 언어 커뮤니케이션↔
인지적이미지

.264 2.826*** 채택

1-2
소통 언어 커뮤니케이션↔
정서적이미지

.172 1.979** 채택

1-3
흥미 언어 커뮤니케이션↔
인지적이미지

.121 1.703** 채택

1-4
흥미 언어 커뮤니케이션↔
정서적이미지

.074 1.001 기각

연구
가설2

관광지이미지↔관광만족도 채택

2-1 인지적 이미지↔관광만족도 .114 2.505* 채택

2-2 정서적 이미지↔관광만족도 .193 3.039** 채택

연구
가설3

관광지이미지↔재방문의도 부분채택

3-1 인지적 이미지↔재방문의도 .138 2.638** 채택

3-2 정서적 이미지↔재방문의도 .046 0.972 기각

연구
가설4

관광만족도↔재방문의도 .365 5.816** 채택

=923.339(df=412) CMIN/df=2.241  RMR=0.068  GFI=0.802
NFI=0.873  IFI=0.937  TLI=0.934  CFI-0.881  RMSEA=0.068

표 6. 가설검증 결과

 *p<.05   **p<.01   ***p<.001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종사원의 제주방언 사용이 

지 이미지  만족도,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항에 해서 알아보았다. 서비스 종사원들의 요성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도 많이 언 되었고, 그  언어커뮤

니 이션은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할 가장 요한 수단 

 하나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는 언어커뮤니 이션 수

단  제주방언이라는 독특한 소재가 지의 이미지

와 만족도, 재방문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을 토 로 진행하 다. 

연구결과 ‘방언의 언어커뮤니 이션은 지 이미

지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1은 부분 

채택되었다. 소통을 한 언어커뮤니 이션은 인지  

이미지와 정서  이미지에 모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만 흥미를 한 언어커뮤니 이션은 인지  이미지에

만 정(+)의 향을 미치고, 정서  이미지에는 유의미

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 이미지

가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

설2는 채택되었다. 인지  이미지와 정서  이미지 모

두 만족도에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 이미지가 재방문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라는 가설3은 부분 채택되었다. 인지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만 정서  이미

지는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족도가 재방문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 라는 가설4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주방언의 특성을 반 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제주방언의 특성상 소통을 한 정확한 

의미 달 과정에서는 지 이미지에 향을 미치고 

있으나, 언어  흥미를 달하는 과정에서는 정서  이

미지와 다르게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 다. 제주방언은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경우가 있어 객이 흥미있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언어처럼 받아들이기

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정서  이미지

에 유의미한 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객의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방문하여 특징  방언을 

함으로서 새로운 공간에 한 인지는 할 수 있지만, 정

서 으로 유쾌하거나 편안한 느낌을 주지 않을 수도 있

다.

지 이미지와 재방문의도 간의 계는 국가나 지

역의 이미지가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치는 상[40]이

나 국가의 이미지가 만족과 재방문의사에 향을 다

는 연구[41]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방언은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문화 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의 목 이 방문하는 지역의 문화를 하

고 이해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방언을 활용한 콘텐

츠 개발이나 상품 개발은 만족도  재방문의도를 

높이는데 일정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지

역 방언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어휘체계가 객들의 

정서와 인지정도에 합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충분한 

논의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방언은 다른 지방의 언어에 비해 국어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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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으며  국어에서는 사라진 ‘’와 같은 표 이 

살아있기도 한 언어로서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에도 향을 끼친다. 지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으

며, 지역방언이 특징 으로 살아있는 제주지역에서 이 

같은 연구는 향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유의

할 사항은 방언의 과도한 사용이 객들의 정서에 반

드시 정 인 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다. 

즐거움을 추구하기 하여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객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느낌을 주는 단어나 표 에 민

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가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특별한 언어문

화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한정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향후 문화  측면에서 지역 방언의 활용을 심도 깊게 

논의할 당 성을 제공하 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문화

 측면에서 지역 방언을 활용하는 방안에 한 방법

론  근들도 진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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